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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ver surveying is conducted to acquire basic geographic data for river master plans and various river 

maintenance, and it is also used to predict changes after river maintenance construction. ABL (Airborne 
Bathymetric LiDAR) system is a cutting-edge surveying technology that can simultaneously observe the water 
surface and river bed using a green laser, and has many advantages in river surveying. In order to use the ABL 
data for river surveying, it is prerequisite step to segment and extract the water surface and river bed points from 
the original point cloud data. In this study, point cloud segment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ground 
filtering technique, ATIN (Adaptive Triangular Irregular Network) to the ABL data and then, the water surface 
and riverbed point clouds were extracted sequentially. In the Gokgyocheon river area, Chungcheongnam-do,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the dataset obtained using the Leica Chiroptera 4X senso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for the water surface and riverbed was 88.8%, and the Kappa coefficient 
was 0.825, confirming that the ABL data can be effectively used for river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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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하천측량은 하천기본계획 및 각종 하천 정비의 기초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되며 하천의 물리적 형태와 하천 
정비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항공수심라이다(ABL:  Airborne Bathymetric LiDAR) 시스템
은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여 수면과 하상을 동시에 측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하천의 수심 및 하상 측량에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를 하천 측량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득된 점군 데이터부터 수
면과 하상 점들을 분리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면필터링 기법인 ATIN 
(Adaptive Triangular Irregular Network)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항공수심라이다의 점군 데이터로부터 저수심 하천
의 수면과 하상 점군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고 제안된 방법론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
도 곡교천 일대에서 Leica Chiroptera 4X 센서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수
면과 하상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88.8%, Kappa 계수는 0.825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를 하
천측량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하천측량, 항공수심라이다, 하상 추출, 지면 필터링, 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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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측량은 하천기본계획과 각종 하천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천의 물리
적 형태와 다양한 정비사업 이후의 이 · 치수 및 생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하천측량은 계획과 조
사를 통해 얻은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평면측량, 고저측량, 
수심측량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토탈스테이션 혹
은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장비를 활용
한 현장측량을 통해 수행해 왔다. 하지만 현장측량은 많은 업
무량과 시간이 소요되며 연속적인 지형정보의 획득이 어렵
다는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항공라이다, 항공사진측량, 드
론 측량 등과 같은 원격탐사 기술을 하천측량의 공정개선을 
위해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Choi et al., 2014; Kim and Yu, 
2020; Lee et al., 2020). 하지만 하천측량 공정 중 수심 및 
하상 측량의 경우, 공기와 물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매개체
를 동시에 투과하여 관측하여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일반
적인 원격탐사 기술을 적용하여 측량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
다. 따라서 하천의 수심과 하상 측량은 GNSS 장비와 음향측
심(echo sounding)을 이용하여 수면 높이(수위)와 수심을 측
정한 후 성과물로 횡단면도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기
도 한다. 이때 횡단면도는 기본적으로 하천의 기본 계획 측선
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측선의 간격은 하폭에 따라 상이하지
만 최대 500m 간격으로 설정한다(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2019). 이러한 측선 중심의 측량법은 하폭에 비
해 연장선이 긴 하천에서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지만 합류부
나 대규모 수공구조물 주변, 하상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수역대 등에서는 대상 구간의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Kim and Kim, 2020). 
항공수심라이다(ABL: Airborne Bathymetric LiDAR) 측
량시스템은 물을 투과할 수 있는 그린 레이저(515~520nm)
를 사용하여 항공에서 수심과 하상을 측량할 수 있으며, 하
천 수심측량에 활용할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면과 
하상에 대한 연속적인 고해상도 지형정보 구축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송신기에서 발사된 레이저 광선은 공기와 수
면을 가로질러 바닥에 닿을 때까지 수중에서 전파된다. 공
기와 물의 매개체를 통해 레이저가 전파되는 동안 완전히 
감쇠(attenuation)되지 않으면 물체에 도달한 후 반사된 에
너지(backscatter)가 수신기에 입사되고, 이는 감지 가능한 
각 물체에 해당하는 고유한 극점(peak)들을 가진 웨이브폼
(waveform)의 형태로 기록된다(Fig. 1). 이론적으로 웨이브폼 
상의 극점들의 위치는 지형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고유한 객

체들(수면과 하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실세계에서 수
집된 웨이브폼은 수면, 하상, 수중식생, 수중객체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펄스(pulse)가 기록되며, 대상지
역의 환경적 특성(탁도, 물결, 공기와 수중의 입자 및 기타 노
이즈)과 측량에 사용된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의 특징에 따
라 변형 및 왜곡되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과 다수의 지역극대
점(local maximum peak)들을 갖을 수 있다. 이는 항공수심
라이다 점군(point cloud) 데이터에 다중리턴(multi-return)의 
결과로 나타난다(Wang et al., 2015). 따라서 하천의 수심과 
하상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수심라이다의 점군으로
부터 수면과 하상에 해당하는 점군을 분리하고 추출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상용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 업체들은 항공
수심라이다의 웨이브폼을 분석하여 수면과 하상에 해당하는 
점군들을 추출하는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eledyne Optech 사의 HydroFusion, RIEGL 사
의 RiHYDRO, Leica 사의 LSS (Lidar Survey Studio)와 같
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자사의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에 
최적화된 데이터 처리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전처리 프로그램에서 수면과 하상으로 분류된 점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하천 측량 정밀도 검증 사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Fernandez-Diaz et al. (2014)은 미국 
NCALM (National Center for Airborne Laser Mapping)에서 
개발하고 Teledyne Optech 사에 의해 구현된 Aquarius 항공
수심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하천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린 
레이저만을 사용하여 측량을 수행하고 하천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반사율, 탁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센서는 단일 패스에서 지상의 경우 1~4 pt/m², 해저의 
경우 0.3~3 pt/m²의 점밀도로 점군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고, 
정확도 평가 결과 미국 Snake 강 유역에서 취득된 하상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의 경우 RMSE (Root Mean Square 
Error) 0.128m, 미국 Blue 강과 Colorado 강 유역에서 취득된 
하상 DEM의 경우 RMSE 0.241m의 위치정확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Saylam et al. (2018)은 Leica Chirotera 
항공수심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미국 텍사스 Frio 강 전역
에 걸쳐서 수심 및 하상 측량을 실시하고 품질 테스트 결과
를 보고하였다. 수면의 상태, 탁도, 식생분포 등의 다양한 환
경적 요인이 측량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고 음향측심기와 GNSS를 활용한 품
질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였다. Kim and Kim (2020)이 한강 
강천보 하류지점에서 Optech CZMIL 항공수심라이다 센서
를 활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MBES (Multi Beam Echo 
Sounder)의 데이터와 정확도를 비교한 초기 연구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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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면적 0.03km2, 수심구간 0.91 ~ 3.06m의 지역
에서 수심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최대오차 -0.69m, RMSE 
0.13m의 정확도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항공수
심라이다의 수심측량 가능성을 확인하였지만, 대상지역이 소
규모인 한계점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언
급하였다. 

Fig. 1. Conceptual sketch of the laser beam propagation and 
return signals in ABL system (Mandlburger et al., 2013)

하지만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구현
된 수면 및 하상 추출 알고리즘들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처
리결과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Saylam et al., 2018), 
사용자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나 개선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Andersen et al., 2017). 또한 일반 사용자는 웨
이브폼 정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점군 데이터의 3차원 위치
만으로 수면과 하상 정보의 추출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현재 미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미국 연안 지역의 항공
수심라이다 데이터(RIEGL VQ820G 및 VQ880G)를 웨이브
폼 정보가 없는 점군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수
심라이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군의 위치정
보를 사용하여 하상 점들을 추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관

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Mandlburger et al. (2015)은 오스
트리아 Pielach 강의 홍수에 따른 하천의 시계열 변화 측량
을 위해, RIEGL VQ820G와 VQ880G 데이터의 intensity, 수
심, 주변 점들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하상 점들을 분류하였으
며, 고해상도 하상 DEM을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수심
라이다 측량으로 홍수에 의해 발생한 하천의 지형학적 변화
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하천식생 및 어류의 모니터링
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적 요
인에 따라 많은 임계값을 적용하였으며 범용적으로 활용가능
한 점군 분류 알고리즘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Nagle 
and Wright (2016)는 항공수심라이다의 점군 데이터로부터 
해저면을 추출하기 위해, 마지막 리턴 점들의 후처리에 IRCF 
(Iterative Random Consensus Filter)를 적용하였으며 포함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Lee et al. (2020)은 RIEGL 
VQ880G 센서로 취득된 미국 연안지역 점군 데이터로부터 해
저면 점들을 추출하기 위해 CSF (Cloth Simulation Filtering)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
하였다. 하지만 해안선 및 하천 경계와 같은 저수심 영역에 개
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론의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Kim and Brian (2021)은 미국 플
로리다 연안에 대해 취득된 항공수심라이다 점군 데이터에 
대해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초기 분류를 수행하고 기
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인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저 점군을 추출하였다. 
연구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를 
하천 수심 및 하상 측량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로 사례 연구 중심이며 기술의 표준화나 
고도화는 미진한 상황이며, 또한 항공수심라이다 점군의 지
형학적 위치 정보를 활용한 점군 분류 기술은 그 필요성에 비
해 기존 연구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하천 상류와 같은 저수심 
영역에서의 점군 분류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서 취득된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로부터 
수면과 하상 점군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
면 필터링(ground filtering) 기술 중 하나인 ATIN (Adaptive 
Triangular Irregular Network)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론 

하천 지역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는 수면과 하상에서 반사
된 신호 외에도 수면 부근과 하상 아래 영역에서 발생한 노이
즈 및 수중 객체나 부유물에 의한 반사 신호들, 그리고 광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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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경로(multipath)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상치(outlier)들
이 혼재된 형태로 취득된다. 따라서 하천의 지형정보 추출을 
위해서는 항공수심라이다 점군으로부터 수면과 하상에 해당
하는 점군을 추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Fig. 2는 항
공수심라이다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천 지역의 수면 모
델링, 하상 DEM 추출, 수심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제안한 연
구의 흐름도이다. 
먼저 광선 다중경로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광역적 이상치 
제거를 위해 수면 위와 하상 아래 위치에서 이웃 점들(반경 
1m 이내)보다 임계치(0.1m) 이상 떨어져 있는 점들을 제거
한다. 이때 사용한 이웃 반경과 임계치는 데이터 점밀도와 해
당지역의 수심 범위를 고려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후 수면 추출과 하상 추출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수면 모델
링은 하천의 연속적인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
한 하상 추출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에서 수면에서의 반사 신호
는 대체로 누락 없이 기록되나, 하상은 수심, 탁도에 따라 지
역적 결측(data missing)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상 추출 
이전에 수면을 분리하여 이러한 하상 결측 지역에서 수면 점
들이 하상으로 오분류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천
의 수면은 하상의 경사와 지역적 요철에 따라 완만한 굴곡을 
갖는 경사면이며, 하상은 하상재료, 하천 곡률, 식생 분포 등
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하류로 갈수록 완만하고 평평해
지는 오목 지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은 상부에서 아래 방
향으로, 하상은 하부에서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면(surface)
으로 간주하고, 지면 필터링 기술을 상하 양방향에서 순차적
으로 적용하여 수면과 하상을 각각 분류하고자 하였다. 지면 

필터링은 육상 항공라이다 측량에서 지면과 비지면 객체들
을 분리하는 기술로, 매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
다(Chen et al., 2017). 이 중 다양한 경사면과 굴곡을 표현하
기에 적합한 TIN 기반의 대표적인 지면 필터링 알고리즘인 
ATIN을 활용하였다. 

ATIN (Axelsson, 2000)은 지면의 경사도나 복잡도에 강
건하게 적용 가능하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지면 필터링 
기술 중 하나이며, Terrasolid Terrascan, Agisoft Photoscan 
등의 대표적인 점군 처리 소프트웨어가 ATIN 기반 지면 분
류 모듈을 탑재하고 있다(Polat and Uysal, 2015; Chen et al, 
2021). ATIN 알고리즘은 지역적 최저점들로부터 TIN 모델
을 반복적으로 세밀화(densification)하여 지면에 해당하는 점
들을 분류한다. 초기 TIN은 최대 격자 크기(GS: Grid Size)
의 격자에 모든 점군들을 할당하고 각 격자의 최저점들을 시
드(seed) 점으로 하여 구성한다. 이후 모든 점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삼각형까지의 거리(d )와, 노드(node)와의 사이각(α)
을 구하고, 이들이 조정 임계치보다 작은 점들을 TIN에 추
가하는 과정을, 더 이상 추가되는 점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
여 TIN 모델을 지면에 점차 근사시킨다(Fig. 3(a)). 사용자 입
력 계수는 최대 격자 크기 GS, 초기 거리 임계치(ID: Iteration 
Distance)와 각 임계치(IA: Iteration Angle)와 각 삼각형 면의 
최대 경사각(TA: Terrain Angle)이 있다. 일반적인 지면 필터
링 시에는 GS 값은 해당 지역 내 존재하는 가장 큰 객체의 크
기(예: 가장 큰 건물의 경계 길이)로 할당하며, TA는 계단과 
같은 매우 경사도가 높은 인공 지면이 있는 지역에서는 88-
90°, 일반적인 자연지형에서는 10-15° 정도의 값을 사용하고, 
IA=4-10°, ID=0.5-1.5m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험적으로 결

Fig. 2. Workflow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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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TerraSolid, 2016). 본 연구에서는 수면 추출을 위해, 
Fig. 3(b)와 같이 지역적 최고점들을 기준으로 초기 TIN을 구
성한 후, 아래 방향으로 TIN을 세밀화할 수 있도록 적용 방향
을 역으로 수정하여 ATIN을 적용하였다.

Fig. 3. ATIN based surface detection: (a) ATIN, (b) 
Inverted ATIN

이상치 제거 후에도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에는 수중 산란 
등으로 인해, 수면 혹은 하상 부근에 노이즈들이 상당량 분포
하는데, 특히 수면의 위와 하상 아래에 존재하는 노이즈들은 
지면 필터링 적용 시 편향(bias)를 발생시키고 노이즈 부근의 
수면 점(또는 하상 점)들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야기한다. 이러
한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 ATIN을 통해 분류된 수면 점군 
중 주변 점(25점 기준)들보다 90% 이상 고도값이 큰 점들을 제
거한다. 이후 수면으로부터 고도 ±5cm 범위 내 주변 점들을 
추가하여 최종 수면 점군을 추출하고, 래스터화(rasterizing)하
여 수면 모델을 생성한다. 하상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은 수면 
모델링과 동일한 과정을 아래에서 위로 방향성을 달리하여 적
용한다. 수면과 하상 추출을 위해 ATIN의 입력 계수들은 실험
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GS=10m, ID=0.15m, IA=15°
로 결정되었고, 최대 경사각인 TA는 수면 추출의 경우에는 15°, 
수면보다 경사도 변화가 큰 하상 추출에는 30°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수면 모델과 하상 DEM과의 고도차를 구
하여 하천의 수심을 측정한다.

3. 실험지역 및 데이터

실험 대상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으로 온양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약 1.2km 구간이며(Fig. 
4), 하천 분류상 국가하천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계획하폭은 
286m, 홍수위는 13.34m이다.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는 Leica 
Chiroptera 4X 시스템을 통해 2020년 6월 20일 취득되었으며, 
해당 시기 실험지역의 최대수심은 2.2m이고, 하천 영역의 점밀
도는 24.7pt/m²이다. Chiroptera 시스템은 수심 25m 이하인 얕
은 수역의 측량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35kHz의 수심 채널과 
500kHz의 지형 채널을 사용하고, 센서 특성은 Table 1과 같다
(Leica Geosystems, 2018). 취득된 Chiroptera 원시 데이터를 

Leica LSS 소프트웨어를 통해 점군을 생성했으며, 하천 영역
을 절취(masking)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4. Test site: (a) location of test site, (b) aerial photo, (c) 
ABL point cloud data

Table 1. Leica Chiroptera 4X sensor specifications

Parameters Characterisation
Bathymetric 

capability 
140,000 points/second green, digital 

full waveform capture
Topographic 

capability Up to 500,000 points/second infrared

Operation altitude Bathymetry 400 – 600 m AGL
Topography up to 1,600 m AGL

Depth range Dmax = 2.7/k
Scanner pattern Oblique scanner

Field of view ±14° front/back, ±20° left/right
Swath width 70 % of AGL

Point density Bathymetry: >5 pts/m²
Topography: >10 pts/m²

Bathymetric 
accuracy Elevation accuracy: 0.15 m (2σ)

Topographic 
accuracy

Elevation accuracy: 5 cm (1σ)
Horizontal accuracy: 15 cm (1σ)

4. 실험결과 및 분석

제안한 기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점군 분류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하천 점
군으로부터 100m 간격의 단면에 대한 참조자료(reference)
를 수동으로 추출하였다(Fig. 5(a)). 분류 결과는 수면, 하상, 
그 외 미분류(unclassified)의 세 개의 클래스로 나뉘며, 오차
행렬을 이용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오차행렬은 클래
스별 분류 결과와 참조자료를 각각 행과 열에 배치하여 각 클
래스별 정확도를 표시하며, 대각선에 해당하는 바르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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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샘플 수의 총합을 전체 샘플 수로 나눈 정확도를 전체 정
확도(overall accuracy), 참조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류 결과
가 얼마나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생산자 정확도
(producer’s accuracy), 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생성된 결과가 
실제 참조자료의 클래스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사

용자 정확도(user’s accuracy)로 구분된다. 또한, Kappa 계수
는 바르게 분류된 샘플들에서 우연히 바르게 분류될 수 있는 
확률을 제거한 조정 정확도로, 일반적으로 K>0.8이면 우수
한 결과로 평가한다(Landis and Koch, 1977).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분류 결과를 Leica LSS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 accuracy of Leica LSS software 

Table 3. Classification result accuracy of developed algorithm

Reference
Water 
surface Riverbed Unclassified Total User’s accuracy (%)

LSS 
results

Water surface 22904 1 509 23414 97.8
Riverbed 52 11430 5401 16883 67.7

Unclassified 1786 650 12016 14452 83.1
Total 24742 12081 17926 54749

Producer’s 
accuracy (%) 92.6 94.6 67.0

            Overall accuracy : 84.7%                                           Kappa : 0.765

Reference
Water 
surface Riverbed Unclassified Total User’s accuracy (%)

Test 
results

Water surface 22699 19 818 23536 96.4
Riverbed 0 10057 1260 11317 88.9

Unclassified 2043 2000 15792 19835 79.6
Total 24742 12076 17870 54688

Producer’s 
accuracy (%) 91.7 83.3 88.3

            Overall accuracy : 88.8%                                              Kappa : 0.825 

Fig. 5. Comparison of the results : (a) locations of the reference, (b) cross-sections of row A, 
(c) cross-sections of row B, (d) cross-sections of row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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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통해 분류된 결과와 상대적으로 비교 · 평가하
였다. LSS 소프트웨어는 Leica의 HawkEye와 Chiroptera 항
공수심라이다 센서로부터 취득된 데이터처리를 위한 상용 소
프트웨어이며 블랙박스화된 자체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Leica Geosystems, 2021). 제안한 방법을 통한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는 88.8%, Kappa 계수는 0.825로, LSS 소프트
웨어 분류 결과보다 전체 정확도는 약 4%, Kappa 계수는 약 
0.06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분류 정확도
(오차행렬)는 각각 Table 2 and 3에 제시되어 있다. 수면에 대
한 분류 결과의 사용자 정확도와 생산자 정확도는 두 방법 모
두 90% 이상이며, LSS 소프트웨어 분류 결과(생산자 정확
도: 92.6%, 사용자 정확도: 97.8%)가 제안한 분류 방법의 결
과(생산자 정확도: 91.7%, 사용자 정확도: 96.4%)보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하상의 경우에는 두 결과 간 정확도 차
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LSS 소프트웨어 분류 결과의 경우, 생
산자 정확도는 94.6%로 양호하나 사용자 정확도는 67.7%의 
낮은 수치를 보여, LSS의 분류 방법이 수중 점들을 하상으로 
과대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의 하상 추출 정
확도는 생산자 정확도(83.3%)와 사용자 정확도(88.9%) 간
의 차가 크지 않았으며, 특히 사용자 정확도는 LSS 소프트웨
어 결과 대비 20% 이상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는 참조자료와 실험 결과들의 단면을 비교한 그림이
다. LSS 소프트웨어 결과는 단면 A(5(b)-②)의 우측 얕은 하
상 영역을 하상으로 분류하지 못했으며, 단면 C의 좌측 하
천 경계 부근(5(d)-②)에서도 누락오차를 발생시켰다. 또한, 
단면 B(Fig. 5(c)-②)의 하상 경계부에서처럼 수중 반사점들
을 하상으로 오분류하는 오차들이 발생하였다. 분석 결과, 
LSS의 하상 추출 결과는 점밀도가 낮은 영역이나 하상 데
이터 결측 영역 주변에서 하상 점들의 누락이 발생하고, 전
체적으로 하상 점들이 두텁게 과대추정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얕은 수역과 결측 영역 주변부에서도 
하상 점들을 분리하였으나(Fig. 5(b)-③), 점밀도가 낮은 영
역에서 하상과 노이즈 간 오분류가 발생하였다(Fig. 5(d)-③ 
좌측 영역). 이는 점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하상
면과 노이즈 간 구분이 어렵고, 제거되지 않은 노이즈나 이
상치가 있을 시 최저점들을 기준으로 TIN을 세밀화하면서 
면을 구성하는 ATIN이 실제 하상보다 낮게 지면을 구성하
게 되기 때문이다. 
제안한 방법으로 분류한 결과를 통해 수면과 하상에 대한 
연속 모델을 생성하였고, 수면과 하상 간 고도 차를 계산하
여 수심 모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공간정보의 공간 해상도
(spatial resolution)는 모두 0.5m로 제작되었다(Fig. 6).

Fig. 6. Geospatial information of Gokgyo river area: (a) water 
surface model, (b) riverbed DEM, (c) river depth model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TIN 지면 필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
자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로부터 저
수심 하천의 수면과 하상 점군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충남 곡교천에서 취득된 항공수심라이다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하
천의 수면, 하상 및 수심에 대한 고해상도 공간정보를 생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하천 수면과 
하상의 점군 분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88.8%, 
Kappa 계수는 0.825였으며,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 개발사
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분류 결과보다 전체 정확도는 
4%, Kappa 계수는 0.06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ATIN 지면 필터링 기술이 하상 분류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필터링 적용방향을 역으로 변경하여 수
면 추출을 추출함으로써, 항공수심라이다 점군 데이터로부
터 저수심 하천의 수면과 하상 지형 모델을 효과적으로 생성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의 하천 지
형정보 구축을 위한 고점밀도 항공수심라이다 데이터의 활
용 가능성을 실증한 연구이며, 향후 다양한 환경적 요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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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심, 하상지형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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