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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rban stream include the channel and its adjacent banks, or hillslopes and it consists of various

landscape elements. The riparian ecosystem is important to people. Its water is extracted for irrigation

and drinking supplies. Biodiversity and many wetland species are protected here. The riparian

ecosystem is diverse and needs to be preserved well. So,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features of

the urban stream accurately to figure out the change of the riparian ecosystem. However, the traditional

Electronic Distance Measurement(EDM) surveying is difficult to measure the curvilinear features of

the stream - e, g, angle, curve. The beacon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DGPS) can handle

to measure the curvilinear shap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hange of

the river bed in urban stream accurately using realtime beacon DGPS, and ultimately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identifying the change of the river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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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 및 생활의 필수 불가

결한 물질로서 예로부터 하천 주변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도시 하천

은 도시민의 식수원 및 생태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천은 토지, 식물, 동물 및

하천계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생태계로서 물

의 흐름을 조절하고 저장하며 유해물질의 제거

와 수생 및 육상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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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선기와 김동엽, 2000). 따라서 하천은 다른

경관요소에 비해 높은 생물종 다양성과 생산성

을 제공하며(NTIS,1998) 인접한 도시녹지를 연

결해주는 생태통로의 연결을 해주고 있다(강병

선과 이규석, 2001).

그러나, 한국의 도시하천은 1960년대 이후 인

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하천을 복개

하고 직강화하여 하천변을 콘크리트구조물로 정

비함에 따라 육지와 하천간의 생태계 연결고리

가 단절되는 등 자연하천은 점차 인공화되어 하

천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었고 하천 고유의

식생경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에 하천보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훼손된 하천의 자연환경

을 회복하고자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양재천 등

에서 자연형 하천 공사를 시도하였다(노태성,

2002). 이러한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하천의 식물

상을 비롯한 생태계 평가 및 하천 지형 - 특히 하

상 - 의 정확한 형태 파악이 요구된다. 하상계수가

높은 한국의 하천은 홍수를 전후하여 식물상의

많은 변화가 일어날(노태성, 2002) 뿐만 아니라 하

상도 크게 변화하며 이에 따른 탈질작용에 의한

하천의 자연정화작용 및 천변식물상의 변화를 가

져오고 하천 생태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

기 위해서는 하천의 흐름에 따른 하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하천의 천변은 곡선이

므로 각과 선을 측량하는 광파측량을 비롯한 전

통적인 측량방법으로서는 정확한 측량이 어렵

고 효율성이 결여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이

이용되기도 하나(김경남외 2인, 1995) 비용이 많

이 듦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을 이용하여 곡선부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beacon DGPS를 이용하여 도시하천 하상의 정확

한 변화를 측정하여 하천생태계 변화의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고찰

GPS는 원래 미국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미

해군 항법체인 NNSS(Navy Navigation Systems)

의 대체용으로 개발한 항법지원시스템으로 신

호체계의 일부를 민간에 허용하면서 상업화되

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PS 측량은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한 인공위성(GPS위성)

에서부터 발사된 전파를 관측점에서 수신하여

위성에서 관측점까지 전파가 도달하데 걸린 시

간을 계산하여 관측점의 3차원 위치를 구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위치와 시간정보를 요하는 모

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고도의 정밀

성이 요구되는 측지 측량분야에서 GPS 측량은

오차의 보정이 가능하고 정밀하여 체계적인 정

보관리가 가능하므로 측지, 측량망 보정에 효과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http：//forcivil. hihome.

com).

GPS 측량은 위성과 시통만 되면 주위 지형

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나 측량이

가능하고, 가용거리가 매우 넓으며, 측량개시를

위해 필요한 초기 설치 및 설정작업이 줄어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며, 기상이나 시간적 제

약을 적게 받고, 기준점 복원(Stake Out)이 가능

한 측량기법으로서 망실된 기준점이나 도근점

의 복원이 가능하다. 재래식 측량 기법은 측량

요원의 숙련도에 따라 개인 오차가 발생하나,

GPS 측량의 경우 개인차에 의한 오차 발생의

소지가 적고, 신규 인력확보에 도움이 된다.

DGPS(Differential GPS)는 상대오차를 제어하

여 정밀도를 향상시켜 측지용으로 사용되며,

삼각측량의 원리를 사용하여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각 위성에서 발생시키는

부호 신호의 발생 시점과 수신 시점의 시간 차

이를 측정한 다음 빛의 속도를 곱하여 계산한

다(Figure 1). 오차 보정은 서로 다른 2개의

GPS 수신기를 사용하여, 하나는 DGPS 기준국

으로 실시간 보정값을 무선으로 송출하여 오차

를 보정하므로 DGPS 기준국은 사전에 정밀한

측량을 토대로 기지점에 고정 설치되어야 한

다. DGPS 오차 보정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

환하기 때문에 공통된 오차 원인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매우 정밀한 실제 좌표를 얻을 수 있

다(http：//forcivil.hi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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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fferential GPS(DGPS) POSITIONING

(source：http：//www.colorado.edu/geography/gcraft/n

otes/gps/gps_f.html)

최근에 사용되는 beacon DGPS는 수신기가

실시간으로 수신을 받는 즉시, 기준 수신기는

보정값을 계산해서 바로 이동 수신기로 전송을

한다. 우리나라의 상시 DGPS 기지국은 해양수

산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 측정 당시 남한

에 8곳이 있다.

Ⅲ.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

연구단지내의 도시림인 성두산근린공원과 매봉

산근린공원의 사이에 흐르는 탄동천이다. 탄동

천 양안에 위치한 성두산근린공원과 매봉산근

린공원은 면적이 각각 24.1ha, 42.0ha이다(허승

녕외 4인, 2000). 대상지역은 도시림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으며 현지답사 시 중형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성두산과 매봉산

에 서식하는 동물의 식수원으로서 이용되고 있

는 곳으로서 도시생태통로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강병선과 이규석, 2001). Figure 2

는 대상지를 보여주고 있다.

갈수기에도 탄동천은 일정 수량의 유량이 흐

르고 있어 한국 도시 하천에서 흔히 보이는 건

천(乾川)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하상계

Figure 3. 연구대상지

수가 다른 도시하천에 비해 작다고 판단된다.

이는 탄동천의 상류지역이 수림이 양호하게 보

존되어 있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수층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상지인 탄동천에서 beacon DGPS

를 이용하여, 2001년 7월 2일과 2002년 5월 30

일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자

료를 컴퓨터에 입력 좌표변환 후 도면을 제작하

였다. 측정할 때 생기는 noise를 제거하고 도면

을 제작한 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

5,000 수치지도와 비교하였다. GPS 수신기는

Trimble사의 Pathfinder Pro-XR beacon DGPS 수

신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자료는

Trimble사의 Pathfinder Office Ver. 2.8을 이용하

여(http：//www.trimble.com) 자료를 컴퓨터에 입

력 후 좌표 변환하였으며 좌표 변환된 자료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소프트웨어인

ESRI사의 ArcView Ver. 3.2를 통해 측정된 두

날짜의 도면을 중첩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대전지역은 beacon DGPS신호 수신 상

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취득된 자료를 그

대로 사용하였다. 대전지역의 위치를 영상으로

보기위해 IKONOS 고해상도 위성을 사용하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