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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untainous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and debris flow are difficult to forecast. Debris flow in particular often flows along 
the valley until it reaches the road or residential area, causing casualties and huge damage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selected 
Seoraksan National Park area located at Inje County (Inje-gun), Gangwon Province-where many mountainous disasters occur due to 
localized torrential downpours-for the damage reduction and cause analysis of the area experiencing frequent mountainous disasters 
every year. Then, the researchers conducted the field study and constructed geospatial information data by GIS metho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ster-occurring area. Also, to extract more precise geographic parameters, the researchers scanned debris flow 
triggering area through terrestrial LiDAR and constructed 3D geographical data. LiDAR geographical data was then compared with the 
existing numerical map to evaluate its precision and made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geographic data before and after the disaster 
occurrence. In the future, it will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risk analysis of mountainous disaster or disaster reduction measures through 
a fine-grid topographic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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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국지성 집

중호우 및 태풍 등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여 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토

석류의 경우 산지사면이나 계곡 등에서 진흙과 돌덩어

리 등을 포함하는 토석 그 자체 또는 토석과 물의 일체

가 유체의 상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을 나타내는 현상으

로 발생시점과 발생위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하류

부의 도로나 주택지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강원

도의 경우 전 면적의 81%가 산지로 이루어져 사면이 

대부분 급경사지를 이룬 곳이 많아 해마다 많은 산지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

풍매미, 그리고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토석류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재해 분석에 있어 

현장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GIS 및 LiDAR를 활용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산악지역은 

불규칙한 자연지형으로 인하여 수치지도 등고선의 정

확도가 실제 위치와 상당한 오차를 가지고 있어1) 산지

재해 위험성 분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지상 LiDAR와 GPS장비를 도입하여 현지조사

를 좀 더 정밀하게 수행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분석2), 
지상 LiDAR를 이용한 토석류 발생량 산정에 관한 연

구3), 항공 LiDAR와 수치지도를 이용한 산사태 취약성 

비교 분석4), 지상 LiDAR자료를 이용한 토석류 침식/퇴
적 해석5), GIS를 이용하여 확률론적 기법인 Weight of 
Evidence 모델을 적용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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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flowchart.

성 분석 및 산지재해 예측도 작성6)등의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의 경우 산사태를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상의 지도는 임상, 경급, 사
면경사, 사면방위, 사면길이, 사면곡률, 모암, 토심, 지
형습윤지수로 산사태 발생인자 중 영향이 큰 9개 인자

를 선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산사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시스템 이용 상의 한계를 지

니고 있다고 하였다7). 또한 지상 라이다 레이저는 지형

을 3D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이를 이용하여 

훼손유형별 계류토사유출량분석, 우기전후의 피해지의 

정밀 지형측량, 연차별 정략적 지형 변화와 산사태 모

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다8).
본 연구는 산지재해 피해 저감과 원인분석을 위하여 

산지재해 발생지역의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기존 재해발생지를 대

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지재해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정밀한 지형 자료를 구

축하기 위하여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지역을 

스캔하고 3D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지형자료 구축 방

법은 Fig. 1과 같으며, 구축된 3D 지형자료는 기존 수치지

도와 비교하여 지상 LiDAR 자료의 정밀도를 평가하고 

재해발생 전·후의 지형을 비교 하였다.

2. 현장조사 및 연구지역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그에 따른 호우에 의해 강

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토석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인제군의 피해는 고산지대인 한계천, 

덕산천, 가리산천, 귀둔천 유역에 최대시강우량 114 
mm(한계령), 3시간 지속강우량 241 mm(한계령)의 집

중호우로 인해 발생하였다. 인제군의 급한 유역경사와 

하천경사가 피해를 가중시켰다. 한계천은 유역면적 

56.0 km2 유로연장 16.5 km의 지방 2급 하천으로 행정

구역으로는 북면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인제읍, 
동쪽으로는 양양군과 접하고 있으며, 한계천의 발원지

는 한계령으로 유역형상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좁은 형상이고, 설악산, 점봉산 등 1000 m 고봉으로 둘

러쌓여 있어 유역 경사가 30.9%로 매우 급하고, 유역

면적의 대부분이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피해

는 주로 설악산 국립공원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국

도 44호선을 따라 붕괴가 집중되었으며, 피해 양상은 

수많은 계곡부를 따라 퇴적된 토석류 및 주변의 유송

잡물이 한계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하천을 범람

하여 많은 가옥 및 전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현재 

많은 지역이 개선 및 복구가 완료 되었으며, 설악산 국

립공원에 속해있는 한계천유역의 일부는 현재 자연 상

태 그대로 토석류 발생 이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Fig. 2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의 재해 피해지점을 조

Fig. 2. Field monitoring local disaster, Seoraksan National 
Park.

Fig. 3. Study area (Seoraksan National Park near jangsu 
5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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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 of location ((a) occurrence, (b) flow, (c) 
sedimentation) in study area.

Fig. 5. Erosion and sediment section investigation.

사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산지재해 발생이력을 토대로 

연구대상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일대의 설악산국립공

원 내 장수 5교 상류부로 Fig. 3과 같이 선정하였다.
피해지역 항공사진을 토대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다. Fig. 4는 LiDAR 스캔 지점으로 토석류가 발생

한 발생부에서 퇴적부까지의 유하거리는 약 1.5 km정

도 였으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지상 LiDAR를 이용

하여 퇴적부에서부터 발생부까지 지상 LiDAR스캔 작

업을 실시하였다. 산지재해 발생부는 경사가 가파르며 

입자가 큰 바위들이 주로 보였고 유하부 역시 경사가 

가파르며 입자의 크기가 크고 작은 토석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재해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약 1.5 km
의 지점은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장수대-대승폭포구

간과 인접하고 있어 탐방객들에 대한 위험성도 감지되

었다. 퇴적부 부근에는 사방구조물인 링네트가 설치되

어 있었으며 과거의 토석류 피해로 인하여 토석으로 

가득찬 상태였다. 현장조사 결과 주로 계곡을 따라 토

석류의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Fig. 5와 같이 유하부에서

는 토석류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계곡의 양쪽이 약 2 m
가 넘는 침식이 일어났다. 퇴적부의 경우 기존에 설치

되어 있던 링네트에 의해 하천까지 내려오는 토석의 

많은 양이 저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지상 LiDAR 측량

산지재해 발생지역의 지형자료를 재해발생 이전의 

지형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지상 LiDAR를 이용하

여 3D 스캔을 실시하였다. 

3.1 LiDAR 좌표 및 데이터 취득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지형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먼저 좌표값을 취득하여야 하며 좌표시스템은 사용자

가 상대좌표시스템(SOCS; Scanner's own coordinate 
system / PRCS; Project coordinate system)과 절대좌표 

시스템(GLCS; Global coordinate system)중 작업 할 좌

표 시스템을 먼저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절대좌

표 시스템은 광파기, 토탈 스테이션, GP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RIEGL 후처리 프로그램인 RiSCANPRO를 이용하여 

절대좌표를 각 스캔 포지션에 입력을 하여 상대좌표인 

스캔 데이터를 절대좌표로 변환시켜준다. 모든 스캔 

포지션을 절대좌표로 변환시켜준 후 포지션을 병합시

켜준다. 병합된 모든 측정 포인트를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원시 포인트를 샘플링(Sampling), 필터링(Filtering)
를 한다. 이후 등고선 추출, 벡터 드로잉, 편차 분석, 
거리/각도 측정, 레벨 변환, 볼륨, 면적계산,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데이터 최적화, 고해상도 화면 이미지 생

성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CAD 및 GIS 관련 프

로그램과 연동하여 요구되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해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작업을 수행한다. 

3.2 LiDAR 측정원리

지상 LiDAR의 측정 원리는 레이저를 이용한 지형·
지물의 측정은 측정 대상에 레이저를 쏘아 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광을 광센서(light-detecting 
sensor)를 이용하여 감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

며 장치는 송신부(transmitter), 수신부(receiver), 처리부

(processor)로 구성된다. 
Time-of-Flight(TOF) 또는 Ranging으로 불리는 레이

저스캔방법은 레이저 빔을 보내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서 나온 빛이 대상의 표면에 부딪혀 일부는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나머지는 수신부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돌아온 빛의 왕복시간과 각도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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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of Flight(TOF) laser scanning system.

Fig. 7. Transmitted and received signals. 

방법으로 Fig. 6과 같다. 
Fig. 7은 송신과 수신사이의 경과시간 는   의 

식으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 여기서 은 송신된 수파

수가 에서 로 변할 때의 시간이며, 는 수신된 주

파수가 에서 로 변할 때의 시간이다. 따라서 경과

된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하면 왕복거리가 산출되며, 
측정대상물까지의 거리는 다음 식(1)과 같다.



×  (1)

3.3 스캐너 구성

현장측량에 사용된 장비는 RIEGL사의 LMS-Z210ii
로 반사율 80%기준에서 최대 측정거리 650 m, 수직 

0°~80°, 수평 0°~360° 범위로 15 mm의 오차수준으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GPS를 장착하면 

측정 포인트의 RGB값 및 절대좌표를 획득할 수 있다. 
GPS는 HUACE사의 X90 2주파 RTK(Real Time 
Kinematic) 장비로 국토지리원에서 구축한 VRS(Virtual 
Reference System) RTK시스템을 이용하면 수평방향 

±10 mm+1 ppm, 수직방향 ±20 mm+1 ppm의 정확도로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3.4 LiDAR 측정자료 분석

LiDAR지형 자료의 정밀도 및 재해발생 이전의 지형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 발생이전의 

지형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해발생 전의 정밀지

(a) Before filtering 

(b) After filtering

Fig. 8. Filtering sediment section scanning data after before 
and after.

형자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00 수
치지도를 이용하여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

성하고 재해 발생 이전의 지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지
상 LiDAR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와 비교하고 지형 

변화를 비교하였다. 
지상 LiDAR 장비를 이용하여 스캐닝한 포인트들은 

지형을 나타내는 점들 이외에도 나무, 바위, 가옥 등 

각종 지형지물 등 다양한 점들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
러한 점들은 지형자료에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제거하여야 실제 지형에 해당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Fig. 8의 (a)는 지형지물을 필터

링하기 전의 퇴적부 스캔지점 자료이며 Fig. 8의 (b)는 

필터링 후의 퇴적부 스캔지점 지형자료이다. 필터링 

작업을 마친 지형자료는 Fig. 9와 같이 점 포인트의 형

태로 추출되며, 이 포인트들은 정밀 DEM을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필터링 된 포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Fig. 10의 (a)

와 같이 TIN(Triangle Irregular Network)을 생성하였으

며 TIN 보간법은 DEM을 제작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서 추출된 표고점들에 대한 XYZ 정보를 이용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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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fter filtering point data.

 

(a) Digital map TIN and LiDAR TIN 

 

(b) Digital map DEM and LiDAR DEM 

Fig. 10. TIN and DEM construction of topographic data.

규칙 삼각망구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9). TIN생성 

후 Fig. 10의 (b)와 같이 격자해상도를 결정한 다음 

DEM생성 하였다. 
라이다 스캐닝에 의한 지형변화에 대한 효용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LiDAR DEM과 기존 수치지도 DEM을 

Fig. 11. LiDAR data and the digital map comparison of section.

Fig. 12. Comparison of longitudinal-section.

Fig. 13. Comparison of cross-section. 

Fig. 11의 ①의 종단면도와 ②의 횡단면도를 비교하였

다. ①의 종단면도는 LiDAR 스캔지점의 계곡선을 따

라 라인을 그리고 단면의 표고 값을 비교하였으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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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수치지도의 단면과 스캔지도의 

단면 지형을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구간에서 고도가 

약 50 m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은 재해로 인해 계곡

선을 따라 많은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기

존의 수치지도가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의 횡단면도는 토석류의 유하지점으로 Fig. 13과 같고, 
수치지도와 스캔자료의 지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계곡 중앙은 많은 침식이 발생하였고, 주변부는 많

은 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형태는 현장모니터

링에서 확인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1: 
5000 수치지도의 경우 특히, 산지의 경우는 표고점의 

부족과 산림이나 계곡 등의 미반영으로 인해 많은 오

차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퇴적량이나 침식량 산정이 

어려웠으나 주요 산지재해 피해지역에 3D 스캔작업을 

통해 획득한 LiDAR스캔 지형자료를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수치지도의 구축 및 수정/갱신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산지재해의 위험성 평가에 있어 피해예상지역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형자료의 정확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존 수치지도 등고선의 정확도가 실

제 위치와 상당한 오차와 나무나 바위 등의 높이에 대

한 정확한 보정이 없어 산지 지형자료구축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산사태나 토석류 위험성 분

석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실

제 산지재해 발생 지점을 대상으로 지상 LiDAR 측량

을 실시하였으며 스캔 데이터는 수목이나 바위등을 필

터링 한 후 점 포인트의 형태로 추출하고 TIN생성이후 

정밀 DEM을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존 수

치지형도와 비교하기 위해 구축된 3D 지형자료와 

1:5000 수치지도에 계곡선을 따라 종단면도와 횡단면

도를 작성하였으며 종단면도를 비교한 결과 발생부에

서 퇴적부까지의 높이 차가 약 50 m차이의 오차를 보

였으며 이것은 계곡을 따라 많은 침식이 발생한 것과 

수치지도의 등고선이 실제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횡단면도 비교의 경우 현장모니터링 

확인결과와 같이 계곡을 따라 중앙은 침식이 계곡주변

은 퇴적이 발생하였다.
LiDAR 스캔자료의 DEM자료는 보다 정확한 능선이

나 계곡선 추적과 함께 저수량 산정 등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또한 지상 LiDAR 지형 자료를 이용하

여 산지재해지도작성이나 토석류 발생량 산정, 토석류 

피해예상지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출저감 시설의 

위치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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