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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지역의 훼손으로 토양의 침식이 발생하고 이는 강우와 결부되어

하천 오염 및 하천의 바닥고를 상승시켜 통수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국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통하여 토사유출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토사유출량 산정 시 고려되는 매개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무선조종

헬기 통하여 취득한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절취사면의 사면경사계수(LS) 및 토양피복계수(C)를 영

상분석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값을 산정하였다.

주요어 : 무선조종 헬기 사진측량 시스템, 토양침식계수, 영상분석, 분류

ABSTRACT

Recently,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nducting disaster effect estimation to breed disaster,

and cope these disaster beforehand provoking soil erosion and floo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reduce of these disaster.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extract LS and C factors of soil erosion through the digital

image. The photogrammetric technique, which employs the Remote Control Helicopter equipped

with a non-metric digital camera, was used for the efficient survey and analysis of cutting

slopes.

As a result, we obtain more objective value of soil erosion factor using digit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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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토목공

사 시 강우가 발생하면 토사 및 지표면에 누

적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수질오탁 및 하상고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재해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토양손실을 정량

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모형은 확정론적 경험

모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정범용토양손실

공식(RUSLE)과 국내 골프장 설계 시 많이 적

용하는 일본사방시설 설계기준의 원단위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재해영향평가 시 토사유출

의 산정에 있어서 매개변수의 추정이 설계자

의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좌우되므로 그 결과

에 대하여 신뢰성을 갖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무선 조정 헬리콥터에 사진측량시스템

인 CCD(charge couple device) 카메라를 장착

하여 분석하는 기술이 국내․외로 활발히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Theodoridou 등 2000. ;

Zischinsky 등, 2000. ; 장호식, 2004 ; 장호식,

2005), 근거리 디지털 영상을 실제적인 사면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DB화 및 사면의 객관적이

며 과학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도 수행되

었다(이진덕 등,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사유출에

대한 해석 시 사용되는 방법 중 RUSLE 모형

의 매개변수인 LS와 C를 무선헬리콥터에 탑

재된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을 분석하여 좀 더 객관적인 값을 구하고자

한다.

자료획득 및 전처리과정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절취단면의 토사유

출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이용될 도로절취사면을 선

정하고 RC 헬리콥터에 짐벌장치를 설치하여

디지털 카메라(sony DSC-W1)를 장착한 후

고도 200～300m 상공에서 대상 사면을 중복도

높게 촬영하였다.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은 포토샵(Photoshop 7.0)을 이용

하여 영상 형태를 변환하고, ISDM(image

station digital measuration) 모듈을 이용하여

표정을 실시한 후 대상사면의 정량적인 분석

을 하기 위하여 ISSD(image station stereo

display)와 ISFC(image station feature

collection) 모듈을 이용하여 수치도화하였다.

토사유출 산정 시 요구되는 매개변수 중, 토

양피복계수(C)를 디지털 영상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앞서 획득한 영상을 image

analy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지피복상태에

따른 분류를 최초 5 class로 실시한 후 유사

영상을 보정한 후 최종적으로 4 class로 분류

하여 그 값을 산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중

사면경사계수(LS)는 대상사면의 정량적 분석

을 통하여 획득된 도형자료를 이용하여 그 값

을 산정하였다.

1. 디지털 영상 획득 및 사진측량 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은 그림 1, 2와 같이

헬리콥터의 진동이나 롤링(rolling)에 관계없이

연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짐벌장치가 설치

된 무선조종 헬리콥터에 디지털 카메라를 장

착하여 획득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는 유효

화수 5.09 Mega Pixel, Shutter speed 30～

1/2000sec로 대상 지역의 형태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FIGURE 1. Gimbal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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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C helicopter for 
urveying system

표정 작업은 카메라 검정파일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표정을 수행하고 지상

기준점을 이용하여 각 사진에 대한 외부표정

요소를 구하였다. 내부표정에서는 무인헬기의

수치화 과정에서 좌표계의 변환관계를 설정

하여, 도화기로 취득된 기계좌표계와 영상의

사진좌표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좌표변환을

수행해야 한다(김명준, 2005). 본 연구에서는

부등각사상변환을 이용하여 두 좌표계를 연

결 시켰으며, 무인헬기 사진 촬영 시스템을

통하여 획득된 영상은 Z/I Imaging회사의

Image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처

리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정 작업은 image

station digital mensuration를 사용하여 처리

하였다. 표정작업은 카메라 검정파일에서 취

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진에 대한 외부

표정요소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

상은 디지털 영상이므로 내부표정의 단계는

생략하였으며, 상호 표정과정과 외부표정과정

은 그림 3, 4에 나타내었다. 그림 3,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각각의 표정점을 우측영상과

좌측영상에서 정확히 일치 시키는 작업을 나

타내고 있으며, 표정 시 실시간으로 표정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확도

가 낮게 나타난 표정점은 삭제하고 재측정을

실시한다.

FIGURE 3. Relative orientation

FIGURE 4. Absolute orientation

2. 토양침식인자

강우의 토양침식에 대한 토지이용의 영향을

예측할 목적으로 개발된 수정범용토양손실

공식(RUSLE :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은 Wischmeier와 Smith(1965, 1978)

에 의해 제안된 이후 설계목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 모형은 경사진 소유역에서의 토

사유출량 추정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물에 의해 발생되는 판상침식에만 국

한되어 융설된 물 또는 바람에 의한 구곡침식

은 고려되지 않으며 주로 장기간의 연평균 토

양손실량을 산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 1998). 국내의 연

구로는 199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댐

설계를 위한 유역단위 비유사량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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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RUSLE를 이용하여 유사량을 추정한바

있고, 각종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도 이 공

식에 의한 결과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본 공식

은 다음과 같다.

  ․ ․ ․ ․ (1)

여기서,  : 단위면적당 평균토양침식량

 : 강우에너지 계수

 : 토양침식계수

 : 사면경사계수

 : 토양피복계수

 : 토양보존대책인자

위 공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우침식도 R

R 인자는 정상 년 강우의 침식능력을 말하

며,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2000년 박정

환 등이 「토양유실공식의 강우침식도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관측소별 강우침식도

(R) 자료에서 제시된 값을 이용하는 방법과

단일호우 사상에 의한 R 값이 있다.

2) 토양침식인자 K

토양침식인자(K)는 Erickson의 삼각도표를

이용하여 건설교통부(1992)의 「댐 설계를 위

한 유역단위 비유사량 조사․연구(부록,

1992.11)」에서 제시한 한국 전역의 토양통별

K값을 1:250,000 개략토양도의 구분에 따라 적

용할 수 있도록 대표 토양통으로 분류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3) 사면경사계수 LS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

(L)와 경사도(S)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

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

원계수 LS값을 고려한다.

4) 토양피복계수

RUSLE공식에서 농경이나 토양의 관리기법

이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거나 토양보

존 대책 중 토양의 관리가 토양침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피복․관리인

자(cover-management factor) C를 사용하고

있다. 이 C인자는 보존대책이 연평균 토양손

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토양손실

잠재능이 건설활동, 농경활동 또는 토양 관리

계획 기간 중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가

를 나타내고 있다.

5) 토양보존대책인자

토양 보존대책인자는 어떤 토양 보존대책을

적용한 사면의 상․하 방향 경사지로부터의

토양유실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한 토양유실의

비로 정의된다. 이것은 등고선 경작, 등고선

대상재배, 등고선 단구효과, 지표하 배수, 건조

한 농경지의 조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USLE 방법의 매개

변수 중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 및 산정이 가

능한 사면경사계수(LS)와 토양피복계수(C)를

구하고자 한다.

3. 입체영상 생성 및 수치도화

대상유역의 사면경사계수를 산정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입체영상을 image station

stereo display를 사용하여 생성 하였으며, 이

렇게 생성된 입체영상을 통하여 수치 도화 작

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ISSD를 이용하여 3차

원 stereo영상을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영상으

로부터 ISF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도화를

실시하였다. 수치도화 작업은 유저의 능력에

따라 정확도가 결정되므로 반복 실시를 통하

여 최고의 정확도를 나타낸 작업을 통하여 수

치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ISSD를 이용하여 stereo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연속된 수치영

상에서의 특징점을 이용하여 상호표정을 실시

하였다. 그림 6은 상호표정에 의해 정합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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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확대한 것이고, 절대좌표계로의 변환에

관련한 절대표정은 이미 TS(total station)측량

에 의해 결정된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였다. 그

림 7은 Micro station을 이용하여 수치도화 작

업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8, 9는 최종적인

사면의 형상을 CAD 파일로 출력된 그림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절대표정을 마친 자료의 정확도를 분

석하기 위해 기 설치된 검사점에 대한 TS측

량의 성과와 절대표정 이후의 성과를 비교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를 평균오

차로 나타내면 x방향 0.410m, y방향 0.319m, z

방향 0.454m이며, 이는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의 1 : 5,000에서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ISSD

FIGURE 6. Stereo image

FIGURE 7. Digitizing

FIGURE 8. Horizontal cutting slope

FIGURE 9. Cross cutting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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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otal Station Image Station νx

(m)
νy

(m)
ν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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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84901.96 191958.68 30.15 184901.63 191958.69 30.28 -0.33 0.01 0.13

110 184900.58 191977.61 30.04 184900.37 191977.41 29.57 -0.21 -0.19 -0.47

120 184928.99 191942.64 44.60 184928.69 191942.24 44.73 -0.30 -0.40 0.13

113 184896.82 192013.38 29.57 184896.58 192013.09 30.00 -0.24 -0.29 0.43

119 184922.24 191962.02 40.24 184922.12 191961.68 39.18 -0.12 -0.34 -1.06

122 184932.79 191906.49 44.94 184933.53 191906.60 44.68 0.74 0.11 -0.27

129 184939.66 191929.88 49.74 184939.11 191930.06 50.22 -0.55 0.18 0.48

142 184891.62 191958.86 24.87 184890.98 191959.26 24.10 -0.64 0.40 -0.77

143 184889.65 191977.20 24.66 184889.00 191977.54 24.38 -0.65 0.34 -0.28

145 184886.18 192013.21 24.27 184885.75 192013.87 23.64 -0.43 0.66 -0.63

146 184883.53 192040.45 24.05 184883.20 192041.14 23.49 -0.33 0.69 -0.56

150 184902.61 192014.98 33.07 184901.83 192014.44 32.51 -0.78 -0.54 -0.56

151 184905.58 192001.93 34.41 184905.99 192002.07 34.50 0.41 0.14 0.09

179 184878.71 192012.13 20.33 184878.40 192011.96 20.24 -0.31 -0.17 -0.09

180 184876.13 192039.09 20.10 184876.31 192038.75 19.47 0.18 -0.34 -0.64

185 184913.81 191978.20 37.33 184913.92 191978.06 36.95 0.11 -0.14 -0.38

186 184918.29 191957.14 39.67 184918.40 191956.46 40.13 0.11 -0.68 0.46

208 184877.95 192003.84 19.44 184877.52 192003.95 19.68 -0.43 0.11 0.24

207 184881.28 191968.77 19.67 184880.75 191968.65 19.05 -0.53 -0.12 -0.62

206 184885.04 191929.22 19.81 184884.47 191928.74 20.18 -0.57 -0.49 1.37

205 184888.72 191891.52 19.87 184888.50 191891.20 20.00 -0.22 -0.32 0.13

209 184873.43 192051.04 19.01 184872.59 192051.40 18.80 -0.84 0.36 -0.21

Mean Error 0.410 0.319 0.454

TABLE 1. The error of orientation results

연구 방법

1. 경사분석을 이용한 LS값 산정

추출된 평면도를 ESRI 사의 ArcView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대상

유역에 대한 불규칙삼각망(TIN, triangular

irregular network)을 구축하였으며, Vector

형태의 자료인 TIN을 분석에 용이한 형태

인 Grid로 변환시켜 경사길이와 경사도를

이용하여 그림 11과 같이 경사분석을 시행

하였다. FIGURE 10. Tin 



The Estimation of Soil Erosion Factors of Cutting Slope using RC Helicopter Image
―――――――――――――――――――――――――――――――――――――――――――――――――――――――――――――――――
88

FIGURE 11. Slope analysis

대상유역에 대한 사면경사계수를 산정한 결

과는 표 2와 같다.

Sub 1 Sub 2 Sub 3 Sub 4

LS 0.53 0.80 1.77 3.98

TABLE 2. Segment LS factor

2. 영상처리를 이용한 C값 산정

2.1 영상처리

Image Analyst는 Intergraph 사에서 제작

한 다중 분광 원격 탐사 소프트웨어로서

QuickBird, IKONOS, Landsat MSS/TM,

SPOT 영상자료 등의 원격탐사 데이터, 항

공 측량 데이터 등을 벡터데이터의 중첩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Image

Mapping, Catrographic Update, GIS 응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Image Analyst는 Contrast, Geometry,

Spatial, Spectral 및 Classify 등의 주 메뉴

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lassify 기능의

감독분류를 사용하여 무선조종 헬기를 통하

여 취득된 영상을 각 밴드별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2.2 C값 산정

그림 12～14는 대상유역의 소유역별 토양피

복계수를 Image Analyst의 Classify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한 화면이며, 각 소유역을 피복

상태(초지, 나지, 기타)에 따라 영상의 밴드별

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들을 추출한 후 면적을

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해당 픽셀이 포함하

고 있는 영상 밴드의 대표 값을 지정하여 각

소유역의 C값을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유역의 C값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lassify image 기능을 통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의 분류 작

업이 수행된 후, 분류작업에 사용된 영상들을

재구성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12. The results of image 
analysis about sub 1

FIGURE 13. The results of image 
analysis about su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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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results of image 
analysis about sub 3

FIGURE 15. The results of image 
analysis about sub 4

표 3에서 구한 면적에 유역별 토양피복계수

를 산정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초지, 나지

및 기타 구간에 적용된 토양피복계수는 0.05,

0.66 및 0.01이다.

seeding bare soil etc sum

Sub 1 197.34 246.13 286.25 729.73

Sub 2 1346.43 968.70 88.340 2403.46

Sub 3 1282.56 994.29 561.90 2838.75

Sub 4 992.74 1752.15 343.64 3088.53

TABLE 3. Area in accordance to condition 
of land-cover classified by 
basin (unit : m

2
)

Sub 1 Sub 2 Sub 3 Sub 4

C 0.24 0.29 0.26 0.39

TABLE 4. Cover-management factor(C) 
classified by basin

결  론

무선조정 헬리콥터 영상을 이용하여 토사유

출 산정 시 요구되는 매개변수를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무선조종 헬리콥터에 장착된 디지털 카

메라를 이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

치한 사면과 같은 유역의 분석이 보다

용이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데이터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평균오차의 크기가

x방향 0.410m, y방향 0.319m, z방향

0.454m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의 1 : 5,000에서의 허용오차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 의해 각 소유역별 LS값은

0.53, 0.80, 1.77, 3.98 C값은 0.24, 0.29,

0.26, 0.39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토사유

출 산정 시 주관적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사면경사계수(LS) 및 토양피복계

수(C)를 객관적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개

발대상 유역의 상황변화에 따른 침사지

및 저류지 규모의 변경과 같이 빠른 대

처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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