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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L (Airborne Bathymetric LiDAR) is an advanced survey technology that uses green lasers to simultaneously 

measure the water depths and oceanic topography in coastal and river areas. Seabed point cloud extrac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further utilizing the ABL data for various geographic data processing and applications. 
Conventional seabed detection approaches often use return waveforms. However, their limited accessibility 
often limits the broad use of the bathymetric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data. Further, it is often 
questioned if the waveform-based seabed extraction is reliable enough to extract seabed. Therefore, there is 
a high demand to extract seabed from the point cloud using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such as geometric 
information.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a ground filtering method to seabed extraction from 
geo-referenced point cloud data by using CSF (Cloth Simulation Filtering) method. We conducted a preliminary 
experiment with the RIGEL VQ 880 bathymetric data,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CSF algorithm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seabed point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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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항공수심라이다(ABL: Airborne Bathymetric LiDAR)는 녹색 레이저(green laser)를 사용하여 연안 및 하천에 
대해 해저지형과 수심에 대한 관측을 동시에 수행하는 첨단측량 기술이다. 항공수심라이다를 활용하여 해저지형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해수면과 해저면 점들을 분리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기존의 해저면 점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waveform 분석(analysis)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의 경우 waveform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waveform 분석 기반 해저면 추출 방법론에 대한 보
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의 지형학적 정보를 사용하여 해저면 점들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면분리(ground filtering) 기법인 CSF (Cloth Simulation Filtering) 알고리즘을 RIEGL 
VQ880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으로부터 취득된 데이터에 적용하고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CSF 알고리즘
을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의 해저면 포인트 추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항공수심라이다, 해저면 포인트 클라우드 분리, 지면분리, CSF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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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수심라이다는 녹색 레이저를 사용하여 비교적 얕고 맑
은 물에 대해 항공에서 수심과 해저지형을 동시에 측량하는 첨
단기술이다. 1960 년대 처음 개념이 도입된 이래로 미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항공
해양라이다(airborne oceanographic LiDAR)의 현장 테스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졌
다. 그 후, 다양한 정부기관들(U.S. Army Corps of Engineers, 
U.S. Geological Survey, U.S.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Canadian Hydrographic 
Service, Royal Australian Navy, Swedish Armed Forces)을 중
심으로 초기 버전의 시스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
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은 보다 작아
지고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음향측
심(echo sounding) 혹은 위성 원격탐사 기술과 비교하여 연안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발전하였다(Guenther et al., 2002). 대표적인 활용분야
로는 해안선 매핑, 모니터링 및 관리, 폭풍 및 허리케인에 대
한 대응 및 피해상황 분석, 하천 지형도 구축, 해양 동물 서식
지 지도제작, 산호초 조사 및 지도제작 등이 있다(Kinzel et 
al., 2013; Paine et al., 2015). Webster et al. (2014)는 해저에 대
한 고해상도 지형지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항공수심라이다의 
장점을 활용하여, 유조선 안전을 위해 복잡한 연안지역을 모
델링하고 해저지형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탐지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도 항공수심라이다를 활용하여 연안
지역에 대한 지형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Jeong (2015)은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와 다중빔음향측
심기(MBES: Multi Beam Echo Sounder) 데이터의 통합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보간법을 적용하여 지형정보를 생
성하고 상대오차를 최소화하는 보간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
과 두 데이터 간의 평균오차는 0.21m, 표준편차는 ±0.30m라
고 보고하였으며 연근해에 대해 연속성 있는 수심모델의 구
축 가능성 및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해양환경
에 적합한 오차보정모델의 개발과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Shin et al. (2016)은 항공수심라이다 측
량시스템의 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육상 검정장
을 활용하여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하학적 
편차들에 대한 영향과 보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추가연구로 항
공수심라이다 시스템의 경우 추가적인 해상검정장이 필요함
을 지적하였으며 성공적인 수심측량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
다. Lee et al. (2019)은 항공수심라이다와 MBES로부터 취득

된 근해의 해저지형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이종 데이터 간의 
통합 시 발생하는 상대오차를 검증하였다. 특히 데이터 취득 
시 환경적 요인과 기준면 변환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원체고 기반으로 MBES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확도 평가결과 RMSE 
(Root Mean Square Error)가 ±0.136m로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 규정한 특등급 수심별 허용 
오차범위 ±0.56m(수심 20m 기준)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
해서는 해저지형에 대한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생성
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원시 항공수심라이다 포인
트 클라우드로부터 DEM을 생성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라이
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처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항공수심라이
다 데이터는 녹색 레이저의 특성상 해수면(sea surface)과 해저
면(seabed)에 대해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원시 포
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해저면 점들을 탐색하고 분리하는 과정
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Huising and Pereira, 1998). 본 연구
에서는 사용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항공수심라이다 원시 포
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해저면 점들을 추출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면분리 기법 중 하나인 CSF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활용 가
능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동향 분석

항공수심라이다의 녹색 레이저(512nm)는 최소한의 감쇠
(attenuation)로 해수면으로 침투하며 이를 통해 해저에 대한 
지형정보를 수집한다. 레이저 송신기에서 발사된 광선은 공기
와 물의 경계면을 가로질러 해저에 도달할 때까지 수역(water 
body)으로 전파된다. 공기와 물의 매개체를 통해 laser가 전파
되는 동안 완전히 감쇠되지 않으면 반사된 에너지(backscatter)
가 수신기에 도달하고 감지 가능한 물체에 해당하는 고유한 
peak를 가진 waveform의 형태로 기록된다(Fig. 1).

Fig. 1. Conceptual sketch of the laser beam propagation 
and return signals in airborne bathymetric LiDAR system 

(Anderse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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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thymetric LiDAR waveform with distinctive 
surface and bottom peaks (Saylam et al., 2018)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들(새, 해수 속 입
자, 물고기, 파도, 시스템 노이즈 등)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
다면 이론적으로 waveform은 Fig. 2와 같이 표시 될 수 있으
며 각 peak의 위치는 해양의 지형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고유
한 객체들의 위치를 나타낸다. 실세계에서 수집된 waveform
은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탁도, 물결 파, 물 또는 공기 중의 
입자 및 기타 노이즈) 및 측량에 사용된 항공수심라이다 시
스템의 특징에 따라 변형 및 왜곡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모
양과 많은 local maximum peak들을 갖게 된다. 이는 항공수
심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에 multi-return의 결과로 나타난다
(Guenther, 1985). 이러한 waveform을 분석하여 first 및 last 
return에 해당하는 peak 점들을 탐지하고 이로부터 해수면과 
해저면 점들을 탐지하는 기술을 waveform 분석이라고 한다
(Schwarz et al., 2019). 때로는 물이 깨끗하고 매우 얕은 경우 
해수면에 대한 peak가 파형에 존재하지 않아 단일 peak가 발
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waveform으로부터 특징 객
체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peak 점들을 탐지하는 과정을 복잡
하게 한다. 
항공수심라이다의 waveform을 분석하여 해저면 점들
을 추출하기 위해 상용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 업체들은 자
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RIEGL 
사의 RiHYDRO (RIEGL, 2015), Teledyne Optech 사의 
HydroFusion (Teledyne Optech, 2013), Leica 사의 LiDAR 
Survey Studio (Leica, 2015)와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
은 자사의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에 최적화된 자체 데이터 
처리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된 
알고리즘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Nagle et al., 2016; Anderson et al., 2017). 또한, 일반 사용자
는 waveform 정보를 사용할 수 없거나 3차원 위치만을 가지

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해저면의 추출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현재 미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미전역의 
연안 지역에 대해 RIEGL VQ820G 및 VQ880G 항공수심라
이다 데이터를 waveform 정보가 없는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
로 제공하고 있다(NOAA, 2018). 따라서 항공수심라이다 데
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인트 클라우드의 위치정
보를 사용하여 해저면 점들을 추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
다. Nagle et al. (2016)은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의 위치정보
를 활용하여 해저면 점들을 추출하기 위해 IRCF (Iterative 
Random Consensus Filter)를 적용하였다. Waveform 분석으
로부터 결정된 last return 점들의 후처리에 IRCF를 적용하였
으며 포함된 노이즈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하지만 사용자
에 의존하는 임계치들을 자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Mandlburger et al. (2015)는 하
천에서 취득된 항공수심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수면과 
하상의 점들의 분류를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intensity, 수심, 
주변 점들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하상 점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상에 대한 고해상도 DEM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최종 목표가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 알고리즘의 개발
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많은 임계값을 
적용하였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ndersen et al. (2017)은 갯벌지역에서 고해상도 DEM을 생성
하기 위해 고도 값을 이용하여 디지털 수면 모델을 결정한 후 
해저면 점들의 굴절 보정 및 추출에 사용하였다. 해저면 점들
의 분할은 주로 사용자의 수작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의 적용대상은 갯벌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연구동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수심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형학적 정보를 활용한 해저면 검출 기술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기존 연구사례는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CSF 알고리즘 최적화

3.1 CSF 알고리즘 

지면분리 기술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형학적 정
보를 활용하여 지면과 비지면 객체(건물, 나무 등)를 분류하
는 기술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종류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Chen et al., 2017). 다양한 지면분리 기술 중에서 본 연구에
서는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고, 지면분리 기술로써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Polat and Uysal, 2015) CSF 알고리즘
을 해저면 점들을 분리하는데 적용하였다. CSF 알고리즘은 
3D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사용되는 직물 시뮬레이션(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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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기술을 라이다 데이터의 지면분리에 적용할 수 있
도록 고안된 방법이다(Zhang et al., 2016). Fig. 3과 같이 포인
트 클라우드의 위아래를 뒤집은 후 상하 반전된 지형 위에 뻣
뻣한 재질의 천을 덮는다고 가정하면, 그 천이 반전된 DTM 
(Digital Terrain Model)의 형태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
발되었다.

Fig. 3. Overview of the cloth simulation filtering algorithm 

직물 시뮬레이션은 mass-spring model (Provot, 1995)을 이
용하여 상호 연결된 입자(particle)로 구성된 격자(grid) 형태
로 직물을 모델링하며, 중력이나 바람 및 외부 장애물에 의한 
외력(external force)과 직물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력
(internal force)의 영향을 계산하여 각 입자의 위치를 결정한
다. 특정 시간에 직물의 형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각 입자
의 위치는 뉴턴의 제 2법칙에 따라 Eq. (1)과 같이 표현된다.





                                      (1)

where,   means the position of a particle at time ; 
   is the external force, which consists of gravity and 
collision forces that are produced by obstacles; and    
is the internal forces, which is produced by interconnections.

포인트 클라우드를 반전시킨 후 미리 정의된 격자의 크기를 
적용하여 직물을 구성할 입자 수를 결정한다. 라이다 데이터
의 가장 큰 높이 값을 이용하여 초기 직물 입자들의 위치를 
정의한 후, 각 입자들은 높이 변화가 안정될 때까지 중력과 내
력에 의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한다. 최종 위치에 도달한 직물 
surface까지의 수직 거리가 지정된 임계값보다 작으면 대상점
은 지면점으로 분류된다. CSF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  RI (Rigidity Index): 지형 유형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직
물의 강성을 나타낸다. RI가 클수록 더 강성이 높은 직물
을 의미하며 RI=3은 평평한 지형 또는 완만한 경사, RI=2
는 가파른 또는 계단식 경사, RI=1은 높고 가파른 경사를 
의미한다. 

•   GR (Grid Resolution): 인접 입자 사이의 수평 거리이며 
점 밀도와 지형 복잡성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결정된다. 

•     (Height Threshold): 라이다 점의 분류를 결정하는 직
물과 라이다 점 사이의 거리 임계값을 의미한다.
지형의 가파른 경사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처리하기 위
한 후처리를 위해 두 개의 매개변수를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연
안의 해저지형은 가파른 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CSF 알고리즘은 MATLAB 스크립트 및 
범용 소프트웨어인 CloudCompare plug-in으로 활용할 수 있
다(CloudCompare, 2019a). 

3.2 CSF 매개변수 최적화 

해저지형 추출에 CSF를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
의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화(parameter optimization)를 실시
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지역 중 연안의 해안 경계
선부터 해저단면의 높이 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2,059,645점
(50m(E)�250m(N)�6.0m(H))을 추출하였다. 매개변수 최적
화를 위한 참조 데이터는 Maptech software를 이용하여 해저
면 점들을 수작업으로 추출하였다.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는 TPR (True Positive Rate),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OA (Overall Accuracy), K (Kapp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Fawcett, 2006). K는 우연히 분류가 정확히 되었을 가
능성을 보완하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일 경우 분류정확도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Landis and Koch, 1977).

   


                                                           
(2)

   


                                                           
(3)

       
  

                                        
(4)

   
   

                                                              
(5)

where,          

           ,
TP is true positive, TN is true negative, FN is false 

negative, and FP is fals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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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점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3개의 매개변수를 결정하
여야 한다. 연안의 해저지형은 가파른 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I=3(평평한 지형)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두 
개의 매개변수( , GR)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험결
과 높이 값 임계치 는 0.4m와 0.5m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를 보였으며 이후 값이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감소되었다(Fig. 
4). GR의 경우 2.0m 이하인 구간에서의 정확도 변화는 크지 
않으나 2.0m 이상인 경우 TPR과 K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Fig.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와 효율성
을 고려하여 최적화 매개변수를 RI=3, GR=1.0m,  =0.5m
로 결정하였다.

Fig. 4. Accuracy assessment by  changes

Fig. 5. Accuracy assessment by GR changes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실험지역 및 데이터 

실험을 위해 RIEGL VQ880G 시스템(Table 1)을 사용
하여 미국 Florida Marco Island 지역에 대해 2016년 5월 6
일부터 2016년 5월 17일 사이에 취득된 항공수심라이다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NOAA의 미국 전 연안지역
에 대한 통합 해안 매핑 프로젝트(CMP: Coastal Mapping 
Program)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NAD83 기준타원체를 기
준으로 취득되었으며 수직 및 수평 정확도는 각각 15cm(±1
), 100cm(±1)라고 보고되었다. RIEGL RiProcess를 활용
하여 LAS(Ver. 1.2) 파일로 제공되며, 초기 생성된 waveform
의 모든 return 값들이 기록되어있다.

Fig. 6. Test sites: blue and red lines show the boundaries of 
the original and experimental data, respectively

실험 및 정확도 평가를 위해 연안의 해안 경계선부터 해저단
면의 높이 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site 1 (2733m(E)�100m(N)
�8.11m(H)), site 2 (50m(E)�5772m(N)�6.78m(H))의 실험
지역을 추출하였다. Fig. 6는 전체 데이터 및 실험 데이터의 공
간적 범위를 보여준다. Fig. 7은 site 1에 대한 Z값의 도수분포
를, Fig. 8은 site 1 지역에서 수심에 따라 변화하는 항공수심
라이다 점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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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Z-values (Site 1)

(a) (b)

(c) (d)

Fig. 8. Vertical profile examples of site 1: (a) deep water 
area, (b) shallow water area, (c) near shore area, and

(d) 3D display of (c) 

4.2 실험결과 및 분석

항공수심라이다 원 데이터의 경우 waveform에 라이다의 
모든 반사값(return values)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험을 수
행하기 전에 아웃라이어(조류, 대기 입자, 새, 물고기, 시스템 
노이즈 등)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SOR (Statistical 
Outlier Removal) 공간필터(3, N=10)를 적용하였으며, 전체 
데이터에서 평균적으로 0.5%의 데이터가 노이즈로 간주되어 
제거되었다(CloudCompare, 2019b).
정확도 평가를 위한 참조 데이터는 Maptech software를 이
용하여 수동으로 구축하였다. 3장에서 결정된 최적화 매개변
수(RI=3, GR=1.0m,  =0.5m)를 활용하여 해저면 점들을 
분류하고 정확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확도 평가결과 전반적인 정확도(OA)는 두 site 모두에서 
각각 0.971, 0.9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항공수심라이
다 데이터가 해수면과 해저면에 대해 명확하게 두 개의 레이
어로 취득된 경우 CSF 알고리즘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의 Fig. 9는 수심에 따른 실험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Site Total(pts) TP(pts) FP(pts) TN(pts) FN(pts)  TPR PPV OA K

Site 1 27,508,932 3,801,780 769,249 22,932,771 5,132 0.998 0.831 0.971 0.891

Site 2 30,645,915 5,897,637 27,781 24,716,536 3,961 0.999 0.995 0.998 0.996

Table 2. Accuracy assessment

Parameters Specifications
Laser wavelength 532nm, green
Operating altitude 600m (nominal)

Scan angle ±20° circular
Scanning mechanism / Scan pattern rotating prism / circular

Swath width 70% of operating altitude
Laser pulse repetition rate up to 550kHz

Max. effective measurement rate up to 550,000meas./sec (@ 550kHz PRR)
Typical measurement range 1.5 Secchi depth for bright ground

Accuracy / Precision 25mm*

*± @150m range under RIEGL test conditions.

Table 1. Specification of RIEGL VQ880G; Hydrography (RIEG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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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Examples of segmentation results of site 2 (Brown, 
blue, skyblue and red points show TP, FP, TN and FN 

points, respectively. False points are exaggerated for visual 
understanding.): (a) deep water area, (b) shallow water 

area, (c) near shore area, and (d) 2D profiles of (c) 

하지만 다른 정확도 평가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PPV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일부지역에서 해수면 점들이 해
저면으로 오분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해안선 근처의 저수심 영역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부지역에
서 해저면 데이터가 누락된 결과에 따라 발생하였다. Fig. 10
은 해당지역에서 데이터가 오분류된 실험결과의 예를 보여준
다. 전체 데이터에서 이러한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정확도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각 site의 해안선 근처의 저수심 지
역(수심<2.5m)의 측량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확도 평가
를 실시하였다(Table 3). 

 
(a) (b)

(c) (d)

Fig. 10. Examples of FP points (Red and blue points show 
sea surface and seabed points, respectively.): (a) reference 

data and (b) segmentation result in near shore area, (c) 
reference data, and (d) segmentation result in the area 

with missing data

Site Total(pts) TP(pts) FP(pts) TN(pts) FN(pts) TPR PPV OA K

Site1-1 118,737 30,726 10,024 77,954 33 0.998 0.754 0.915 0.800

Site1-2 135,755 34,710 5,935 95,039 71 0.997 0.853 0.955 0.889

Site2-1 81,267 22,989 8,676 49,584 18 0.999 0.726 0.893 0.763

Site2-2 86,889 20,552 7,789 58,514 34 0.998 0.725 0.909 0.779

Table 3. Accuracy assessment

정확도 평가결과 전체 정확도(OA)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
으며 특히 K 값과 PPV 값이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해안선 지역에 대해 항공수심라이다 측량을 실시할 경우 
탁도, 파도 등의 요인에 의해 해수면과 해저면의 경계가 모호
하게 되며 이는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저
수심 영역에 대해 해저면 점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처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5. 결 론

항공수심라이다 자료의 지형학적 정보를 사용하여 해저면 
점들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라이다
의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객체추출을 위해 적용되던 지면분
리 기법인 CSF 알고리즘을 항공수심라이다의 해수면 분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waveform 분석에 의존하던 해저면 추출 연구를 보완하여 항
공수심라이다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데이터의 누락
이 발생한 지역과 수심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는 해수면 데이
터가 해저면으로 오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전체 정확
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광역의 지역에 
대해 알고리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누락을 자
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해안
선 근처 및 하천 지역과 같은 저수심 영역에 항공수심라이다 
측량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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