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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digital elevation models(DEM) of tidal flat, according to different times, was
produced by means of the Drone and commercial software in order to measure seawater change during
high tide at water-channel in the Hampyung Bay. To correct the produced DEMs of the tidal flat where
is inaccessible to collect control points, the DEM matching method was applied by using the reference
DEM, that is previously obtained, instead of the survey. After the ortho-image was made from the corrected
DEM, the land cover classified image was produced. The changes of seawater amount according to the
tim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classified images and DEM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water rapidly increased as the time passed during high tide.
Key Words : Tidal Flat, Drone, DEM matching, Changes of seawater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함평만에서 만조 시 갯골 해수 변화량 파악을 위해 드론과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갯벌 DEM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접근이 곤란한 갯벌에서 기준점 측량 대신 과거 구축한

기준 DEM으로 DEM 매칭방법을 적용하여 제작 DEM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시간대별 DEM으로부터 정사

영상을 제작한 후, 토지피복 분류영상을 제작하였다. 시간대별 토지피복분류영상과 DEM을 이용하여 만조

시간대에 따른 해수 변화량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만조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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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갯벌은 과거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적은 불길하고 금지된 곳으로 인식되어, 개척과 간척의

주요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습지

는 보존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인식되기

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갯벌의 환경적 가치가 주목받으

면서 수산물 채취활동과 각종 해양 레크레이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갯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MPSS(2016)가 발표한 최근(2013년

~201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갯벌에서의 사고 발생건

수와 사망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전한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은 접근금지 이 외에 구체적인 방안

을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나 관

련기관에서는 갯벌 안전사고를 대비해 갯벌에 대한 정

보를 보다 세밀히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만조 시 갯

골의 해수 변화량과 변화속도 파악, 정보수집, 장기적으

로는 갯벌의 공간적 환경적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갯벌 분석 관련연구로는

Ahn et al.(1985)이 Landsat MSS 자료를 이용하여 조수간

만차가 가장 큰 우리나라 인천만을 대상으로 만조와 간

조 차에 의한 수역패턴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악하였

다. Park et al.(2003)은 Landsat-5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갯

벌의 경계선을 추출하였으며, 조위 자료를 고도 값으로

사용하여 갯벌의 DEM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갯벌의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시계열 분석을 통

한 갯벌의 면적 감소를 탐지하였다. Di et al.(2003)은

IKONOS 스테레오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해

안선의 공간적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 결과로 향후 해

안선 매핑에 있어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항공사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Lee and Lee(2005)

은 다중시기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하여 새만금 간석

지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시기 토지

피복도를 제작하였다. Ahn et al.(2011)이 항공사진으로

부터 순천만 갯벌의 퇴적 및 침식 변화를 탐지하는데 기

초자료가 될 수 있는 DEM을 제작하였고, 상용 SW로

제작한 DEM보다 해상도와 최대편차가 향상된 결과를

얻어 냈다. Lee et al.(2011)은 과거 1994년과 2004년에 촬

영된 순천만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DEM을 제작한 후,

두 DEM의 비교를 통해, 갯벌의 높이와 체적변화를 제

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갯벌 DEM

을 구축한 사례는 드물며, 구축한 DEM의 정확도 향상

을 위한 기준점 측량외의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Park

et al., 2016). 그리고 남서해안 갯벌은 펄 함량이 다른 지

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측량장비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고 기준점 측량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만조 시 갯골 해수 변화량 파악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시간대별 함평만 갯벌 DEM을 구축하고, 기

준점 측량 대신 과거 구축한 기준 DEM으로 DEM 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 DEM을 절대좌표로 보정하였다.

보정된 시간대별 DEM으로부터 정사영상을 제작한 후,

토지피복 분류영상을 제작하였다. 시간대별 토지피복

분류영상과 DEM을 이용하여 동일 지점의 다각형을 설

정한 후, 만조시간대에 따른 해수 변화량을 파악하였다.

2. 갯벌DEM 제작과보정그리고갯벌해수

변화량 파악방법

갯벌해수 변화량 파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드론영

상으로부터 시간대별 DEM과 정사영상을 제작하여야

한다. 물론 과거 확보한 기준 DEM 만으로 시간대별 정

사영상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해수 변화량 파악을 시도

할 수 있으나 만조시간에 따라 물의 흐름이 변하기 때

문에 DEM 형태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간대

별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시간대별 DEM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드론영상으로부터 생성된

DEM은 상대표정으로 제작된 모델이므로 이를 절대좌

표 체계로의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확보한 LiDAR DEM을 기준으로 드론에 의한 시간대별

DEM을 변환하였다. 변환방법은 Rosenholm and Torgue

(1988)가 제안한 방법(이하 R&T 매칭)을 이용하였다.

R&T 매칭방법의 기본식은 식(1)과 같으며, 이로부터 계

산된 위치이동, 축척변위, 회전량을 이용하여 변환된

DEM을 제작할 수 있다. 갯벌해수 변화량 파악을 위한

연구의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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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                   (1)

식(1)에서, XR, YR, ZR은 기준 DEM의 3차원 좌표, Xp,

Yp, Zp는 제작된 DEM의 3차원 좌표, ΔX, ΔY, ΔZ은

두 DEM 간의 위치 이동량, R은 회전변환요소(ω, ø, κ)

가 포함된 행렬, S는 축척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식(1)은 Rosenholm and Torgue(1988)가 제안한 방법

에 근거하여 식(2)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항 변수

들은 최소제곱법에 의해 TX
1 = TX

0 + ΔTX 와 같이 계산

되며, Δ항 변수들이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반복하여 7개

변수를 최종 결정한다.

(ZR – ZR
o) = – DX ΔTX – DY ΔTY + ΔTZ +               (2)

(– DXXP – DYYP + ZP) ΔS + 
(DYZP + YP) Δω + (– DXZP – XP)Δø + 
(– DYXP + DXYP)Δκ

식(2)에서, ZR
o은 식(1)의 Z항에서 초기 변수들과 ZP로

구한 초기 높이 값, DX와 DY는 상대 DEM에서 X와 Y

방향에 대한 경사이다.

RT 매칭은 기본적으로 두 DEM 간 동일 평면위치에

서 높이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두 DEM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가정 하에 임의 지점의 높이차이가 주변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RT 매칭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두 DEM에서 평면위치가 같은 지

점을 찾고(그리드 간격 범위 내), 그 지점의 높이차(d1 …

d8)를 구하였다. 높이차를 구할 때 과대오차 지점의 참

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 한 점의 높이차(dZi)가 주변 점

의 높이차 평균값( )의 절대치와 같거나 적은

지점만(dZi ≤ |dZm|) 계수 계산에 참여토록 설정하였다

(Lee, 2015).

절대좌표계로 보정된 DEM을 이용하여 정사투영영

상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최대우도분류를 통해 토지피

복분류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보정된 시간대별 DEM

을 이용하여 수심의 변화를 파악하고 토지피복도에서

동일 지점의 다각형을 설정한 후, 해수부분의 면적을 계

산하여 갯골로 들어오는 해수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

였다.

3. DEM 제작과 결과분석

대상지역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남해 지역

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한 함평만 갯벌 지역이며, DJI

Phantom 4(Fig. 3)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촬영은

2016년 8월 12일 간조로부터 만조가 시작되는 오후 2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중복 촬영하였으며

[ ]XR

YR

ZR
[ ]XP

YP

ZP
[ ]TX

TY

TZ

d1 + … + d8
8

Tidal Flat DEM Generation and Seawater Changes Estimation at Hampyeong Bay Using Drone Images

–327–

Fig. 1. Flow chart to produce 3D classified image and DEM matching method.



Photoscan S/W를 이용하여 해상도 10cm DEM을 제작

하였다. Fig. 4는 대상지역 드론 영상으로 DEM 제작을

위한 Photoscan S/W 처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Fig. 5

는 각 시간대별 제작한 DEM과 기준 DEM으로 사용된

해상도 1m의 LiDAR DEM(2011년에 획득)을 나타낸 것

이다.

DJI Phantom 4에 설치된 GPS와 INS로부터 계산된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위치와 회전요소) 또한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제작된 DEM의 절대좌표

체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갯벌 외곽지역이

나 안쪽에 기준점을 설치하여 번들블록 조정으로 내/외

부표정요소 보정 후 DEM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펄

이 많은 남서해안 갯벌은 측량장비를 가지고 접근하기

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기준점 측량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기존에

확보한 DEM을 이용하여 제작 DEM을 변환하였다.

DEM 변환을 위한 매칭은 우선 첫 번째 DEM을 LiDAR

DEM과 매칭하고, 나머지 시기 DEM들은 변환된 첫 번

째 DEM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Fig. 6은 시간대별 제

작 DEM의 변환 전과 제안 DEM 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변환한 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은 LiDAR DEM과 첫 번째 시기 DEM간의 변

환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변환계수 중 높이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드론 GPS와 Photoscan S/W

로부터 획득한 DEM의 타원체고와 사용된 LiDAR

DEM의 정표고 차이 값 즉, 이 지점의 지오이드고(24m)

가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매칭 전, 후의 LiDAR DEM 기준 높이차를

나타낸 것이다. 보정 후의 전체적인 차이는 1m 이하의

결과를 보이나 각 시간대별 DEM 제작 영역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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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st location and photo by the Drone camera.

Fig 3.  Phantom 4 and camera spec.

Fig 4. Photoscan process for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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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om top and left, first DEM(14:20), second DEM(15:50), third DEM(16:30), forth DEM(17:10), fifth DEM(17:50) and LiDAR
DEM.

Table 1.  Transformation parameters between LiDAR DEM and first epoch DEM

7 parameters
ΔX ΔY ΔZ Omega Phi Kappa Scale

-1.60m 0.37m -26.31m 0.09 ˚ 0.94 ˚ 0.15° 1.00

Fig. 6.  DEMs before correction(top) and after correction(bottom) with passed time.

Table 2.  Deviations of the epoch DEMs before and after correction

Correction
Epoch DEMs

First Second Third Forth Fifth
RMS Max. RMS Max. RMS Max. RMS Max. RMS Max.

Before 26.4 m 30.5 m 27.8 m 36.5 m 54.8 m 59.3 m 27.3 m 35.7 m 42.4 m 47.3 m
After 0.5 m 4.3 m 0.5 m 7.8 m 0.9 m 4.1 m 0.4 m 7.2 m 0.6 m 3.6 m



Fig. 6 마지막 부분에서 표시한바와 같이 영상매칭 과정

에서 과대오차 발생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차는 이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다섯 번

째 DEM의 경우 E 좌표가 증가할수록 첫 번째 DEM과

형태가 다르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원인은 드론

으로 연속해서 촬영할 때 각각의 영상에 적용되는 초기

외부표정요소의 부정확성과 이로부터 블록조정을 수

행할 때 누적되는 오차전파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토지피복분

류 영상을 제작한 후, 시간변화에 따른 해수변화량을 조

사하였다. Fig. 7에서 가운데 그림은 ERDAS S/W를 이

용하여 첫 번째 시기 정사영상 분류를 위한 트레이닝 단

계의 샘플지역을 나타낸 것이며, 분류는 물을 포함한 콘

크리트, 식생, 나대지와 갯벌로 샘플링을 한 후, 최대우

도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7, 8). 해수 변화량은 분류영상 박스내의 파란색 물

면적, 박스와 교차하는 물 영역의 경계높이 변화를 이

용하여 구하였다(Fig. 7, 8).

Fig. 9는 시간변화에 따른 해수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

이다. 여기서, 첫 번째 촬영시기를 기준으로 1시간 30분

후의 변화량(첫 번째 시기 대비 두 번째 시기에 늘어난

물의 양)은 5,538m3, 2시간 10분 후 14,788m3, 2시간 50분

후 24,795m3, 3시간 30분 후 41,080m3으로 늘어났다. 그

리고 시간대 간격별로는 처음 1시간 30분 후의 변화량

은 5,538m3, 두 번째 40분 후의 변화량은 9,250m3, 세 번

째 40분 후의 변화량은 10,007m3, 마지막 40분 후의 변화

량은 16,285m3으로 물의 증가량이 가파른 상승그래프

를 보이면서, 만조 최고점에 가까울수록 물이 급격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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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3D virtual images(top) and 3D classified images(bottom) with passed time from 2nd time.

Fig. 7.  3D virtual images(left), sample area for classification(middle) and 3D classified images at 1st time(right).

Fig. 9. Volume changes of seawater according to the passed
time.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갯벌 안전사고 대비와 정보수집을 위해 갯

골에서 만조시 시간변화에 따른 해수 변화량 파악을 시

도하였다. 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함평만 갯벌에서

cm 급 해상도의 시간대별 DEM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과거 구축한 기준 DEM으로부터 제작 DEM을 보정하

였으며, 보정된 DEM으로부터 정사영상을 제작한 후,

토지피복 분류영상을 제작하였다. 시간대별 토지피복

분류영상과 DEM을 이용하여 만조 시 해수의 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결과들은 전체적으로 DEM

의 과대오차와 왜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

과라고 할 수 없으나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기준점 측

량이 곤란한 갯벌지역 변화 모니터링에는 DEM매칭 방

법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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