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최근 수심측량 기술의 발달로 싱글빔 수심측량기에서 정밀 다중빔 음향측심기로 진보되

었으며, 이 장비를 통하여 취득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심측량 정확도는 장비의 성능 및 S/W에 의한 Calibration의 검증

만 수행되고 있을 뿐, 절대측량성과에 의한 정량적인 정확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확도가 검증된 수위계를 이용하여 취득된 데이터의 수심별 오차를 

규명하고 IHO의 수심 허용오차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정확도 평가 결과, 성과는 

수심이 깊은 지역일수록 오차가 크게 발생하며, 수심이 낮아질수록 오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위계를 이용한 성과검증시 발생된 수심별 오차를 다중빔음향측심기에서 

취득된 성과에 대하여 재보정을 수행함으로 정확도 높은 성과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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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빔음향측심기는 선박의 안전 항해

를 위한 해저의 정확한 수심 및 수중 지

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의 발전과 함께 선박 및 하

역작업의 기계화․고속화됨에 따라 발생하

는 해난사고의 발생의 근원인 해저면 위

험요소 조사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다중빔음향측심기를 이

용한 연구 및 조사 수행 시에는 다중빔음

향측심기에서 취득되는 데이터의 정확도

는 장비 스펙 및 S/W에 의한 Calibration

의 검증만으로 정확도가 제시되고 있을 

뿐, 절대측량성과에 의한 데이터의 정확

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수

심 깊은 지역을 수심측량기 이외의 방법

으로 검증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심이 깊은 

지역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다중

빔음향측심기의 장비 스펙(specification)

상 및 S/W에 의해 정확하게 Calibration 

수행 후 취득된 성과를 정확도가 검증된 

장비인 수위계를 이용하여 수심대별 오차

를 규명하고 수심대별로 재보정하여 다중

빔음향측심기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제고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도 및 바람 등의 자연

현상에 의한 외력의 영향이 미소할 것으

로 추정되는 하천지역 중 임하댐 수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풍수기(豊水期)에 

다중빔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하저측량을 

수행하였다.

다중빔음향측심기는 정확한 성과의 취

득을 위하여 장비의 Calibration, 음속보

정, 수위보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성과를 

작성한다. 이러한 보정 실시 후 취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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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보정 전 취득성과의 비교를 통하

여 취득된 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

여 수심물결침 현상과 수심 층짐현상과 

틀어짐 현상을 제거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위계는 수심의 0.05%의 

정확도를 가지며, 40m에서도 수 ㎝의 오

차를 가진다. 대상지내 5점의 다중음향측

심기를 통한 성과와 수위계의 성과를 비

교한 결과, 수심별 40m, 30m, 20m, 10m, 

5m에서 발생한 수심측량의 오차는 -18㎝, 

-15㎝, -11㎝, -9㎝, -7㎝의 차이를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수심이 

깊은 지역일수록 오차가 크게 발생하며, 

수심이 낮아질수록 오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본 검증에서는 수위계를 설치하면서 국

부적인 오차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나 위의 성과와 같이 수심에 따른 방향

성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수위계를 이용한 성과검증시 발

생된 수심별 오차를 다중빔음향측심기에

서 취득된 성과에 재보정 실시를 통해 새

로운 성과의 취득을 이룰 수 있다.

다중빔음향측심자료는 발생된 오차를 

미보정하더라도 IHO 국제 수로기준의 특

등급에 해당되는 미소한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심측량이 시행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수위계로 획득된 값을 

재보정시 보다 정확한 수심성과 및 하저

지형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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