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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osts are increasing in Gangwon-do east coast due to coastal erosion.
Long-term coastline change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analyzing this phenomenon. In
this study, aerial photograph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re used for 1950’s coastline
extraction. The study area is from Sokcho Cheongho beach to Yangyang Seorak beach.
The aerial photograph is geometrically corrected using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
method to extract past coastline and compare it with present data. Coastal erosion
and deposition areas are calculated in study area. Artificial structures such as harbors
and breakwaters have caused changes in ocean currents and sediments from river
estuaries. In most cases, the deposition occurred at the southern area of artificial
structures and the erosion occurred on surrounding beaches. Coastline information
extracted from past aerial photographs can be useful to provide information on
long-term changes.
Keywords : Aerial Photograph, Direct Linear Transform, Coastline Change, Coastal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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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은 개발로 인하여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4]
이와 같이 해안침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해안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따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안선

중간영역으로 물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항공LiDAR

이다.[1] 또한 바다와 육지 사이의 완충지로서 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항공사진, 위성

다로부터 파도나 조류, 해일 등의 형태로 육지에

영상,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DSAS

작용하는 강한 에너지로부터 육지를 보호해 주는

(Digital Shoreline Analysis System) 등을 이용한

역할을 한다.[2]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Lee et al. (2008)은

상승과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 사업

항공 LiDAR와 GPS 측량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으로 인해 해안침식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변화하는 해안선을 실측하고 조위자료를 분석⋅적

해안 현상은 대단히 국지성이 강하므로 각각의

용하였으며, 실험지역인 해운대 해안에 대하여 횡

해안은 특유의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해안지

단면도를 작성하여 조위대별 해안선을 추출하였

역에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이 축조되거나 해

다.[5] Shin and Lee (2018)은 해빈의 시계열적인

안의 중요한 토사 공급원인 하천에 변화가 발생하

해안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시기 위성영상

면 평형상태가 붕괴되어 주변 해안에 침식 혹은

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해빈면적 변화를 분석하였

퇴적현상이 발생하여 해안선이 변화하게 된다. 이

다.[6] Lee et al. (2009)은 해운대 해안에 대하여

러한 문제들은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

다년간의 GPS 측량 자료와 항공 LiDAR 측량 결

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해수욕장의 사빈 유실, 항만

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해안선 변화를 분석

의 매몰, 해안의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하였다. 분석 결과, 해안선 좌우측이 침식되었고

강원도 동해안에 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집중되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약 3∼7m정도 퇴적이 진행

어 있는 양상은 제2차 연안정비(변경)계획 수립

되었으며 해마다 해안선의 길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 수요 신청된 지구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각 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빈 폭은 2∼7m정도 증가되

역별로 신청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안 지역

었다.[7] Kim and Song (2012)은 해안선의 변화

에서 신청된 사업수요 중 90%가 침식 방지 사업

를 추출하기 위해 VRS(Virtual Reference System)

이었다. 강원도 동해연안에는 6개 시군에 약 58만

를 이용한 GPS 측량 장비를 이용하였고 음향측심

명, 강원도 전체 인구대비 37%의 인구가 거주하

기를 사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 있어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

하천 하구 부근에서는 표사 유입으로 인하여 안정

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연안지역

된 해빈폭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구간에서

의 인구밀도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는 해빈폭의 전진현상보다는 후퇴현상이 증가하고

나타났다. 또한 항만 6개소와 국가어항 14개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Lee et al. (2012)은

양수산부관리), 지방어항 14개소(광역지자체장관리),

GPS와 기상 및 해양부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어촌정주어항 30개소(기초지자체장관리) 및 국가

진행하였다. 경포해변 해안선 변화를 북측과 남측

산업단지 1개소(산자부관리)등이 위치해 있다. 이

으로 구분하여 관찰하였고, 북측은 해안선이 해양

와 같은 연안지역의 인구와 자산 집중은 간척, 매

쪽으로, 남측은 육지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

립 및 공단조성을 확대시켰고, 그 결과 연안지역

였다.[9] Lee and Kim (2007)은 GPS 측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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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안선 변화를 조사

구 동향을 살펴보면, Jeong et al. (2005)은 DLT

및 분석한 결과, 방파제와 도류제 부근이 침식 되

모형 매개변수로부터 산정된 물리적 사진기 매개

어 해안선이 변화되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 국부

변수의 정확도를 분석하였으며, 사진측량 작업에

적으로 폭이 증가하였다.[10]

서 모형을 최적화하였다.[16] Kim et al.(2015)은

DSAS을 이용한 연구[11, 12]를 살펴보면, Kim

DLT와 부가변수에 의한 광속조정법을 활용하여

et al. (2019)은 DSAS을 활용하여 강원도 삼척시

근접사진측량의 3차원 위치정확도를 분석하였다.[17].

궁촌-초곡 일대 해안선을 분석하였다. 궁촌항 방

You and Choi(2019)는 위성영상으로 댐유역에서

파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연구지역 해빈

하천과 저류지를 분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수

은 침식이 우세한 환경이었고 특히 해빈 중앙부

계에서 세분류가 가능함을 보였다[18]. 본 연구와

해안선이 많이 후퇴하였다. 헤드랜드 설치 후 해

관련된 연구로는 고해상도영상에서 최적 기준점

빈의 양쪽 끝부분에 비해 중앙부에서 지속적인 침

개수 선정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정사영상 정확

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and

도 향상에 관한 연구가 있다.[19, 20]

Lee (2015)은 DSAS를 이용해서 해안선의 계절별

우리나라 해역 환경은 동서남해안이 각기 다른

진퇴 거리를 측정하고 계절별 변화량과 변화특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의 침식 및 퇴적은 시

을 분석하였다. 여름철에는 해안선의 후퇴와 해빈

간적, 공간적 및 이벤트성별로 각각 다양한 양상

의 침식이, 가을철에는 해안선의 전진과 해빈의

으로 나타나고 있다[21]. 동해안 해안침식을 최소

퇴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화하기 위한 해안시설물의 해안공학적 설계방안이

항공사진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et

나 해안선 변화 예측모델링에 대한 연구 성과는

al. (2008)은 1947∼2008년까지의 해운대 항공사

다수 축적되었지만, 해안시설물이 해안변화에 실

진을 이용하여 정사항공사진을 제작하고 디지타이

제로 영향을 미친 사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연

징 작업을 통해 해수욕장의 해빈 면적을 산출하였

구는 많지 않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54년

다. 해빈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다 2005년부터는

촬영된 흑백항공사진을 DLT 모형식으로 기하보정

조금씩 증가하였다. 해안 면적 변화는 해수면 상

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정상영상에서 과거

승에 의한 영향으로 꾸준히 감고하고 있지만, 하

의 해안선을 추출하고 현재의 연속수치지형도 해

천의 복개공사와 해안 도로 건설, 양빈사업 등으

안선과 비교하여 해안의 침식과 퇴적에 관련된 변

로 면적 변화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해안침식

수 있었다.[13] Choi et al. (2009)는 항공사진, 조

이 심각한 강원도 동해안의 속초, 양양 지역의 해

석자료, GPS 측량을 이용하여 해안선 변화를 분석

변을 선정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개한 1945

하였다. 60년간 해안선의 변화 분석결과 광안리

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항공사진

해변의 면적은 40%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은 당시의 우리 국토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다.[14] Lee et al. (2013)은 30년간(8개년도 구분)

영상자료로서 의미가 깊다. 당시 항공사진은 아날

의 항공사진을 취득하여 정사영상으로 제작한 뒤,

로그 필름 상태로 장기간 보관되는 과정에서 변

수치도화 과정을 거쳐 해안선을 추출하였고 추출

색, 훼손되었는데, 특수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이

한 벡터 자료는 D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5]

를 디지털자료로 복원하였다. 기존에 공개된 항공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에 대한 연

사진이 주로 70년대 이후임을 감안하면 사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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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른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안침식을 방지하
기 위해 모니터링, 연안정비 등 다양한 사업에 막대
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침식은

2. 연구지역 및 자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안침식으로 인한 국
토유실, 친수지역의 협소화, 해안도로 유실, 지반약

연구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은 해안침식 문제가 심
각한 지역이다.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자

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연안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료에 의하면 연안침식 D(심각)등급을 받은 해안은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 이전 시기의 해안선과

강원도에만 있고 그 수도 총 41개소 중 22개소에

현재의 해안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장기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해안선 추출을
위해 사용된 항공사진은 아날로그 카메라로 1954
년 3월 6일에 촬영된 항공사진이다. 카메라 초점
거리는 153.51mm, 촬영축척은 1:10,000이다. Delta
Scan 스캐너를 이용하여 1200dpi 해상도로 스캐
닝되었다(Fig. 1). 연구 대상지역은 강원도 동해안
의 속초 청호해변에서 양양 오산해변까지이다(Fig. 2).

Fig. 1 Aerial photograph

3. 항공사진 기하보정
항공사진 기하보정은 주로 공선조건식을 이용한
비선형 모형식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항공사진의 주점과 정확한 초점거리 등이
필요하다. 해방직후 항공사진의 경우 주점을 구하
기 위한 사진기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LT기법을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 DLT는 영상좌표와 대상물 공간 좌표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선형함수로 모델링하며
(Adbel-Aziz and Karaka, 1971), Eq. (1)과 같이
표현된다(Mikhail et al., 2001).
          
 
         

Fig. 2 Study are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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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대상점의 영상좌표이고,  ,

점을 관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좌표

 , 는 그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3차원 지상좌표

취득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도로의 경계나 건물

이며,   ∼   은 모형식의 매개변수이다. DLT의

모서리 관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

선형해법에는 최소한 6점의 지상기준점이 필요하

구에서는 최대한 현재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산지

며, 각 기준점들은 서로 공면조건을 이루고 있지

의 경계부나 큰 도로의 교차지점을 주로 관측하였

않아야 한다. 사진측량용 사진기에 적용되는 엄밀

다. 항공사진에서 지상기준점을 최대한 영상 전체

비선형 해법과는 달리 영상좌표 값과 대상물 공간

에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하천이나

좌표 값들이 정규화 되어야만 안정적인 해를 구할

농지였던 곳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과 너무 달라

수 있다. DLT의 매개변수들은 Eq. (2)와 같은 행

관측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종적으로 기하보정 모

렬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방정식을 풀기 위

델링에 사용한 지상기준점은 총 20점이다. 모델링

한  행렬은 Eq. (3)과 같다.

에 사용하는 기준점 수에 따른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7점과 10점인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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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동일한 10점
의 지상기준점을 검사점으로 사용하였다. DLT 모
(2)

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최소 기준점의 수는 6
점이나, 모형식의 잔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7
점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기준점 관측이 매우 어
렵기 때문에 10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기는

                 

     
                  

(3)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GCP가 7점인 경우의 GCP와 검사점
분포를 보여준다. DLT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모델

지상기준점 취득을 위해 51cm급 정사영상을

링에 사용된 7개 GCP 영상좌표 잔차의 RMSE는

사용하였고 표고값은 수치지형도로부터 제작된

x축 1.278픽셀, y축 1.893픽셀이며, 정사영상 제

5m 해상도 DEM을 참조하였다. 과거와 현재 영상

작시 오차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검사점의 RMSE는 x

의 시간적 차이가 큰 경우, 두 영상에서 지상기준

축 3.396픽셀, y축 3.590픽셀이다(Table 1 and 2).

Table 1. Ground control points (7 GCPs)
No.

x

y

X

Y

Z

△x

△y

1

1596.6

-1335.1

335443.70

623436.17

72.49

-1.165

-0.912

2

8369.4

-3769.1

340962.86

621518.27

15.16

0.319

-0.354

3

2588.1

-5823.1

336341.83

619798.28

109.56

-0.553

-0.436

4

4877.8

-9696.9

338190.51

616757.42

62.56

-0.364

-2.827

5

9285.0

-11320.1

341711.29

615480.33

28.36

-1.760

-0.661

6

3656.3

-7988.6

337207.39

618100.66

71.56

2.109

3.604

7

7745.9

-7078.5

340473.93

618834.97

18.60

RMSE

1.143

1.585

1.278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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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ck Points (7 GCPs)
No.

x

y

X

Y

Z

△x

△y

1

2909.8

-2015.1

336515.02

622902.08

31.39

2.598

0.818

2

7684.7

-4302.5

340401.04

621070.14

31.84

4.330

-0.647

3

3526.5

-5985.2

337083.54

619678.99

106.30

3.483

2.205

4

6980.9

-6398.5

339844.68

619372.75

29.48

-1.857

-3.098

5

4351.0

-10183.4

337780.50

616375.77

68.21

-0.968

-6.907

6

8779.1

-10990.9

341301.87

615739.34

34.05

-2.456

-3.725

7

3363.2

-3127.4

336889.40

622006.60

9.40

-3.227

-6.625

8

5519.4

-6201.0

338667.22

619523.52

56.97

4.858

0.707

9

4555.4

-7769.1

337917.10

618265.27

18.60

2.399

-2.660

10

8955.5

-9659.1

341454.02

616779.55

15.49

-5.245

0.506

3.396

3.590

RMSE

(a) Ground control points

(b) Check points

(a) Ground Control Points

(b) Check Points

Fig. 3 Distribution of points (7 GCPs)

Fig. 4 Distribution of points (10 GCPs)

Fig. 4는 GCP가 10점인 경우의 GCP와 검사점 분포

x축 2.021픽셀, y축 2.307픽셀이며, 정사영상 제작

를 보여준다. DLT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모델링에
사용된 10개 기준점의 영상좌표 잔차의 RMSE는

시 오차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검사점의 RMSE는 x축
2.367픽셀, y축 2.793픽셀이다(Table 3 and 4).

Table 3. Ground control points (10 GCPs)
No.

x

y

X

Y

Z

△x

△y

1

1596.6

-1335.1

335443.70

623436.17

72.49

-2.389

-0.051

2

8369.4

-3769.1

340962.86

621518.27

15.16

-1.067

2.617

3

2588.1

-5823.1

336341.83

619798.28

109.56

-1.755

-2.343

4

4877.8

-9696.9

338190.51

616757.42

62.56

-0.823

-1.065

5

9285.0

-11320.1

341711.29

615480.33

28.36

-1.960

-2.094

6

3656.3

-7988.6

337207.39

618100.66

71.56

2.055

4.411

7

7745.9

-7078.5

340473.93

618834.97

18.60

1.783

1.197

8

5344.6

-2846.0

338499.93

622246.01

16.53

1.681

-3.281

9

4764.9

-5718.7

338061.32

619902.06

76.74

3.792

1.627

10

6583.1

-5514.3

339508.02

620076.94

61.27

-1.344

-1.021

2.021

2.307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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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eck Points (10 GCPs)
No.

x

y

X

Y

Z

△x

△y

1

2909.8

-2015.1

336515.02

622902.08

31.395

0.999

2.993

2

7684.7

-4302.5

340401.04

621070.14

31.840

0.459

0.559

3

3526.5

-5985.2

337083.54

619678.99

106.302

-0.438

0.737

4

6980.9

-6398.5

339844.68

619372.75

29.488

-3.299

-3.087

5

4351.0

-10183.4

337780.50

616375.77

68.211

-0.471

-4.159

6

8779.1

-10990.9

341301.87

615739.34

34.054

-3.588

-4.413

7

3363.2

-3127.4

336889.40

622006.60

9.409

-2.853

-3.095

8

5519.4

-6201.0

338667.22

619523.52

56.974

1.138

0.373

9

4555.4

-7769.1

337917.10

618265.27

18.602

3.236

-3.027

10

8955.5

-9659.1

341454.02

616779.55

15.498

-3.279

-1.739

2.367

2.793

RMSE

DLT 모델링을 수행할 때 10개 GCP를 사용한

안류에 의한 표사 공급이 차단되어 속초해변에 침

경우, 7개 GCP를 사용한 경우보다 모형식의 자유

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호해변은 과거의

도가 커지기 때문에 모델링 잔차가 조금 커질 수

해안선과 현재의 해안선을 비교했을 때 퇴적이 된

있다. 최종성과물인 정사영상에서는 결국 모든 영

것으로 보이지만 방파제 건설이후 침식이 지속적

상좌표에 대한 오차가 중요하며, 임의의 지점을

으로 진행되어 해안침식 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측한 검사점의 잔차가 그 기준이 된다. 검사점

진행 중이다. 청호방파제 아래쪽에는 12,200㎡의

의 경우 10개 GCP를 이용했을 때 7개 GCP를

퇴적이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남쪽에 위치한 속초

사용한 경우 보다 조금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해변의 경우 45,500㎡침식이 진행되었다. 침식이

해방직후의 항공사진으로부터 과거의 의미 있는

발생한 속초해변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외옹치해변

해안선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도 침식이 발생하였다. 외옹치해변은 1,900㎡의

4. 과거 해안선 추출 및 분석
해방직후 항공사진을 DLT 모델링을 이용해 기
하보정하여, 우리나라 중부원점에 TM 투영된 정
사영상을 제작하고 벡터라이징하여 과거의 해안선
을 추출하고 현재의 해안선 벡터와 비교하였다
(Fig. 5). 파란 선이 과거 해안선, 빨간 선이 현재
해안선이다.
속초해변은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해안침식이 발
생한 반면, 항구와 방파제가 건설된 후 방파제 남
단에는 퇴적이 발생하였다. 속초항 건설 이후 연

Fig. 5 Coast line change (Sok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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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식이 발생하였는데, 외옹치항 건설이 영향

단된다. 설악해변도 정암해변과 비슷한 양상을 보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였다. 후진항이 건설된 후 항구 아래쪽에는 퇴적

이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항구가 아닌 인공적인

이 진행되었고 설악해변에는 침식이 발생하였다.

항구와 방파제가 건설되면서 인근 해변에 장기적

하천하구의 북쪽과 방파제의 아래쪽 사이에 퇴적

인 침식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인공구조물 건설

이 진행되었지만 하천하구 남쪽해변은 침식이 발

로 인한 연안류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에

생하였다.

연안표사가 퇴적되던 해변이 아닌 인공구조물 남
단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10,000 해방직후 항공사진으로부터 과거의 해안
선을 추출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연속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재의 해안선을
추출하였다. DLT를 이용한 과거 항공사진의 기하
보정에 있어서 RMSE 2.5픽셀 정도의 정확도를 확
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상에서의 거리
로 환산시 3m정도의 오차에 해당한다. 항구나 방
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 건설 이후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토사가 인공구조물 아래쪽인 해변에 퇴
적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 해변에 퇴적되는 토사의
양이 감소하여 해안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해방직후 항공사진으로부터 추출한 해
Fig. 6 Coast line chang (Yangyang)

안선과 현재의 해안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고
해변의 계절적인 변화나 해안침식 방지사업을 통

양양 정암해변에서는 침식이 발생하였고 물치해

한 양빈량 등을 고려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해안침

변에서는 퇴적이 발생하였다(Fig. 6). 물치항이 건

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 구간도 매년 양빈을 통

설된 후 항구 아래쪽 물치 해변에 설치된 방파제

한 해안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실

로 인해 연안류의 흐름이 제한되면서 대규모 퇴적

제 침식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이 생성되었다. 물치항의 방파제 아래쪽에
24,300㎡의 모래가 퇴적되었고 물치천 하구 남쪽

감사의 글

에 위치하고 있는 정암해변의 경우 물치해변과는
다르게 34,600㎡의 해안침식이 발생하였다. 물치
항이 건설됨에 따라 물치천을 통해 유입되는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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