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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large-scale levee breach experiment from lateral overflow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new reinforcement 

method applied to the levee’s surface. The new method could prevent levee failure and minimize damage caused by overflow in rivers. 

The levee was designed at the height of 2.5 m, a length of 12 m, and a slope of 1:2. A new material mixed with biopolymer powder, water, 

weathered granite, and loess in an appropriate ratio was sprayed on the levee body’s surface at a thickness of about 5 cm, and vegetation 

recruitment was also monitored. At the Andong River Experiment Center, a flow (4 m3/s) was introduced from the upstream of the A3 

channel to induce the lateral overflow. The change of lateral overflow was measured using an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in the 

upstream and downstream. Additionally, cameras and drones were used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levee breach. Also, a new method 

using 3D point cloud for calculating the surface loss rate of the levee over time was sugges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levee 

reinforcement method. It was compared to existing method based on image analysis and the result was reasonable. The proposed 3D 

point cloud methodology could be a solution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levee reinforc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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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바이오폴리머 기반 제방 보강공법의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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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서의 월류 발생에 따른 제방의 붕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소재 보강공법을 제체 표면에 적용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실규모 횡월류 붕괴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제방 모형은 높이 2.5 m, 길이 12 m, 사면경사 1:2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방의 경우 습식 공법을 이용하여 바이오폴리머 분말, 물, 화강풍화토, 황토를 적정 비율로 혼합한 신소재를 제체 표면에 약 5 cm 두께로 분사한 

뒤 식생활착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실험모형을 완성하였다. 안동하천연구센터 A3 수로 상류에서 4 m3/s 의 유량을 유입시켜 횡월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음향 도플러 유속계를 이용하여 상·하류의 유량 및 횡월류량의 변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제방보강공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미지 

픽셀 기법 및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시간에 따른 제방의 표면손실률을 산정함으로써 영상분석 기반의 새로운 평가 도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제방보강공법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제방, 바이오폴리머, 침식저항성, 실규모 실험, 횡월류, 이미지 분석,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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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주요 국가·지방하천을 중심으

로 제방축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제방구

조물의 대부분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에 따른 잠재적인 위

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방은 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

하고 제내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구조물적인 가치는 

낮으나 보호하는 제내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잠재적인 재화가치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전

국을 휩쓴 폭우로 인해 호남지방과 중부내륙에서 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상당 부분 하천제방이 월류하거나 파이

핑 등에 의해 붕괴되었다. 제방이 붕괴되면 도시범람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및 수생태계 변

화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Ahn et al., 2019). 따

라서, 제방붕괴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에 대한 정밀조사, 보강방안 등 특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제방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보면, 제체 재료에 따른 

월류 붕괴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Chinnarasri et al., 

2004; Schmocker and Hager, 2011), 제방 내 센서를 적용하여 

붕괴 및 침투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Shimada et al., 2011; 

Kim et al., 2014), 보강재를 이용한 제방 안정성 연구(Joo et 

al., 2013) 등이 있다. 이처럼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

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수리실험, 모델링 

등을 통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오고 있지만 제방붕괴의 원인 

및 메커니즘의 이해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o and Kang, 2018a). 제방 붕괴 메커니즘의 정확한 이해는 

제방의 붕괴되는 과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분석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방의 붕

괴과정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상장치를 이용

하여 붕괴 과정을 기록한 이후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innarasri et al., 2004; Zhu et al., 2006; Zhang 

et al., 2009; Ko and Kang, 2018b). Kakinuma and Shimizu 

(2014)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제방의 붕괴 과정을 모니터

링 하였지만, 해당 방법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 

우수한 접근성을 가진 드론을 통해 얻은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각 위치정보를 가진 점들에 중첩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3D 

point cloud) 모델링을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지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시설물의 구조를 운동으로부

터 발생하는 정보를 통해 파악하는 Structure from Motion 

(SfM) 기법을 적용하여 해저 서식지 특성 분석, 수심 측정, 해

양 환경 및 지형탐사 등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Carrivick and Smith, 2019).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제방의 붕괴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수많은 사진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기반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분석결과를 경제적 가치 측정에 활용할 수 있

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Brauneck et al. (2016)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제방 형상의 변화와 유

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의 안동하천연구센터(Andong 

River Experiment Center, REC)는 바이오폴리머 기반 신소

재 활용 제방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 중

에 있다. 기존에 수행된 실험은 댐 붕괴 흐름과 같이 홍수파가 

발생하여 제내지로 퍼져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보강

공법의 검증에 있어 실제 하천에서 발생하는 횡월류 흐름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Ko and Kang, 2020). 

현재는 제방 붕괴 시 발생하는 횡월류 흐름을 유도하여 축척

효과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자연성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식생과 바이오폴리머의 효과를 명확히 구

분하기 위해 1) 신소재가 처리된 식생 제방, 2) 신소재가 처리

되지 않은 식생 제방 두 조건에 대한 실규모 실험을 계획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횡월류 흐름에 따른 신소

재 처리 제방 조건의 실험방법과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영상

분석 기법을 통해 침식 저항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제방 형상 변

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 2대의 드론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많

은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고해상도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3D point cloud modeling)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표

면손실률을 산출함으로써 기존 영상분석 기법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한 제체 표면 침식 저항성 분석 방법의 활용 가능성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실험조건 및 방법

2.1 실험제체 특성 및 제방 표면 신소재 처리 

본 실험이 수행된 안동하천연구센터 인근의 흙의 재질은 

화강풍화토(SP)로써 하천설계기준(MLTMA, 2009)에서 

규정한 제체용 재료 Ⅱ등급 이상의 기준(입도분포 양호, 7 < 

소성지수 < 15 인 SG/GC)에 맞지 않는다.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카이스트(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에서 

제공한 화강풍화토와 황토의 혼합 비율에 따른 애터버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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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를 보면, 화강풍화토와 황토를 7:3 비율로 혼합하였

을 때 소성지수가 8인 SC로 분류되어 Ⅱ등급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기존 화강풍화토와 점토를 각각 7:3 

비율로 혼합한 혼합토를 이용하여 제방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체 재료에 대한 물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제체 조성에 사용

된 혼합토의 최대건조단위중량은 1.90 g/cm3이고 최적함수

비는 14.15%로 나타났다. 또한, 들밀도 시험을 통한 제체의 

다짐도는 약 92%로써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한 90% 이상의 

다짐도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기본적인 제체 모형을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 2대(버킷용

량 0.2 m2 and 0.6 m2)를 이용하여, 1 t 다짐롤러를 이용하여 상

부방향 0.5 m 간격으로 균등한 다짐을 하였다. 이후 제방표면

에 일정 두께로 신소재를 피복하였으며 약 3개월간 식생 활착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 실험모형을 완성하였다. 제방 모

형의 제원은 높이 2.5 m, 길이 12 m, 폭 4 m, 사면경사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하천 제방의 모습을 재현하

고 있다(Figs. 1 and 2).

제방표면에 신소재를 적용하기 위해 공동연구팀인 KAIST

에서 제공하는 배합비를 기반으로 하여 바이오폴리머와 토양

을 혼합하였다(Table 2). 여기에 사용된 바이오폴리머는 베타

글루칸과 잔탄검을 기반으로 하며, 잔탄검은 토양의 강도 증진

에 유효하고 베타글루칸은 식생 성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Chang et al., 2015). 일반적으로 제방의 보수 및 보강

에는 현장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오폴리머와 혼합하기 위

한 토양은 실험장소 인근에서 채취된 화강풍화토와 표면 강도 

Table 1. Atterberg limits and classification

clay : Soil
Liquid limit

LL [%]

Plastic limit

PL [%]

Plastic index

PI [%]

Uniformity 

coefficient

Cu

Coefficient of 

curvature

Cg

Soil 

Classification 
Material grade

100 : 0 33 18 14 N/A N/A SC I

50 : 50 27 15 11 N/A N/A SC II

30 : 70 21 13 8 N/A N/A SC II

0 : 100 N/A N/A N/A 2.7 0.89 SP III

Fig. 2. Construction process of experimental levee model

Fig. 1. Specification of experimental leve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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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효과가 있는 점토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KAIST

에서 테스트 중인 바이오폴리머의 종류는 강도증진용(S)와 식

생활착용(V)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ran et al. 

(2019)이 제안한 방법인 바이오폴리머를 기반으로 두가지 종

류의 다당류(Polysaccharide)를 혼합하여 교차결합한 식생활

착용(V) 바이오폴리머를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현장에서 보강재를 구조물에 시공하기 위한 분사공법으로

는 습식 및 건식 공법이 있다. 습식 공법은 혼합기(Mixing tank)

에서 모든 재료를 혼합한 후 펌프압력으로 재료를 압송하고, 

노즐부에서는 압축공기(Air compressor)에 의해 재료가 넓은 

범위로 분사된다. 건식공법은 물을 제외한 재료를 먼저 노즐로 

보낸 다음, 노즐 부분에서 물과 송출 재료가 섞이게 된다(Seo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가 쉽고, 숏크리트와 녹

화공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습식 공법을 사용하였다(Fig. 3).

제방표면에 신소재를 분사하기 위해 먼저 비탈면에 식재

되어 있는 식물을 제거한 후 바이오-소일이 비탈면에서 흘러내

리지 않도록 유실방지망(Core net)을 설치하였다. 가루 형태

의 바이오폴리머를 물과 혼합하여 액상 형태로 혼합탱크에 투

입하였고, 이후 화강풍화토와 점토를 5:5 비율로 투입하여 20

분 정도의 교반 과정을 거친 뒤 비탈면에 약 5 cm 두께로 분사

하였다(Fig. 4).

2.2 실험방법

안동하천연구센터는 사다리꼴 단면형태의 3개 수로(급경

사수로, 직선수로, 사행수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수로

의 유량공급은 Fig. 5(a)의 1번에 위치한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초 당 최대 10 m3/s의 유량공급이 가능하다(Fig. 5(a) and (b)). 

신소재 처리 제방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이 이루어진 

A3 수로의 기존 단면은 Fig 5(d)와 같다. 실규모 제방의 충분

한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A3 사행 수로의 하류구간의 Flooding 

test region을 재정비하여 횡월류 제방 붕괴실험수로를 구축

하였다(Fig. 5(e) and (f)).

실질적으로 제방 붕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유속, 수위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가정하여 본 실험에서는 유량

과 제방사면에서의 붕괴 거동에 대한 계측과 분석에 집중하였

다. 수로 내 횡월류 흐름을 재현하기 위해 A3 수로에서 1 m3/s의 

유량을 유하하여 수위를 증가시킨 뒤 흐름이 안정된 상태에서 

4 m3/s의 유량을 유입시켜 서서히 횡월류 흐름을 유도하였으

며, 제내지(Inland) 경사면으로 월류가 시작하면 기준 분석 시

점(Time = 0)으로 가정하였다. 음파 도플러 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s, ADCP)를 이용하여 Fig. 5(f)의 C

와 D지점에서 각각 상·하류의 유량 변동을 측정하였다. ADCP

를 이용한 유량 측정 지침을 따라 동일한 단면에서 2회 왕복

(최소 4회)의 단면 유량 값을 측정하였으며, 공급유량이 안

정화 된 이후 상류에서 계측된 유량 값은 각각 3.996, 3.809, 

3.911, 4.178 m3/s 이다. 유량 계측 결과는 미국 USGS의 Office 

of Surface Water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5% 이상의 오차가 발

Fig. 4. Construction order of field test with wet-spraying method

Table 2. Mixing ratio of biopolymer-treated soil

Biopolymer 

type

Mixed materials

Biopolymer 

powder

(kg)

Water 

(L)

Weathered 

granite soil 

(kg)

Clay 

(kg)

V 20 960 2000 2000

Fig. 3. Process diagram of spray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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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았으며, 계획된 공급유량인 4 m3/s와 거의 동일하다

고 판단하였다. 횡월류 발생 후 제방 붕괴에 따른 제내지로의 

급격한 유량 유입으로 인해 제방이 침수되는 시점이 되면 전

체적인 실험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더 이상의 계측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 실험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신소재 제방의 성능 검증을 위한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Fig. 

6과 같다. 횡월류 붕괴 실험에 요구되는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

기 위한 사전 유량 재현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다수의 카메라, 

드론, RTK GPS (Real Time Kinematic GPS)을 활용하여 영

상분석기법을 통한 제방의 붕괴 거동을 3차원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제방의 성능 검증을 위한 기준으로 정략적

으로 비교가 가능한 시간별 표면손실률을 이용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을 활용한 신소재 제방 

성능 검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한 영상 디지타이징 방법의 분석된 표면손실률과 비교가 

이루어졌다. 

3. 실험결과

3.1 영상 이미지 분석을 통한 표면손실률 산정

개발된 신소재 공법을 제체의 표면에 적용하여 월류 발생

에 따른 신소재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본 수리실

험의 목표이다. 따라서 실규모 제방 횡월류 붕괴 실험에서는 

시간에 따른 제방사면의 표면손실률을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

였다. 지금까지 제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센

싱 기법을 이용하여 제체의 붕괴 발생에 따른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 

제시된 표면손실률은 제내지 측 제방사면을 분석 대상으로 선

(b) Pump station (d) Cross section A-A’

(a) River Experiment Center (c) A3 channel (e) Cross section B-B’

(f) Specific information for A3 channel and test region

Fig. 5. Information about the test region at the river experiment center (REC)

Fig. 6.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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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다수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실험 영상을 편집 및 분

석한 뒤 시간에 따른 붕괴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Fig. 7). 먼저 

촬영된 영상을 일정 시간 단위로 캡처하여 보정한 뒤, 보정된 

이미지를 포토샵에 적용하여 붕괴범위 지정을 위한 디지타이

징(Digitiz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석하려는 대상 범

위의 전체 픽셀 개수와 제방 사면의 손실에 따른 픽셀 개수 변

화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표면손실률을 산정하였고, 이를 면

적 단위로 변환하였다(Table 3).

픽셀 기반 영상분석 결과를 보면, 연속적인 유수의 흐름에

도 월류 초기에는 제체 표면에 처리된 신소재의 보강 효과로 

인해 제방 상단면과 제내지 측 사면에서 전혀 파괴가 발생하

지 않았다. 월류 발생 3분 후 제내지 측 제방 끝단(Toe)에서 시

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붕괴 단면이 관측되기 시작

했으며, 서서히 제방 끝단에서 상부 수직 방향으로 붕괴 영역

이 발달하였다. 제방 끝단에서 붕괴가 발생한 후 제방 상단부

에서 월류 흐름에 저항하여 형성된 강한 수직 흐름에 의해 사

면 하단부에서 국부적인 세굴이 발생하여 수직 침식으로 발달

하는 양상으로 붕괴가 진행되었다. 이후 제방 사면의 붕괴 발

달과정은 여전히 제체 상단면이 흐름에 버티면서 제체 붕괴부

에서의 수위 상승에 따른 깊은 파괴면이 발생하고 강한 소류

력에 의해 수직 침식이 가속화된다. 

월류 발생 약 15분 후 유수의 흐름 방향으로 제방 사면에서

의 파괴가 끝을 보이면서 상단면으로의 붕괴가 전이되기 시작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제외지 측으로 붕괴 폭이 발달하지만, 

발달 속도가 느려서 월류 발생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도 11% 

이내의 표면손실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월류 발생 30분 후 

약 14% 이내, 40분 후 약 17% 이내, 50분 후 19% 이내의 표면

손실률을 각각 보인다. 

월류 발생 60분이 지난 시점에서 24% 이상의 표면손실률

이 발생하였으며, 약 63분이 지나면서 월류량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해 붕괴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워 실험을 종료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Fig. 8).

Fig. 7. Image capture and digitizing for estimation of loss rate

Table 3. Surface loss rate and area over time

Time (min.) Number of pixel Area of surface (m2) Loss of pixel Loss of area (m2) Loss rate (%)

3

509,000 59

32,623 3.78 6.409

13 33,974 3.94 6.675

23 64,958 7.53 12.762

33 74,768 8.67 14.689

43 88,154 10.22 17.319

53 96,033 11.13 18.867

63 121,910 14.13 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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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D point cloud modeling을 활용한 제방 측량 및 

표면손실률 산정

본 연구에서는 제체의 붕괴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2대의 드

론을 이용하였다. 드론의 자동촬영 기법의 경우 짧은 시간에 

변화되는 제방의 붕괴 메커니즘을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대의 드론(DJI mavic inspire-x방향 & DJI Inspire 1 Pro-y방

향)을 동시에 비행하여 셔터스피드 기법을 통해 이미지를 획득

하였다. 이후 촬영 결과를 활용하여 제방의 붕괴양상에 대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결과를 생성하였다(Fig. 9(a)).

실험대상 구간인 제방사면에 대한 3차원 재구현(Recon-

struction)은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Pix4D를 이용하였

으며, 제방에서 월류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5분 후

(Case 1)와 40분 후(Case 2)를 대상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차원 모델링의 경우 일반적으로 4 ~ 10개의 지상 기준점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본 실험에서는 Korea 2000/Cetran 

Belt 2010 (EGM 96 Geoid) 좌표계를 기준으로 총 4개의 GCP

가 이용되었다. GCP의 경우 월류 이후에도 GCP가 보존되어

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방 실험구간의 좌우, 그리고 제외

지와 제내지의 안전한 위치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좌표정보

는 RTK GPS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Table 4). 

Fig. 8. Visualization of breach development process on levee slope

(a) 3D point cloud from drone images (b) Analysis of levee specification from 3D result 

Fig. 9. 3D point cloud modeling and analysis of leve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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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의 경우에는 총 41장, Case 2에는 45장이 이미지가 

각각 이용되었다. 모델링 결과의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

들에는 초점거리, 아핀 공간 변환에 대한 매개변수의 차이를 

보는 Camera Optimization 지표, 지리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인 Georeferencing 등이 있다. Case 1의 경우 Camara Optimi-

zation에 대한 초기값과 최적화된 결과의 차이는 4.42%이며, 

Georeferencing에 대한 평균 제곱근의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0.024 m로 나타났다. 또한, Case 2의 첫 번째 

지표는 5.43%, Georeferencing에 대한 RMSE는 0.027 m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우선적으로 3차원 모델링 결과의 정확한 위치정보 검증을 

위해 제방의 기초정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성된 수

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DSM)을 이용하여 제방

의 표고를 분석한 결과, 제내지의 높이는 70.8 m이며 제방 천

단면(Levee crown)의 표고는 72.9 ~ 73.4 m로 계획한 2.5 m 

높이(C-D)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실험구간의 제방 길이

(A-B)는 약 12 m, 제방사면의 길이(C-E)는 약 5.4 m로 산술적

인 제방의 높이는 약 2.4 m로 나타났다. 

제방 성능 검증 분석을 위해 촬영된 이미지와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여 제방사면 표면손실률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10). 실험구간을 대상으로 모델링 결과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면손실이 발생한 범위를 추정하고, 실

험구간인 제방사면의 전체 면적비율과 비교하여 손실률을 추

정하였다. 3차원 모델링 결과를 통한 손실률 분석결과는 2차

원으로 투영된 면적에 대한 손실률과 표고를 고려한 3차원 면

적에 대한 손실률이 제공된다(Table 5). 

Table 4. Ground control points for 3D point cloud modeling 

Name (class)
Coordinates Accuracy 

(m)X (m) Y (m) Z (m)

GCP 1 [3D GCP] 339651.7 441418.6 74.36

0.02
GCP 2 [3D GCP] 339644.7 441432.9 74.36

GCP 3 [3D GCP] 339662.8 441429 74.41

GCP 4 [3D GCP] 339657 441452.7 74.14

(a) Estimating surface loss rate from 3D point cloud modeing

(b) Result of 3D point cloud modeling and estimated levee’s surface (Damaged & Observed)

Fig. 10. Analysis of estimating levee’s loss rate from 3D point cloud modeling

Table 5. Result of surface loss rate and area over time from 3D reconstruction result 

Time

(min.)

Total Area of surface (m2) Loss area (m2) Loss rate (%)

2D 3D 2D 3D 2D 3D

5
59.12 65.98

3.77 3.92 6.377 5.941

40 11.57 12.28 19.570 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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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영상의 경우 횡월류에 의한 제내지의 유량, 거품

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가 혼합되므로 이미지의 반사 경향이 

상이하여 정확도가 저하되는 부분 등이 있어 Case 2의 경우 

3.1절에서 분석된 표면손실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

다. 하지만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디

지타이징 작업에 의한 표면손실률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

로 시간에 따라 손실률의 증가하는 경향이 매우 유사함을 보

였다(Fig. 11). 기존 드론을 활용한 제방의 모니터링 방안을 제

안한 연구(Brauneck et al., 2016)에서는 지상기준점이 없이, 

1대의 드론을 이용하여 분석이 진행되어 자료의 신뢰성에 문

제가 있어 정합 결과의 활용 정도가 제한적 이였지만, 본 연구

에서는 제방의 붕괴 과정과 표면손실률을 보다 정확히 판단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바이오폴리머를 처리한 식생제방 조건에 대한 

실규모 횡월류 붕괴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수의 카메라와 드

론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기

법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제방사면의 표면손실률을 정량적

으로 산정하였으며,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지 픽셀 기법을 활용한 대상 범위(제내지 제방사면 전

체)의 전체 픽셀 개수와 제방 사면의 손실에 따른 픽셀 개수 

변화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표면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월류 발생 3분 후 제내지 측 제방 끝단(Toe)에서 붕괴가 관

측되었다. 월류 발생 약 15분 후 유수의 흐름 방향으로 제방 

사면에서의 파괴가 끝을 보이면서 상단면으로의 붕괴가 

전이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발달 속도가 느려서 월류 발

생 60분이 지난 시점에서 24% 이상의 표면손실률이 발생

하였으며, 월류 발생 약 63분이 지나면서 월류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붕괴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워 실험

을 종료하였다. 

2) 드론은 기존의 항공기나 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에 

비해 대상지역에 대한 촬영이 용이하며 기체를 원하는 지

역으로 조정하기가 용이하고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

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 가진다. 특히, 제방의 붕괴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2대의 드론으

로 짧은 시간동안 많은 영상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촬영된 

이미지와 SfM기법을 활용하여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

델링을 구축하였다. 이후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제방에 

대한 정보와 표면손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

였다. 표면손실률 분석 결과를 보면, 앞에서 적용된 이미지 

픽셀 기법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존의 제방공법의 성능 분석에 사용된 이미지 픽셀기법

은 실시간 붕괴 폭이 확장되는 규모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피복 공법의 침식 대응 능력을 가시적인 성과

로 제시함에 있어 유용하지만, 흐름의 변화에 따라 붕괴되

면서 발생하는 제체 내부의 수리학적 현상을 파악하는 측

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실험 조건에 따른 일정한 분석

과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동일한 촬영장소, 카메라 각도 

설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방법의 경우 일관

성 있는 계측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없으며 촬영 범위를 확

대한다면 침수심, 방류량 분석을 위한 제내지 지형 정보도 

획득이 가능하다. 

Fig. 11. Analysis of surface loss rat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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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반

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홍수피해에 따

른 환경 및 생태에 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제방 안정성 평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성능 검증 및 

분석을 위한 일관성 있는 방법도 요구된다. 향후 신소재 제방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대조실험(일반 식생제방) 결과와 반

드시 비교·분석해야 하며, 신소재 제방의 성능을 일반화하기 

위해 동일한 유량공급 및 실험환경 조건을 유지하면서 효율적

인 실험 및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

을 통해 제방의 설계, 유지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성능 검증

기술과 분석방법의 선도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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