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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노천광산 현황 분석

오픈플랫폼 및 오픈소스 GIS S/W 서비스 및 표준화 현황 분석

노천광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지형공간정보 DB 및 시스템의 Layout 설계와 구축 및 개발 전략 수립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지형공간정보 고도화 최적 방안 연구

고도화 정보를 이용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지형공간정보 DB 업그레이드 방안

노천광산 개발 및 복구에 따른 모니터링 방안 연구

노천광산 모니터링 시스템 상세 설계 및 Prototype 시스템 개발

지형공간정보 고도화 방안 및 노천광산 최적 모니터링 방안을 융합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안

정화 방안 제시

노천광산의 운영 및 휴면상태에 따른 서비스 방안 제시

노천광산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정화 방안 제시





노천광산 현황 조사

노천광산의 문제점 조사

기초자료 조사

노천광산 복원 계획 및 복원 전∙후 비교

노천광산 계획 물량 비교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버 등 설계에 필요한 S/W 채택

모니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방안

모니터링 시스템에 활용 할 UI 기능 제시

UI 구축

연구계획수립

WorldWind JAVA, GeoServer, PostGIS 등

광산 분포, 광산검색, 멀티레이어 등

설계에 필요한 구성요소

광산 채굴에 따른 지형의 변화 비교

광산 복원 계획에 따른 진행사항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의 목적



강원도내에 64개 노천광산이 존재하나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삼기엔 비효율적으로 판단됨

노천광산의 모니터링 시스템 대상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천광산 5지역을 선택하여 3차원 SMART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노천광산의 가동 여부를 확인 하였음

강원도내 노천광산
64개

가행광산 4개
휴행광산 1개





NO 광산명 주소 면적(𝒎𝟐) 비고

1 동양시멘트(삼척1) 삼척시 적노동 산 29 1,600,000 휴행

2 라파즈 한라(옥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 429-2 2,300,000 가행

3 쌍용자원개발(영월2)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산 18 2,000,000 가행

4 아세아시멘트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산 68 924,322 가행

5 현대시멘트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산 1 861,582 가행



2007년 영상과 2014년 영상간의 변화탐지를 통해 7년간 변화된 지역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하고자 함

과거 영상

현재 영상

시작

전처리

전처리

차분 영상

이진법 처리

변화탐지의사결정 전송완료

노천광산 전체지역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면에서 어렵다고
판단 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역을 정사영상과 LiDAR DEM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채광으로 인한 변화

2012년 붕괴 및 보강 공사



채광으로 인한 변화

복원으로 인한 변화



복구 지역



2007년에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채광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폐석을 쌓아 놓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2014년에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영상에서 폐석을 적치하던 공간이 녹화를 통
한 복원이 진행중인 것을 알 수 있음



2007년 및 2014년에 제작된 LiDAR를 이용하여 1m X 1m 격자 DEM을 제작하였음

두 DEM의 높이 차가 많이 나는 지역을 분석하였음



2007년 및 2014년에 제작된 LiDAR Data를 이용한 높이 차



2007년 DEM

2014년 DEM

잔차 DEMArcGIS 래스터 계산기

ArcGIS의 래스터 계산기 활용하여 DEM간의 채광 지역 및 적치 지역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2007년 DEM – 2014년 DEM = 잔차 DEM



2007년 및 2014년에 제작된 1m Grid를 이용한 잔차 DEM

채광지역

폐석 적치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천광산의 개발과 복원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소
프트웨어를 선택하고자 함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Client, Middleware, Server, DBMS, Data의 구성
요소가 필요함

Data

DBMS

Server

Middleware

Client

Open image Map Open Aerial Map GeoNames

PostgreSQL + PostGIS

MapServer MapGuide GeoServer Deegree

Squid TMS GeoWebCache

QGIS

uDIG

Open Layers GeoExtMap Window

OWS Interface

World Wind Map FishOpen Scales

GRASS GeoNetwork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 상용 GIS 소프트웨어

구 입 비 용 낮음 높음

사 후 관 리 어려움 편리함

개발 난이도 개발자 스스로 문제 해결 개발사와 연계하여 문제 해결

자 유 도 누구나 자유로운 개발 가능 개발사와의 연계 필수

개발 시 상용 소프트웨어가 편리하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누구나 자유로운 개발이 가
능함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따라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
고자 함



요구사항

노천광산의 변화 모습과 복원계획에 따른 복구 안 등을
3차원 형태로 가시화 할 수 있어야 함

자유로운 시점 변경이 가능해야 함

다음 3D Lab NASA WWJ V-World Google Earth

3D   Viewing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소스 공개 강도 오픈 API제공(Daum지도) 소스차원 제공 오픈 API 제공 오픈 API 제공

3D    모 델 링
일부 고도화된 3D 모델 외
단순한 형태의 3D 모델 제

공

제공 안됨
(예시상 .kml 포맷 연결가능)

일부 고도화된 3D 모델 제
공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모델을 Google에서 검토하

여 제공

지형(DEM)과 영상(항공사진, 위성사진)을 결합해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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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ind Server PostGIS + GeoServer

환경 구축 설치 및 사용이 간단 WWS에 비하여 복잡한 구성

기 능
분석기능이 없으며 자료관리 기

능의 추가 개발이 필요
GeoORDB를 기반으로 강력한

관리기능 및 분석기능 제공

특 성
WWJ를 위한 기본 서버로 지형

과 영상을 제공
WMS, WFS, WCS, WPS 등 다

양한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지형(DEM) 관리 및 제공이 가능해야 함

영상(정사영상, 위성영상) 관리 및 제공이 가능해야 함

지형 및 영상 변경에 대한 분석기능 필요



선정 기준 및 결과

소스의 공개 정도가 소스차원으로 제공됨에 따라 제작자의 취향에 맞게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WWJ(WorldWind JAVA)를 클라이언트로 채택

WMS, WFS, WCS, WPS 등 다양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GeoServer를 채택 하였음

GeoORDB를 기반으로 강력한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Data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PostGIS를
채택 하였음



클라이언트로 채택된 World Wind Java에 기본적으로 주워지는 정사영상과 DEM의 해상도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판단되어 정사영상과 DEM 데이터의 고도화를 하고
자 함

기본 WWJ

변경된 데이터

정사영상 등록

DEM 등록

Eclipse



Eclipse 실행

WMS Layer Manager 실행

WMS Layers Pannel을 이용
하여 GeoServer 연결

작업공간 생성

저장소 생성

레이어 생성

GeoTiff 발행

GeoServer에 데이터 등록 및
발행

영상 취득 및 좌표체계 확인
World Wind Java 좌표체계 = 

WGS84

World Wind JAVA 와 GeoServer
간의 연결 가능

WWJ의 예시 기능 중 GeoServer와 WWJ

를 연결 시켜주는 WMS Layer Manager 

기능 선택

GeoServer 상에 WGS84의 좌표체계를

갖고 있는 GeoTiff 포맷의 정사영상을 등

록하여 발행함으로써 WWJ 상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인 라파즈 한라시멘트 옥계 광산

을 나타낼 수 있음

Wolrd Wind Java 활용



WWJ 상에 올라간 정사영상에서 하얀 띠가

발생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임

정사영상 등록시 문제점

해당 문제는 GeoServer와 WWJ간의 정사영

상 경계처리 상의 문제로 보임

문제 해결

정사영상의 경계부분에 흰띠가 발생되는 문제

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알아보고 있음



원시자료 좌표체계 파악

원시자료 좌표계 변환(WGS84)

생성된 DEM 내 불필요 데이터
Null처리

벡터 DEM
→ 래스터 DEM(GeoTiff)으로 변환

OSGeo4W Shell이용

경계파일 생성 및 경계 내 데이터 저장

GeoServer에 데이터 등록 및 발
행

작업공간 생성

저장소 생성

레이어 생성

Eclipse를 이용하여 World Wind 
Java에서의 지형데이터 xml 파일

수정

BIL 추가모듈 설치

DEM 데이터 생성

OSGeo4W shell을 이용한 Gdal구문

으로 고해상도 Raster 데이터 생성시

시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함

임시적으로 ArcGIS를 이용하여 1m 격

자로 추출한 Vector DEM을 기반으로

불규칙 삼각망(tin)을 생성하여 1m 

Grid의 Raster DEM으로 변환한 지형

정보 데이터를 World Wind Java 상

에 업데이트를 함



문제점

Raster DEM 생성시 경계 이외 지역이 Null 값이 아닌 112.04m의 높이 값을 갖게 됨에 따라 가라앉는 현

상 발생



문제 해결법

경계 이외 지역을 Null 처리하기 위해 QGIS 내에 있는 래스터계산기 기능 이용

래스터 계산기

“LayerName”>112.05

Mask Layer 생성

“대상 Layer”*“Mask Layer”

Clip Layer 완성

Null 처리된 DEM

경계 이외 지역의 값이 112.04m 의 값을 균등하게 받으므로 112.05m 이상의 값만 남기도록 하여 Mask 

Layer를 취득함

대상 Layer에 취득한 Mask Layer를 곱함으로써 두 래스터 간의 교집합이 생성되어 경계 내의 DEM만 남

게 됨



2차적 문제 발생

해당 방식으로 처리된 Null 값이 -3.40282e+38 이 되어 WWJ에 업로드 시 주변 DEM이 붕괴되는 문제 발

생



Gdalwrap을 이용할 시 직접적으로 Null 값을 지정 할 수 있음에 따라 Gdal을 이용하기로 함

gdalwarp -dstnodata 0 input.tif output.tif <- 해당 구문을 통해 Null값을 0으로 지정함

2차적 문제 해결



초기 WWJ 상의 영상과 DEM의 경우에는 상당히 해상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WWJ상
에 정사영상과 DEM을 교체함으로써 데이터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DEM을 교체하면서 C:\ProgramData\WorldWindData 에서 데이터를 변경할 때마다 로그파일을 삭제하

는 불편함이 있음

DEM을 교체할 때마다 Eclipse 에서 .xml 구문을 편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모니터링 시스템 상 필요한 UI를 개발하고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의 시나리오를 짜
보고자 함

광산 검색 기능(검색창 기능)

- 광종별 검색기능
- 광산명 검색기능
- 지역별 검색기능

광 종
광산명
지 역

검 색

추가해야 될 기능

2014 광산 정보 탭
선택

2014년 정사영상
Layer

2014년 DEM Layer

World Wind 화면상
표시

멀티레이어기능

- 정사영상과 DEM이 같이 표시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광산 현황 분포 도시 기능

- 광산의 위치가 Point로 표시되며 해당 포인트 클릭 시 해당 광산 정보 Memo의 Pop-up기

능 제공



광 종
광 산 명
지 역

검 색

• 광 산 명 : 라파즈 한라 (옥계)

• 주 소 :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
429-2

• 면 적 : 2,300,000 𝒎𝟐

• 운영 상태 : 가행

• 주요 광종 : 석회석

광 산 검 색

가 행 광 산

휴 행 광 산

채 광 계 획

복 구 계 획

3D 광산 조회

Click 시 하위 항목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함

체크 시 해당 값을 가진 정
보를 화면 상에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Point Click 시 해당 광산
의 정보를 표시 하는

Memo가 팝업 되도록 함

폐 광 산

광 산 현 황

영상과 DEM을 동시에 표
현 할 수 있어야 함

최 근

2007

광산현황 안에 소항목으로
연도별 광산조회





강원권 내 노천광산 64개 중 집중적으로 5개 지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음

자유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해 WWJ와 PostGIS+GeoServer의 구성으로 모니터
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정사영상을 이용한 변화 탐지와 잔차 DEM을 활용하여 노천광산 내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함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함



노천광산 지형공간정보 고도화 최적 방

안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업

그레이드 최적 방안
고도화 정보를 활용한 노천광산의 최적

변화탐지 방안 연구

DB 갱신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모니터링 시스템 Prototype 제시

무인항공기 활용가능성 확인

고도화 정보를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Prototype 상세 설계

변화탐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 시스

템 구축

서비스 고도화 방안 설계

가행 및 휴행상태에 따른 노천광산의

서비스 방안 제시

고도화 방안 및 최적 모니터링 방안이

융합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Prototype 구축

모니터링 DB 안정화 방안

노천광산 활용에 따른 서비스 방
안 제시

최적 모니터링 방안이 적용된 시스템

의 고도화
고도화된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안

정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