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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저지형을 대상으로 한 3차원 모델링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해중 구조물에 대한
변위탐지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MBES는 해저지형에 대한 고밀도 수심측량이 가능한 시스
템으로서 3차원 자료 구축이나 변위탐지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MBES 자료에는 장비 옵셋
과 측량과정에 발생한 랜덤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오측심 자료의 보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MBES 시스템의 장비 옵셋 보정 및 기본적인 노이즈 보정 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랜덤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지역에 적용하여 해저지형 모델링
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 해저지형, 변위탐지, 모니터링, MBES, 후처리

Abstract Three dimensional modeling for seafloor topography is essential to monitoring
displacements in underwater structures as well as all sorts of disasters along the shore. MBES
is a system that is capable of high-density water depth measurement for seafloor topography and
is in broad uses for gathering 3D data and detecting displacements. MBES data, however, contain
random errors that take place in the equipment offset and surveying process and require
systematic researches on the correction of wrong depth measurements. Thus this study set out
to propose a post-processing technique to eliminate an array of random errors taking place after
equipment offset correction and basic noise correction in the MBES system and analyze its
applicability to seafloor topography modeling by applying it to the subject area.

Keywords : Seafloor Topography, Detecting Displacements, Monitoring, Post-processing

1. 서 론

성, 각종 해저 객체에 대한 모니터링에 어려운 문제
가 있다[3].

항만 및 연안구조물은 해양방재와 유지관리를 위

해저지형과 해중 구조물을 대상으로 해양방재와

한 주요 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최근에는 연안에서 각종 사고와 재해가 빈번히 발

의 3차원 측량과 측량 자료에 의한 3차원 형상화가

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

반드시 필요하다[1]. 최근 육상 및 연안측량분야에

실을 초래하고 있어 존재하는 위험과 손실을 합리

서는 LiDAR, MBES, GPS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론 개발이 요구

고정밀 측위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12], 이를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해저지형과 각종 해중 구조물은

하여 고밀도 수심측량, 해안 지형의 3차원 변화추이

해저에 위치하여 해저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의 안전

분석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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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육상의 지형(사면 등)과 구조물의 거

2. MBES 시스템과 측량절차

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PS 등의 거동측정 장비
와 무선계측 장비 등의 상시 감시기술을 활용할 수

수심측량은 점 개념의 샘플링 시대에서 면 개념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량이나 댐 등에 거동감시 기

의 측량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수심측량 시

술의 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측지 및 측량

스템은 단일 빔을 이용한 음측기, GPS 등과 소형선

분야에서는 자연 산사면이나 대형 구조물의 유지관

박으로 간단하게 준비되었으나 다중 빔 음측기가

리와 변위감시 등에 GPS, LiDAR와 같은 고정밀·

도입되면서 자이로, 모션센서, 음속관측기, DGPS

고밀도 측정장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

등의 디지털 계측 장비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단위

히, GPS, LiDAR와 관련된 연구는 측량 정밀도 확

장비의 조정과 시각기준의 통합, 실 해역에서의 조

보와 오차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정이 요구되고 있다.

필요하며, 그 풍부한 활용범위와 확장성으로 인해
많은 영역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6].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기존의 단빔 음향측심기와
달리 탐사선 진행방향의 수직으로 해저면을 주사하

연안이나 해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에

여 한 번의 송수신으로 다중의 빔 자료(수심 등)를

서 김주연(2008)은 MBES를 이용한 측심 시 발생하

취득하는 장비이다.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기

는 오측심 자료를 기존의 후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위한 시스템은 복수개의 소나 트랜스 듀서 배열로

처리하여 지형의 유형별 오측심 현황을 분석하였으

구성되어 있다. 각 소나 배열의 위상차를 조절하여,

며, 박형근(2008) 등은 MBES 측량을 이용하여 방

지향 각을 가지는 빔을 생성할 수 있다. 통상적으

파제의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물량을 정량적으로 산

로, 음파를 발사할 때는 현 방향으로 넓고, 선수 방

정하였다[8,11]. 김동문(2008) 등은 MBES 측량에

향으로는 빔 폭이 좁은 부채꼴 모양의 빔을 생성하

의한 케이슨의 벽체 기울기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여 발사하고, 수신할 때에는 그와 직교되는 방향으

수중 구조물의 거동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제

로 여러 개의 빔을 수신하여, 두 빔의 직교되는 시

시하였다[6].

점을 관측하여 경사거리를 측정하게 된다[10]. 소나

LiDAR와 MBES 등의 첨단 고밀도 측량장비는

헤드의 송신기에서 발사된 음파의 전달 경로를 직

기존 연구사례에서와 같이 해양 및 육상 분야에서

선으로 가정하면 음파가 수중에서 사각으로 진행하

3차원 데이터 구축과 지형 및 지물의 변화탐지나

여 측정된 빔의 위치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소나 헤

유지관리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 그러나

드의 직하방향 축으로부터 특정 빔의 빔 각도(r)와

기존 연구들은 자료의 취득과 활용분야에 집중되어

중앙부에서 해저면까지 경사거리(Si)로 표현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원자료를 각 분야에 적용 시 발생

있으며, 경사거리는 음향신호의 왕복전달 시간과 고

되는 오차(원자료의 변형에 따른)의 조정과 정확도

정 음속도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에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MBES 자료는 해저를 대상으로 취득한 자료이므로
측량 시스템과 취득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적
절한 처리기법이 필요하다[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측량 특성상 접근과 현황
파악이 어려운 해저공간을 대상으로 취득한 MBES
측심자료를 이용하여 해저공간의 3차원 모델링에
사용할 측심자료의 오류제거를 위한 후처리 기법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고밀도 측량장비인 MBES
시스템으로 취득한 측심자료를 수집하여 해저공간

그림 1. 빔 지향각과 경사거리 소나벡터

의 3차원 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기존 오측심 자료
후처리 기법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1에서 소나 헤드를 기준으로 한 빔의 위치는
식 1에서와 같이 소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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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시 얻어 지는 측심자료의 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1)

미치게 되므로 선박의 운동 모멘트가 가장 적은 조
사선박 우측의 마운트 하단부에 소나 헤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여기서 V는 음속도(1500m/sec)이고 T는 도달시
간, n은 경로수를 의미한다.

Pitch, Roll, Yaw의 값을 0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인
위적으로 장착된 소나 헤드의 3성분은 미지의 오차

멀티빔 음향측심기로 해저면을 탐사하는 경우 수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값의 보정을 위

심의 변화에 따라 주사폭이 변화하며 각 빔의 수평

해 패치 테스트용 측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정 값

해상도는 수심과 더불어 빔 폭에 의하여 동적으로

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모션 센서의 보정이 필요하

변화한다. 멀티빔 음향 측심기는 해저면을 전역탐사

다. 측량 중에 조사선박의 움직임(Roll, Pitch,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된 음향 탐사를 통하

Heave)을 자동 검출하여 조사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여 이웃한 핑 사이에 발생하는 전방중첩영역과 이

멀티빔의 지향각 변화를 보정하게 된다. 자이로 컴

웃 측선을 따라 겹쳐지는 측방중첩영역의 자료들을

퍼스는 조사선박의 방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

이용하여 멀티 빔 자료들의 전반적인 정확도 및 신

로 센서의 방향각 보정은 필수적이다.

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밀측심을 위해 정확한 측위시스템이
필요하므로 RTK GPS 측위방식에 의한 실시간 측
위체계를 준비한다. GPS 기지국은 위성관측시 주
변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선모뎀의 허용
범위 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기지국에서는 측위
위성의 예보궤도 오차 및 우주공간의 전리층을 통
과할 때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측위의 오차를 실시
간으로 계산하여 조사선에 설치된 GPS 이동국에
임의 간격으로 전송 및 수신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얻어진 조사자료는 수중 음속보정과 조
사선박의 방위값을 기초로 하여 수치 자료로 저장
하고, MBES 장착 당시의 3성분인 지향각 값을 패
치 테스트용 측심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7].

그림 2. MBES 조사 흐름도

3. 오자료와 후처리
MBES 시스템은 앞에서와 같은 측위원리를 바탕
으로 그림 2의 조사 흐름도에 따라 측량을 진행한

MBES로 취득한 자료는 측심 시 시각지연이나

다. MBES 측량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분석을 통

선박의 거동(Roll, Pitch, Heading Heave) 관측, 음

해 조사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구

속도 관측과 같은 기기의 오정렬과 오작동에 의한

역을 설정한다. 해당 조사구역에 필요한 측선을 결

오류와 선박의 프로펠러, 엔진의 잡음, 어류의 움직

정하고, 조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된 시간내에

임, 해수면 등에 의한 다중반사에 의해 빔이 해저면

동일한 해상조건 및 조위조건에서 조사가 가능하도

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수신기로 탐지되어 발생되는

록 측선의 간격과 선속을 유도한다.

오류에 의해 오측심 자료가 생성된다.

MBES 시스템은 시스템별 조정 작업을 거친 후

오측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

조사에 투입하게 된다. 즉 소나 헤드, 모션 센서, 자

위 및 음속보정 등을 통한 수심자료 처리, 최 외곽

이로 컴퍼스 등의 측위장비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

빔자료 처리(최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측심성과의

여 탐사에 대한 정확도를 확보한다. 실지 조사 구역

정확도는 선박의 운동, 음파 전달경로상의 반사 및

에서 측량을 실시할 때 장착 당시 멀티빔 소나 헤

굴절, 음파 감쇄 등의 영향으로 중심부의 측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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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측심 유형 및 제거 방법
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수심 노이즈의 제거(멀티

따라서, 그림 3에서와 같이 원자료의 가공 및 포

빔의 음파 발생시에 다양한 종류의 잡음이 발생하

맷변환 등, 후처리 시 지형의 변화에 따른 측심자료

므로 수신시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수직측심

의 오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후처리 방

으로부터 좌우 45도 부근의 음파발생 자료는 선박

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즉 MBES로

의 롤(Roll)에 따라 그 잡음의 발생정도가 크게 나

취득한 측심자료를 TIN모델을 이용하여 구축 시

타남) 등을 시행한다. 이러한 오측심 자료 중 기기

원자료의 손실과 변형 없이 구축할 수 있는 기법의

에 의한 오류는 관측장비의 운영방식과 정확한 오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기법의 문제점을

프셋설정 등에 의해 상당부분 제거가 가능하다. 오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하고자

측심 자료를 후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핑별

한다.

오측자료 제거방법, Swath 필터링 방법, CUBE 필
터링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오측심 자료가 제거된 3차원 수심자료는 해저지

오측심 자료와 TIN과 같은 지형모델링 기법에
적용 시 오류가 발생하는 직하방 경사값을 가지는
자료(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지형은 침식된 석회암

형이나 해저공간에서의 다양한 객체 모델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GIS 분야에서 널리 이
용되는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이
용하게 된다. TIN(불규칙한 점의 삼각망으로 지표
면을 표현하는 기법)은 평탄지보다 복잡한 지형에
서 보다 많은 점을 추출하는 간단하면서도 경제적
인 모델이며, TIN을 이용하여 측심자료를 불규칙
삼각망으로 구성하여 해저 지형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측심자료를 TIN을 이용하
여 구축하게 되면 지형의 특성에 의한 오류 즉, 등
경사 지형이 아닌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나
인공구조물에서의 오류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8].

그림 4. 오측심 자료 제거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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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나 빙하지대를 제외하고 오류로 판단)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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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감소와 변형을 가져오고, 대상 객체의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심 자료의 공간적 군집패턴

상세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적의

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간패턴 분석을 통해 통계적

포인트 간격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

유의성을 가진 클러스터 및 자료 분포의 특성을 탐

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해양 측심환경과 측심

색하기 위해 모든 측심자료를 대상으로 각 점과 최

장비로 취득한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근린(Nearest Neighbor) 점 간의 평균거리를 계산

가정하고, 95% 신뢰수준의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통

한다. 즉 자료 내 모든 점 간 거리를 식 2에서와 같

계치를 자료 간의 평균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계산한다.

이 값을 커널파일의 격자크기로 적용하여 다음 단









   ,  




   



계의 통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그림 5에서와 같이 자료의 오측심 여부를






   ×   

(2)

여기서  는 각 점과 최근린 점 사이의 거리, 
은 자료의 수,  는 점 자료간 평균거리를 계산하
는 식,  는 표준편차에 대한 일반식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계산된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측
심자료의 95%에 해당하는  를 계산한다. 계산된
 는 다음단계에서 통계계산을 위한 커널(kernel)

파일의 격자크기로 사용된다. 커널 파일을 작성하기

분석하여 오측심 자료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전 단
계에서 작성된 커널 파일과 측심자료를 이용하여
3×3 focal 통계를 실시한다. focal 통계 도구는 3×3
격자에 해당하는 9개 입력 값에 대한 통계치를 중
앙 셀에 할당하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focal
통계에 의해 격자의 중앙 셀에 대한 측심자료의 표
준편차(식 3)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측심자
료의 일정한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며 대상 자료의
패턴 부합성분석도 가능하다.

위해서는 분석용 격자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
러나 커널 파일을 위해 필요한 격자의 크기는 단순



   

 





적으로 측심 데이터의 점 자료 사이의 간격이 균등

,


     ±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공백 등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은 자료의 수,  는 각 격자에 할당된

그러므로 격자의 크기는 점 자료 간격의 평균값보

값,  는 3×3 격자 내 자료의 평균값,  는 각 격

다는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권장 크기는

자에 적용할 경중률이며 해저지형의 경사특성에 따

점 자료 간격의 수 배 정도이나 너무 큰 값은 데이

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이다.

하게 점 자료 사이의 평균 간격 값은 아니다. 일반

그림 5. 오측심 자료의 선택 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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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으로 산출된  를 이용하여 3×3 격자

하여 검증한 결과, 5점의 RMSE는 평균 0.002m의

중앙 셀의 값을 평가하며, 그 결과  의 범위를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어 보간법의 유용성이 검증되

벗어나는 자료(  )는 오측심 자료로 판단되어 제거

었다.

한다. 즉 3×3 격자 내 자료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을
오측심 자료로 판단하게 된다.

4. 연구자료와 적용

다음 단계는 오측심 자료를 보정하는 단계이다.
전 단계에서 오측심 자료가 삭제되면 공백(NoData)

연구지역은 표 1과 같은 한국측지계(Old Bessel)

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공백 부분은 보간을 통해

상의 위치(그림 6)에 해당하며, 측심자료 취득에 사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식 4와

용된 장비는 MBES와 GPS, 자료 제어 및 기록장치

같은 Spline 보간법을 적용하고 공백 부분을 보정하

등이다. 측심자료는 장비에 대한 보정과 최 외곽빔

였다.

자료, 수심 노이즈 등을 제거한 것이다.


    

표 1. 연구지역과 MBES 시스템 현황

   ,







연구지역

         ,
  











        ln 

 

    ln      
  


(4)





여기서, 은 자료의 수,  는 계수,  는 자료
 에서 번째 자료 사이의 거리,  와

 

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다[5].
Spline 보간법은 지형과 같이 연속적인 표면을
매끄럽게 묘사할 수 있으며, 육상의 경우 산등성이

North
156,580m
-Right
East
261,750m
-Right
North
-Left
East
-Left

MBES 시스템
모델
분해능

5 cm

전송빔폭

수평 90°/수직 1.5°

수신빔폭

수평 1.5°/ 수직 15°

빔수

60

157,200m
기타구성

262,500m

Seabat 9001

-Motion sensor
-Gyro compass
-GPS
-자료 제어/기록장치

와 계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보간법으로 기존의
선형보간법보다 작은 오차를 내며, 원 자료의 변형
없이 지형의 연속성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Spline
보간법을 사용하면 자료의 보정 후에 DEM 모델링
시 발생하는 공백(NoData)을 줄이기 위해 격자의
크기를 확대함으로 자료의 세밀도를 저해하는 위험
이 줄어들게 된다. 보간법은 그림 6에서와 같은 임
의지역의 지상라이다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6. 보간자료의 검증결과

그림 7. 연구지역과 자료

자료의 A단면에서 5지점을 선정하여 점 자료 제

오측심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제안한 기법을 사

거 후에 보간한 결과와 제거하지 않은 자료를 비교

용하여 측심 자료의 평균거리(식 2)를 계산하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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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파일을 작성하였다. 측심자료의 평균거리는
0.45m로

나타났으며,

커널

파일의

격자크기는

0.45m의 정수형인 50cm×50cm을 적용하였다. 오측
심 분석을 통해 focal 통계를 실행하여 오측심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을 작성하였다(그림 7).

그림 9. 표준편차의 빈도 현황

그림 8.   작성도
 자료에 대한 통계계산 결과 측심자료의 평

균 표준편차는 0.079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통계치
는 표 2,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그림 10.   분석도
표 2.  의 통계 개요
StDev

셀의 개수

비율(%)

0.01-0.15

53,615

90.71

0.15 이상

5,490

9.28

0.20 이상

2,231

3.78

0.30 이상

154

0.26

0.40 이상

31

0.05

0.60 이상

19

0.03

총계

59,105

100

X

Z

X
Z

 와 식 3을 이용하여 오측심 자료로 분석된

X

 는 그림 10과 같다. 분석 결과 측심자료 77,145개

중에서 오측심 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204개로 나타
났다.

Z

그림 11. 주요 오측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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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측심 자료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근린 측심 클
러스터에 비해 수심의 변화폭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 그림 11의 A, B, C 클러스터는 오측심 자
료의 95%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오류 유형에 해당
한다. 표 3은 A, B, C 클러스터에 대한 각 자료의
통계치로서 근린 클러스터 자료와 측심평균 간 차
이는 최소 0.67에서 최대 1.58까지로 나타났다.

A

A

19.40
19.20
19.00
18.80

보정전(A)

18.60

보정후(A)

18.40
18.20
18.00
17.80

수심

1

2

3

4

5

6

7

8

9

X축

18.50

표 3. 주요 오측심 자료의 통계
위치

19.60

B

18.00

B

C

17.50
17.00

측심평균(a)

19.43m

16.48m

18.61m

표준편차(c)

0.04

0.27

0.12

보정전(B)

16.50

보정후(B)

16.00

근린클러스터
측심평균(b)

18.55m

18.06m

17.94m

15.50

근린클러스터
표준편차(d)

0.06

0.15

0.04

수심

|a-b|

0.89m

1.58m

0.67m

19.00

|c-d|

0.02

0.07

0.08

15.00
1

2

3

4

5

6

7

8

9

X축

C

18.80
18.60
18.40

분석된 오측심 자료는 식 3을 통해 선택 및 제거
후 식 4의 Spline 보간법을 이용하여 공간보간을 실
시하였다(그림 12).

18.20

보정전(C)

18.00

보정후(C)

17.80
17.60
17.40

수심

1

2

3

4

5

6

7

8

9

X축

그림 13. Spline 보정전･후의 횡단면 비교
측심자료의 최근린 거리계산에 의해 자료간 평균
거리는 0.45m로 나타났으며, 오측심 여부의 기준으
로 제시한  를 분석하여 구축한 측심자료의 표준
편차는 0.079이었다.

그림 12. Spline에 의한 보정 결과
Spline 보간 후 클러스트 A, B, C에서의 횡단면
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변화되었으며, 원자료의 변
형없이 공간 보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간 후의
자료는 GIS 표면모델인 TIN으로 구축한 후에 래스
터 모델인 DEM으로 구축하였다(그림 14).

그림 14. 해저지형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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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기준으로 오측심으로 분류된 자료는 204

개로 전체의 0.26%로 근소하게 나타났으나 전체지
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해저지형 면에 대한 과

ing vertices in a Delaunay triangulation,” THE
HYDROGRAPHIC JOURNAL, Vol.101
[ 2 ] B.M. Costa, T.A. Battista, S.J. Pittman, 2009,

대(B 클러스터) 및 과소(A, C 클러스터) 모델링으

“Comparative evaluation of airborne LiDAR and

로 전반적인 모델링 품질에 악 영향을 미쳐 전반적

ship-based multibeam SoNAR bathymetry and

인 모델링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intensity for mapping coral reef ecosystems,”

Spline 보간법은 이러한 과대 및 과소 오차에 대한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vol.113, pp.

보간법으로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082-1100.

기존의 일반적인 MBES자료 처리과정에서의 오

[ 3 ] D.M. Kim, 2003, “External Behavior Analysis of

측심자료 제거기법들은 일부 랜덤과대오차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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