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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최근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irborne Vehicles)의 기술적 발달로 해상도와 정확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는 지표면의 영상취득뿐만 아니라 저고도로 촬영할 경우 하천 저수심

부의 영상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저고도로 촬영하여 하천지

형정보를 취득하고 수심에 따른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심정확도 분석은 저수심부 지형의 GPS 관측값과 무

인항공기 영상에서 생성한 DSM 값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수심이 50㎝이하에서의 저수심부는 일반측량 작업규정

의 하천공사 설계측량의 수직위치 정확도 ±10cm를 만족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심이 깊지 않은 하

천의 경우 무인항공기 촬영으로 취득한 하천지형자료가 수심측량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핵심용어 : 하천측량, 수심, 무인항공기, 정확도, 수치표면모형

Abstract
Due to the recent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enhancement of image resolution, Unmanned Airborne 
Vehicles(UAVs) have been used for various fields. A low altitude UAV system takes advantage of taking riverbed 
imagery at small rivers as well as land surface imagery on the ground. The bathymetric data are generated from the
low altitude UAV system. The accuracy of the data is analyzed along water depths, comparing GPS observations 
and a DSM generated from UAV images. It is found that the depth accuracy of the geospatial data below 50 cm
depth of water satisfies the regulation(±10cm spatial accuracy) of bathymetric surveying. Therefore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geospatial data generated from UAV images at shallow regions of rivers can be used for bathymetric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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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지형자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등의 

각종 하천종합계획 수립과 대상지역의 환경문제, 무분

별한 개발행위의 제한, 홍수 등의 재난관리, 건설산업

의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Choi et al, 
2014). Jeong(2014)은 하천지형자료를 신속하고 정확

하게 생산, 가공,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지형공간을 기

반으로 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원격탐측방법이 주로 사용되

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천지형자료 취득에 활용되

고 있는 원격탐측방법으로는 수심부의 지형자료 취득

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천측량에 많이 활용

되고 있는 항공레이저측량에서 Shim(2006)은 항공레

이저측량 결과를 수치지형도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하

천자료로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Jang(2010)은 무선조

종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3차원 수치표고모형을 제작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UAV를 이용한 영상탐측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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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2차원 평면 위치 관측뿐만 아니라 3차원 관측으

로 확대했다. Park (2011)은 항공레이저측량을 이용한 

하천지형제작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항공레이저측량으

로 정밀하천 지형제작이 가능하나 수심측량자료는 별도

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제안하였다. Choi et al.(2014)도 

항공라이다측량의 수치표고모형성과와 골조측량 성과

를 비교분석하여 일반적인 육지부에서의 두 자료간 표

고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수심부에서는 항공라이

다측량으로 정확하게 관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

였다. 기존의 원격탐사를 이용한 하천지형자료 성과는 

지표면과 수심부를 나누어 수심부는 음향측심기를 활

용하여 자료를 취득하였다. 하지만 Jeong(2014)은 음

향측심기를 활용한 하천측량 방법으로는 저수심 지역

의 관측을 위한 보트가 하천변에 접근 할 수 있는 한계

(수심 약 30∼50cm)가 있어 측량결과를 3차원으로 표

현할 경우 저수심의 경계부에서 단절부가 발생 할 수밖

에 없다고 하였다.
저고도의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irborne 

Vehicles)로 촬영된 영상은 수심 약 50㎝의 물속까지 

지형의 관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단절부를 해소하기 위해 무

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치표면모형(DSM : Digital 
Surface Model) 성과와 GPS를 이용한 측량성과를 비

교분석하여 국내 소하천의 지형자료 구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였다.

2. 국내 소하천의 특징 및 하천측량

2.1 국내 소하천의 특징

우리나라 소하천은 집수면적이 작고 유로연장이 짧

다. 유역면적이 2㎢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며, 전체 소하천 중에서 82%는 유로연장이 3㎞ 
이하이다(NDMI, 2011).

Moon et al.(2007)은 공주시 유구읍에 분포하는 소

하천을 산지형 소하천, 산지-평지형 소하천, 평지형 소

하천, 농수로형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소하천의 폭과 수

심을 조사한 바 있다. 산지형 소하천의 지형적 특징으

로는 소하천의 하폭이 3∼6m, 평균수심은 0.5m 이하

이고, 산지-평지형의 지형적 특징은 소하천의 하폭이 3
∼10m, 평균수심은 0.5m 이하이고, 평지형 소하천의 

지형적 특징은 하폭이 3∼12m로 평균수심은 0.2m 이
하라고 조사하였다.

2.2 하천측량

하천정비기본계획측량은 1/2,500∼1/5,000을 기준으

로 기준점측량(평면기준점측량, 수직기준점측량), 지형

현황측량(고수부 지형측량, 저수부 수심측량, 하천시설

물현황측량), 하천종단측량(하천유심방향결정), 하천대

횡단측량(하천유심의 직각방형결정), 하천시설물조사

측량, 하천대장 및 부도작성, 하천표석매설 순으로 측

량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설계측량은 1/1,000을 기준으로 기준점 및 수준

측량(X, Y, Z값 산출), 지형현황측량(등고선 생성 및 

수치지형도작성 등), 중심선측량(중심선형 제원 결정 

및 중심선 측설 등), 종·횡단측량(종단면도와 횡단면도 

작성, 횡단폭 및 용지폭 결정 등), 용지경계측량(제방법

선의 결정, 용지도작성 등), 공사량산정(토공수량산정, 
공사표준단면도 결정 등) 순으로 하고 있다. 하천측량

시 정확도는 하천정비시행계획 측량에서 ‘항공사진측

량에 의해 작성된 지형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평면

위치 정확도는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측할 경우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상측

량방법에 의한 지형지물의 평면 및 수직위치 정확도는 

모두 ±10cm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주요업무별 필요한 축척 및 측량의 정확도 분석

은 Table 1과 같다.

Main 
task

Specific 
task Scale

Accuracy (m)
horizontal

(X, Y)
vertical 

(Z)

River 
mainten

ance 
master 
plan 

surveyi
ng

topographic 
surveying

S=1:2500∼
1:5000

±0.5∼
±1.0

below 
±0.10 

profile 
leveling

H=1:1000∼
1:5000

V=1:100
- below 

±0.10

cross 
sectional 
leveling

H=1:500
V=1:100 - below 

±0.10

contents of 
landuse

S=1:600∼
1:1200

±0.12∼
±0.24 -

 River 
mainten

ance 
working 
design 
surveyi

ng

topographic 
surveying S=1:1,000 ±0.20∼

±0.30
below 
±0.10

normal line 
of levee 
surveying

S=1:1,000 ±0.20∼
±0.30

below 
±0.10

profile 
leveling

H=1:1000
V=1:100 - below 

±0.10
cross 

sectional 
leveling

H=1:200
V=1:100 - below 

±0.10

landuse 
boundary 
surveying

S=1:600∼
1:1200

±0.12∼
±0.24 -

bathymetric 
survey S=1:1,000

below ±1.0m
below 

±0.5∼1.0m

below 
±0.10

Table 1. The required map scale and surveying 
accuracy for river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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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olerance of bathymetric surveying

Water depth Tolerance
below 5m
above 5m

 20cm
 20cm + d/1000, [d : depth (cm)]  

 maximum : below 25cm

일반측량 작업규정의 하천공사 시공측량 시 하상정

리공사 측량에서의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Table 2와 

같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저(河底)의 표고값을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무인항공기에 의하여 취득된 DSM과 Network- 
RTK 방식으로 관측한 값을 비교분석하여 무인항공기

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인항공기의 모형(model)은 스

웨덴의 SmartPlanes사의 SmartOne이며 탑재된 장비로

는 디지털카메라, GPS 및 IMU(Inertial Measurement 
Unit)가 있으며, 촬영은 저고도(150m), 저속(40km/h) 
비행을 통하여 해상도 5cm 이내의 정밀영상을 취득하

였다.

UAV, GPS/INS data GCP

AT

DSM

Orthophoto

Result analysis

Figure 1. The flow chart of research  

Category Specification
Model GR

Manufacturer RICOH
Pixel size 4928 × 3264

Focus 18.3mm
Sensor size 4.784 x 4.784 ㎛ 

Ground resolution 0.0548656 m/pix
Average flying height 229.237 m

Table 3. Digital camera specification

3.1 연구대상 지역

연구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금광리~용
혈리)에 있는 내성천 일대에 건설되는 영주댐 상류 수

몰지역 중 다양한 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무인항공기 촬영과 측량은 2015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행하였고, Fig. 2와 같이 수

심이 90cm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다.  

3.2 실험자료 취득

3.2.1 무인항공기 영상취득

무인항공기 영상취득은 1단계로 촬영이 완료되면 현

Figure 2. Study area

Figure 3. The generation of a mosa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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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CP points on UAV ortho-images 

장에서 비행기록을 확인하고 무인항공기 영상을 처리

용으로 개발된 APS(Automatic Photogrammetric 
processing Station)로 신속영상모자이크 작업을 실시

하여 촬영품질을 분석하였다. Fig. 3과 같이 중복 촬영

된 영상에서 영상정합을 통하여 영상모자이크를 생성

하게 된다. 인접한 영상간의 영상정합의 이상여부를 현

장에서 검사하고, 이를 만족하지 않을 시 비행을 다시 

실시하였다. 
2단계로 현장 작업이 완료되면 지상기준점(GCP : 

Ground Control Point)을 활용하여 PhotoScan 소프트

Figure 4. DSM and orthophoto

웨어로 보다 정확한 DSM을 생성한 후에 Fig. 4와 같

이 정밀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3.2.2 지상기준점 측량

지상기준점은 거리가 200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Fig. 6와 같이 가능한 균일하게 94점의 지상기준점을 

선정하였다. 측량방법은 Network- RTK 가상기준점

(VRS : Virtual Reference Station) 방식으로 관측하였

고, 표고는 영주댐 현장기준점 5점을 이용하여 현장보

정(Site 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3.2.3 하저의 표고값 관측

하저의 표고값 관측은 측량용 표척을 Fig. 7과 같이 

여러 하천지점의 수심을 10cm에서 90㎝까지 10cm 간
격으로 구분하였고, 먼저 확인한 후 총 47점을 선점하

여 표척이 세워진 점에 지상기준점 관측과 같은 방법으

로 측량을 하였다. 

Figure 5. Air photo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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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pth 0.1∼0.2m (b) depth 0.8∼0.9m
Figure 7. Water depth observations at various depths

Figure 8. Bathymetric data generated from DSM

4. 하천지형 해석 및 분석

본 연구에서 하저의 47점에 대한 표고값을 Network- 
RTK 방식으로 측량한 값을 기준으로 DSM값과의 표

고오차를 분석한 결과가 평균값 0.158m, RMSE 
±0.233m의 표고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보트가 하천

변에 접근 할 수 있는 한계수심 0.5m까지의 표고값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평균 0.082m, RMSE ±0.101m, 
최대오차 0.210m의 표고오차가 발생하였다.

depth(m)

R
esidual(m

)

Figure 9. The distribution map of RMSE at different 
water depth 

Table 4. River topographic observed data(Unit : m)

NO Water 
depth

Observed 
data(Z)

DSM 
data(Z')

Residual
(Z-Z')

01 0.05 131.137  131.201  -0.064  
02 0.06 151.910 152.013 -0.103 
03 0.09 131.192 131.171 0.021 
04 0.10 131.153 131.148 0.005 
05 0.11 130.964 130.997 -0.033 
06 0.12 131.111 131.100 0.011 
07 0.13 131.096 131.296 -0.200 
08 0.14 131.159 131.175 -0.016 
09 0.16 130.887 130.908 -0.021 
10 0.17 131.055 131.110 -0.055 
11 0.17 130.864 130.884 -0.020 
12 0.18 131.078 131.084 -0.006 
13 0.18 130.987 131.013 -0.026 
14 0.20 131.011 131.148 -0.137 
15 0.20 130.922 131.001 -0.079 
16 0.27 151.708 151.778 -0.070 
17 0.28 131.050 131.037 0.013 
18 0.30 130.747 130.859 -0.112 
19 0.30 130.731 130.809 -0.078 
20 0.33 130.946 130.999 -0.053 
21 0.33 130.715 130.859 -0.144 
22 0.36 149.624 149.758 -0.134 
23 0.37 151.579 151.686 -0.107 
24 0.38 151.584 151.736 -0.152 
25 0.40 151.535 151.626 -0.091 
26 0.41 151.580 151.757 -0.177 
27 0.43 151.517 151.664 -0.147 
28 0.44 130.670 130.727 -0.057 
29 0.46 130.597 130.720 -0.123 
30 0.48 151.455 151.667 -0.212 
31 0.50 130.600 130.674 -0.074 
32 0.52 130.604 130.703 -0.099 
33 0.56 130.499 130.663 -0.164 
34 0.56 130.524 130.656 -0.132 
35 0.58 130.481 130.666 -0.185 
36 0.60 130.478 130.651 -0.173 
37 0.60 130.468 130.671 -0.203 
38 0.60 149.446 149.913 -0.467 
39 0.61 130.450 130.634 -0.184 
40 0.61 149.310 149.579 -0.269 
41 0.65 149.304 149.635 -0.331 
42 0.67 130.378 130.635 -0.257 
43 0.72 130.390 130.671 -0.281 
44 0.77 130.294 130.603 -0.309 
45 0.80 130.278 130.669 -0.391 
46 0.81 149.107 149.542 -0.435 
47 0.92 148.970 149.996 -1.026 

Average 0.158 
RMSE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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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epth RMSE
0~ 20㎝ 0.076
21∼35㎝ 0.089
36∼50㎝ 0.135
51∼65㎝ 0.244
over 65㎝ 0.522

Table 5. The vertical accuracy of DEM at different 
water depth(unit: m)

Table 4에 나타나 것과 같이 빛의 굴절에 영향을 받

아 Network-RTK 관측값보다 영상에서 추출한 DSM
값의 표고값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Fig. 9와 

같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커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저 DSM의 정확도와 수심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

밀하게 분석하고자 Table 5와 같이 세분하고 분석한 

결과 0.35m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값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심이 0.5m 이내인 저수심부의 지형

측량을 직접 관측방법이 아닌 무인항공기 촬영영상으

로 추출된 DSM의 정확도 검증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첫째, 0.5m 미만의 저수심부 하저의 DSM값의 

RMSE가  ±0.101m로서 하천정비와 관련된 지형지물 

및 수심측량의 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무인항공기로 하천지형자료 생성 시 작업범위

가 작고 평균 수심이 깊지 않은 하천에 적용하여 만족

스러운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하였다. 음향측심기 측량

자료와 무인항공기의 지표면 지형측량자료를 통합하여 

저수심의 경계부에서의 단절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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