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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보간 방법으로 다양한 공간해상도를 

갖는 여러 가지 DEM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한 다양한 DEM의 수직정확도를 network RTK 

GPS survey를 통해 획득한 다수의 검사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RMSE 값, 토지 유형별 RMSE 값 및 단면 평가(profile evaluation) 결과 등을 고려할 때 TIN 

기반의 Terrain 방법으로 제작한 DEM이 비행안전구역에서의 신축건물 고도제한 평가에 유용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에서의 신축건물 고도제한 평가에 적합한 DEM의 공간해

상도는 3m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작한 DEM으로 획득한 지형고도 값(elevation value)은 

점 추정 값(point estimation value)이 아닌 구간 추정 값(interval estimation value)이다. 이는 

비행장 주변의 잠재적인 신축 예정 건물의 높이가 그 지역에 설정된 제한 고도 값(height 

limitation value)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 

추정 값인 신축건물의 높이 값이 제한 고도 값에 저촉될 가능성을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 1) 저촉 가능성 매우 높음, 2) 저촉 가능성 매우 낮음, 3) 저촉 가능성 판단 

어려움.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장 주변 건물 고도제한 평가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하

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구지역에 한정된 값이기는 하지만, 2차원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제작한 DEM의 수직정확도 값은 DEM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유

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주요어 : 비행안전구역, 수치표고모형, 정확도, 신축건물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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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developed various DEMs with different spatial resolutions using many 

different interpolation methods with the aid of a 1:5,000 digital map. In addition, this 

study has evaluated the vertical accuracy of various DEMs constructed by check point 

data obtained from the network RTK GPS survey. The obtained results suggest that a 

DEM developed from the TIN-based Terrain method performs well in evaluating height 

restriction of buildings in a flying safety area considering general RMSE values, 

land-type RMSE values and profile evaluation results, etc. And, it has been found that 

three meters is the right spatial resolution for a DEM in evaluating height restriction of 

buildings in a flying safety area. Meanwhile, elevation values obtained by the DEM are 

not point estimation values but  interval estimation values. This can be used to check 

whether the height of buildings in the vicinity of an airfield violates height limitation 

values of the area. To check whether the height of buildings measured in interval 

estimation values violates height limitation values of the area, this study has adopted 

three steps: 1) high probability of violation, 2) low probability of violation, 3) 

inconclusiveness about the violation. The obtained results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developing a GI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height restriction of buildings in 

the vicinity of an airfield. Furthermore, although results are limited to the study area, 

the vertical accuracy values of the DEM constructed from a two-dimensional digital 

map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researchers who try to use DEMs. 

 

KEYWORDS : Flying Safety Area, DEM, Accuracy, Height Restriction of Buildings

서   론

한국의 비행장은 대부분이 공군 및 해군, 

육군항공 기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다.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국방부, 2008)에 의해 비행장 주변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

을 위하여“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까지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그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의 고도가 비행장 설치 기준

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이었다. 비행장 주변에 건물을 증축하거

나 신규 건물을 건축할 때 실제 측량에 앞서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면 비행장을 운영하는 주체, 그 주변

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행장이 있는 지역의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행안전구역 전반의 건

물 높이 평가를 통한 지역의 경관관리, 개발

밀도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GIS를 활용하여 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

역에서 건물 높이가 제한 높이를 초과하는지

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응용프로

그램에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제작하여 탑재하여야 한다. 일반적

으로 DEM은 원격탐사 자료 및 기 구축된 등

고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정윤재 등(2011)과 Li and Yang(200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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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DEM을 제작 하기위해 활용하는 대표

적인 원격탐사 자료는 3차원의 영상자료와 센

서자료이다. 3차원 영상자료는 광범위한 지역

에 대한 DEM을 구축할 때 효과적이다. 하지

만 다른 방법으로 구축한 DEM에 비해 정밀

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센서자료는 라이다, 

레이저 스캐너 등이 있다. 센서자료를 활용하

여 구축하는 DEM은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기 구축 등고 자료로는 수치지형도가 주로 

이용된다. 수치지형도는 광범위한 지역의 

DEM을 구축할 때에 도면 경계부에서의 오류 

발생, 비용의 증가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작은 지역의 DEM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전국이 1:5,000 수

치지형도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

자들이 수치지형도로 DEM을 제작하여 다양

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DEM을 연

구에 활용할 경우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에 맞

게 적정한 DEM 제작 방법과 공간해상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DEM은 보간 방법과 공간해상도, 자료 

포맷 등에 따라 지형을 다르게 묘사하기 때문

이다(여창환과 장영진, 2001;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2001; 김만규와 박종철, 2008). 특히 

비행안전구역에서 건물 높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직정확도를 가장 정밀하

게 재현할 수 있는 보간 방법과 공간해상도를 

파악하여 DEM 제작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DEM의 수직정확도 평가는 다수의 검사점

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GDC, 199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국토지리정보원, 

2002). 검사점의 획득 방법은 다양하다. 한국

건설기술연구원(2001)은 1:5,000 수치지형도

로 제작한 DEM을 평가하기 위해 1:1,000 수

치지형도의 표고점을 검사점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이기욱과 황철수(2006)는 수치지형

도의 등고선만을 이용하여 DEM을 제작하고 

표고점은 검사점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전

자의 방법은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

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후자의 방법은 

등고선만으로 DEM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

고 표고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검사점 확보가 

쉽지 않다. 권오준(2005)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결과를 검사점으로 

활용한 바 있는 데 연구지역의 범위에 비해 

검사점의 수가 적고, 특정 지형에 편중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군 비행장은 대부분 도심으로부터 떨

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수치지형

도를 활용해 DEM을 제작하는 경우 1:5,000 

수치지형도만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1)에 의하면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제작하는 DEM은 10m

의 공간해상도로 작성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그러

나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에서부터 반경 수 

㎞ 이내인 경우가 많아 DEM 구축 대상 영역

이 대체로 작기 때문에 그것이 비행안전구역 

평가에도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보간 방법으로 다양한 공

간해상도의 DEM을 제작하고, Network 

RTK(realtime kinematic) GPS 측량으로 획

득한 다수의 검사점을 활용하여 그것의 수직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연구지역의 DEM을 제작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간 방법과 공간해상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연구지역에서 건물 높이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수치지형도로 제작한 DEM을 어느 정도

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홍성 비행장 일대이다. 홍성 비

행장은 홍성읍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는 북

동-남서 방향으로 29번 도로와 거의 평행하

게 위치해 있다(그림 1). 홍성 비행장 주변은 

대부분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

근에는 군부대와 홍성교도소가 있다. 이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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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홍성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분포 및 연구지역

활주로 길이는 480m이고 폭은 30m이다. 이 

규모는 국토해양부(2009)가 정한 항공법 시

행령 제16조 제3항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에 

의해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 100~500m

인 J등급 착륙대에 해당한다. 동 법령에 따르

면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가 2,550m 이

상이면 A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길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있다. 공군 

비행장의 경우 대부분 A등급의 착륙대이며 

지원항공작전기지도 대부분 C등급 이상의 착

륙대를 가지고 있다. 헬기를 운용하는 육군항

공은 D등급부터 J등급까지 다양한 착륙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비

행안전구역을 크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구역은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불가능

한 지역이며, 2구역은 1구역으로부터의 이격

거리에 따라 1/20 경사도 내에서 건물의 높이

를 허용하고 있다. 3구역은 주변 환경 및 입

지조건에 따라 1/4 이상 1/2 미만으로 정한 

경사도에 의해 건물의 높이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활주로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지

표면의 지형고도가 모두 동일하고 3구역의 경

사도를 1/4로 가정하면, 1구역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의 2구역은 건물의 높이를 10m까지 

허용하고 3구역에서는 25m까지 허용한다. 

홍성비행장의 1구역은 활주로를 포함하는 

장축 600m, 단축 80m의 직사각형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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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480m의 활주로 양면 끝에서 각각 60m

씩 연장하고, 활주로 폭을 포함하여 단축 

80m를 확보한 결과이다. 2구역은 1구역의 단

축 경계로부터 1,000m 거리까지 균등하게 넓

힌 사다리꼴 모양이다. 3구역은 1구역의 장축 

경계로부터 200m 까지 이다. 홍성 비행장과 

그 주변은 해발고도가 낮고, 주변에 높은 산

이 없어 1/4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지역은 홍성 비행장의 남동지역이다. 

비행장의 북쪽 지역은 수치지형도 제작 이후 

도시개발로 급격한 지형변화가 일어나 수치지

형도가 실제의 지형을 반영하지 못해 연구지

역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서쪽 지역은 군부

대와 홍성교도소가 위치해 있어 현장조사가 

불가능해 연구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DEM 작성을 위해 사용한 수

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에 제

작한 1:5,000 축척의 홍성067 도면이다. 한

국건설기술연구원(2001)과 권오준(2005)에 

의하면 1:5,000 수치지형도의 지형고도 정보

에 1:1,000 수치지형도의 표고점 정보를 추가

하면 1:5,000 수치지형도의 지형고도 정보만

을 이용했을 때보다 수직정확도가 향상된 

DEM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비행장

이 도시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

기 때문에 주로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

여 DEM을 제작하여야 한다. 연구지역 역시 

1:1,000 수치지형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1:5,000 수치지형도만을 이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DEM 제작 및 공간분석 도구

는 ArcGIS 9.2를 사용하였으며, DEM은 

ArcGIS의 Terrain과 Topo to Raster 명령

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Terrain은 딜로니 

삼각분할(Delaunay Triangulation) 기반의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으로 

지형면을 재현하고 LOD(Level of Detail)를 

제공하여 대용량 자료처리에 유용하다(ESRI, 

2006). Topo to Raster는 격자 형태로 지형

면을 재현하는 데, DEM 작성에는 큰 격자에

서 사용자가 지정한 격자까지 spline을 이용

해 점진적으로 보간해 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Hutchinson, 1989). 이 방법으로 작성한 

DEM은 고지 또는 오목지의 고도가 실제 고

도보다 높거나 낮게 재현되는 단점이 있으나, 

하천에 의한 침식작용을 재현할 수 있고 지형

경사면을 부드럽게 재현할 수 있어 수문분석

에 유용하다. Terrain(또는 TIN)과 Topo to 

Raster는 Kriging 등 다른 보간법에 비해 보

간을 수행하는 중에 브레이크 라인, 하천에 

의한 침식작용 등 지형을 보다 실제와 유사하

게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제공하고 있

어 본 연구에서 보간법으로 채택하였다.

DEM의 공간해상도는 10단계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가장 높은 공간해상도의 DEM은 

1m이고 가장 낮은 공간해상도는 10m이며 

1m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Topo to Raster로 

제작한 DEM은 Raster 형태이기 때문에 

DEM을 작성할 때 공간해상도를 설정하였고, 

Terrain으로 제작한 DEM은 TIN 형태로 만

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Raster 형태로 변환하

면서 공간해상도를 설정하였다.

Terrain과 Topo to Raster는 DEM을 작

성할 때 서로 다른 입력 변수들을 필요로 한

다. 본 연구에서 각 방법에 입력한 변수 및 

자료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방법에서 지원하는 입력 변수 중 연구지역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입력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수치지형도

에서는 등고선과 표고점, 도로, 하천 등의 정

보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고도 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등고선과 표고점이다. 

도로와 하천 등은 고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DEM 제작 시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활주

로는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에 의

해 평탄한 지형으로 재현되도록 고도 값을 가

진 면으로 입력하였다. 활주로는 국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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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번호 위도 경도 표고 타원체고

기지점

37-29-01 36°31′51.8000″ 126°37′35.0000″ 22.05m
38-02-00 36°35′22.2000″ 126°35′34.3000″ 34.83m
25-15-00 36°36′33.2000″ 126°42′03.4000″ 25.22m

10-04-16-08 36°33′11.9000″ 126°43′39.8000″ 66.66m
U0450 36°37′32.2161″ 126°43′46.8916″ 41.32m 64.72m

측량

결과

37-29-01 36°31′51.8103″ 126°37′35.1437″ 22.35m 45.50m
38-02-00 36°35′22.2008″ 126°35′34.5397″ 35.09m 58.03m
25-15-00 36°36′33.9758″ 126°42′03.2844″ 25.45m 48.63m

10-04-16-08 36°33′11.8242″ 126°43′39.7988″ 66.94m 90.31m
U0450 36°37′32.2175″ 126°43′46.8907″ 41.51m 64.72m

TABLE 2. 사이트 캘리브레이션에 사용한 기지점 및 측량 결과

수치지형도 속성 DEM 제작 방법별 입력 변수

정보유형 도형유형 고도 값 Topo to Raster Terrain
등고선 선 ○ contour

mass point
표고점 점 ○ point elevation
도로 선 × 미 입력

hard break
하천 선 × stream
담장 선 × 미 입력

저수지, 호수 면 × lake
지류계, 경지계 면 × 미 입력

활주로※ 면 ○ 미 입력 soft replace

TABLE 1.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DEM 입력 자료 구성 

※ 수치지형도에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면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활주로 면의 고도 값은 그 내부에 분포해 있는 표고점의 평균값을 획득

하여 부여했다.

수치지형도 레이어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

에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작성하

였다. 활주로의 고도 정보는 수치지형도에서 

활주로 내에 분포하고 있는 표고점을 확인하

고, 그 평균값을 획득하여 부여하였다. 등고선

과 표고점은 Topo to Raster에서는 각각 

contour와 point elevation으로 입력하였고 

Terrain에서는 mass point로 입력하였다.

DEM의 수직정확도 평가는 GPS 측량으로 

검사점을 획득하고, 검사점에서의 고도값과 

DEM과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 최대 오차를 분석해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으며, 단면 비교 등을 이용해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GPS 측량에는 HUACE X90 

Network RTK 장비를 사용하였다. 검사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과 수준점 등을 기지

점으로 이용하여 사이트 캘리브레이션(site 

calibration)을 수행한 후 140점을 획득하였

다. 사이트 캘리브레이션에 사용한 기지점은 

총 5점이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고 위치는 그

림 2와 같다.

한편 DEM 작성 오차는 토지 유형에 따라

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이기욱과 황철수,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정확도 평

가를 토지 유형별로 수행하였다. 토지 유형은 

크게 시가화 지역과 비시가화 지역으로 구분

하였다. 시가화 지역은 부지 내 평지, 도로, 

주거지로 구분하였고, 비시가화 지역은 농로

와 농경지로 구분하였다. 

검사점 중 주거지와 도로를 명확하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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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기지점 현황

   

토지 유형 분류 검사점(점)

시가화 
지역

부지 내 평지 25

도로 33

주거지 24

비시가화 
지역

농로 15

농경지 43

합계 140

TABLE 3. 토지 유형별 검사점 획득 현황

FIGURE 3. GPS 측량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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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유형 분류
검사점

수

DEM 공간해상도
평균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시가화 

지역

부지 내 평지 25 0.8 0.8 0.8 0.8 0.8 0.8 0.9 0.7 0.8 0.8 0.8

도로 33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주거지 24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비시가화 

지역

농로 15 0.9 0.9 0.9 0.9 0.9 0.9 1.0 0.8 1.1 1.1 0.9

농경지 43 0.6 0.7 0.6 0.7 0.7 0.7 0.7 0.6 0.6 0.6 0.7

평균 0.8 0.8 0.8 0.9 0.8 0.8 0.9 0.8 0.9 0.9 0.8

TABLE 4. Terrain DEM의 수직정확도 RMSE 평가 결과 (단위 : m)

토지 유형 분류
검사점

수

DEM 공간해상도
평균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시가화 

지역

부지 내 평지 25 1.3 1.5 1.3 1.6 1.2 1.4 1.5 1.5 1.6 1.6 1.5
도로 33 1.4 1.3 1.4 1.4 1.6 1.6 1.7 1.4 1.6 1.5 1.5

주거지 24 0.7 0.7 0.7 0.8 0.7 0.7 0.7 0.7 0.7 0.6 0.7
비시가화 

지역

농로 15 8.0 8.9 8.0 9.4 8.7 8.0 11.5 8.9 9.4 11.5 9.2

농경지 43 1.3 2.3 3.3 2.6 2.9 3.1 3.5 2.9 2.4 3.4 2.8

평균 2.0 2.4 2.6 2.6 2.5 2.6 3.1 2.5 2.5 3.0 2.6

TABLE 5. Topo DEM의 수직정확도 RMSE 평가 결과 (단위 : m)

하여 획득하기가 어려웠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물이 양측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측정한 검

사점은 주거지로 분류하였고, 건물이 한쪽에

만 있는 이면도로는 21번 국도 변에서 획득한 

검사점과 함께 도로로 구분하였다. 총 24개의 

주거지 검사점 중 7점은 이면도로에서 획득하

였고, 17점은 집 마당 또는 건물 옥상에서 획

득하였다. 건물 옥상에서 획득한 값은 건물의 

높이를 측정해 빼 주었다. 그림 3은 본 연구

의 GPS 측량지점 현황이고, 표 3은 토지 유

형별 검사점 획득 현황이다.

DEM 수직정확도 평가 결과

1. DEM 제작 방법에 따른 수직정확도 차이

먼저 Terrain으로 만든 DEM(이하 

Terrain DEM)과 Topo to Raster(이하 

Topo DEM)로 만든 DEM의 수직정확도를 평

가하기 위해 RSME를 비교해 보았다. 표 4와 

5는 각각 Terrain DEM과 Topo DEM의 수

직정확도에 대한 RMSE 평가 결과이다. 

Terrain DEM은 평균 RMSE의 범위가 

0.8~0.9m이고, Topo DEM은 2.0~3.1m를 

나타내고 있다. 토지 유형별로 결과를 비교해 

보면 Terrain DEM의 각 토지 유형에서는 

RMSE가 0.6~1.1m 사이로 고르게 나타난 반

면 Topo DEM은 0.7~11.5m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Terrain DEM에서 토지 유형 사이의 평균 

RMSE 차이는 최대 0.3m이다. 따라서 토지 

유형에 의해 수직정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

지는 않는다. 다만 RMSE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유형은 도로와 농로, 주거지이고 낮은 

유형은 농경지이다.

반면 Topo DEM은 토지 유형에 따라 

RMSE의 차이가 많다. 농로는 RMSE가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농경지가 높다. Topo DEM

에서 RMSE가 가장 낮은 토지 유형은 주거지

이다. 주거지의 RMSE는 0.6~0.8m 사이인데 

이것은 Terrain DEM 보다 낮다. Topo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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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해상도 1m

 

공간해상도 5m

 

공간해상도 10m

FIGURE 4. Terrain DEM의 공간해상도별 음영기복도

공간해상도 1m 공간해상도 5m 공간해상도 10m

FIGURE 5. Topo DEM의 공간해상도별 음영기복도

의 토지 유형별 RMSE는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Terrain DEM 보다 높다.

Terrain DEM과 Topo DEM의 음영기복도

를 작성해 전반적인 지형 재현 양상을 살펴보

았다. Terrain DEM은 break line을 따라 지

형이 바뀌는 것을 잘 재현하고 있다(그림 4). 

그러나 break line으로 사용한 지류계, 경지계 

등에 의해 구역이 뚜렷하게 나누어지거나 계

단상의 농경지가 재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Terrain DEM은 TIN 기반이기 때문에 고해

상도 DEM에서는 TIN의 구분선을 따라 지형

을 모나게 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간해상도가 5m가 되면 사라지기 시작해 

10m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Topo DEM은 

대부분의 지형이 부드러운 면으로 재현되었고, 

하천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침식 효과가 반영

되어 곡지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5).

Terrain DEM과 Topo DEM의 결과를 자

세히 살펴보기 위해 두 모형에서 단면을 작성

해 비교하였다. 단면의 위치는 그림 6에서 

A-A', B-B'이다. 단면은 각각 1m, 3m, 5m, 

8m, 10m 공간해상도의 DEM을 이용하여 작

성하였다. 이는 표 4에서 RMSE가 상대적으

로 낮은 DEM을 선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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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rrain DEM과 Topo DEM의 공간해상도별 단면 비교

A-A' 단면은 활주로의 장축을 따라 만든 

단면이다. Terrain DEM은 활주로 면을 평탄

한 지형으로 재현하고 있다. 활주로의 표고를 

활주로 내 표고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soft 

replace 했기 때문이다. 반면 Topo DEM은 

활주로 면 내에서 많은 고도변화가 있는 것처

럼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Terrain DEM이 

Topo DEM에 비해 활주로 면을 더 잘 재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홍성비행장은 활주

로 면의 장축을 따라 약 1m의 고도변화가 있

는데, Terrain DEM의 soft replace는 이러

한 지형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GPS 측량결과와 단면을 비교한 결과에

서 잘 알 수 있다. 10m 공간해상도 Terrain 

DEM의 활주 면에서 갑자기 지형고도가 낮아

지는 두 곳이 보인다. 이는 공간해상도가 커

지면서 인접한 지형고도 값이 반영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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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단면은 홍성비행장의 장축을 종단해 

청운대학교까지 이어지는 단면이다. Terrain 

DEM에서 활주로면은 직선인 반면 Topo 

DEM은 완만한 구릉처럼 묘사되고 있다. 주거

지와 농경지가 분포해 있는 사면은 두 모형 

모두 완만한 경사면으로 재현하고 있다. 하천

이 통과하는 곳에서는 두 모형의 재현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다. Terrain DEM은 하천 부

분의 작은 제방 또는 하곡을 재현하지 못하는 

반면 Topo DEM은 하곡과 제방을 재현하고 

있다. 

그림 6에서 B-B' 단면을 살펴보면 B1을 

깊은 하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B1 하천에 의한 하곡의 깊이는 공간해상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B1 하천에

서는 1m 공간해상도의 DEM과 다른 해상도

의 DEM 사이에 약 ±5m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m, 3m, 5m 공간해상도에서는 

B1, B2 하천을 별개의 하천으로 인식해 하곡

을 만들고 있는 반면, 8m 공간해상도에서부

터 두 하천의 영향을 합쳐 하나의 하곡이 나

타나기 시작한다. 10m 공간해상도에서는 두 

하천이 마치 하나의 하천인 것 같은 단면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간해상도 1m의 Topo DEM 단면에서는 

B1의 양안에 제방이 나타나고 있다. Terrain 

DEM의 같은 지점을 살펴보면 평활하게 묘사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opo DEM에서 

재현된 제방과 하곡 또는 수로의 깊이는 실제

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지역을 평탄지로만 묘

사하는 Terrain DEM 보다 실제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Terrain 

DEM이 Topo DEM 보다 전반적인 RMSE가 

좋고, 토지 유형별 RMSE 역시 좋다. 또한, 

단면 비교 결과도 하천 지형 반영을 제외한 

부분에서 Terrain DEM이 Topo DEM 보다 

좋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목

적상 하천 지형 보다는 그 외 지역의 재현에 

유리한 Terrain DEM이 본 연구에는 더 유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간해상도와 토지유형에 따른 수직정확도 

차이

다음으로는 연구지역의 지형을 재현하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 Terrain DEM을 대

상으로 공간해상도와 토지유형에 따른 수직정

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오차의 공간적 분포도와 토지 유형

별 최대 오차 분포표, 오차 히스토그램을 작

성하였다. 이때 오차 사이의 비교를 위해 오

차의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비교 대상은 1m, 

3m, 5m, 8m, 10m 공간해상도의 DEM이다. 

이는 표 4에서 RMSE가 상대적으로 낮은 

DEM을 선별한 것이다.

먼저 각 해상도별 오차의 공간적인 분포도

를 작성한 결과이다. 그림 7을 보면 모든 해

상도의 오차 분포도에서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홍성비행장 주변에 인접한 지역과 

한국폴리텍Ⅳ 대학 및 주변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공간해상도가 바뀌면 오차도 바

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오차의 분포 

양상은 공간해상도가 바뀌어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Terrain DEM에

서 공간해상도를 변경하는 것은 전반적인 수

직 오차를 줄이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오차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지점의 토지 유형은 이 

지역의 도로와 주거지, 부지 내 평지로 다양

하다(그림 3).

Terrain DEM에서 공간해상도를 바꾸는 것

이 전반적인 수직 오차를 줄이는 데 유용하다

면,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

은지에 대한 최대 오차 분포와 토지 유형별 

오차 히스트로그램을 작성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6은 Terrain DEM에서의 공간해상도별 최

대 오차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음영은 각 

토지 유형별 최대 오차의 평균 보다 같거나 

낮은 것을 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1m 공간

해상도와 5m, 8m 공간해상도에서 최대 오차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가장 큰 오차

는 10m 공간해상도의 부지 내 평지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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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해상도 1m

 

공간해상도 3m

 

공간해상도 5m

 

공간해상도 8m

 

공간해상도 10m

FIGURE 7. Terrain DEM에서 오차(절대값)의 공간적인 분포

토지 유형 분류
검사점

수

DEM 공간해상도
평균

1m 3m 5m 8m 10m

시가화 

지역

부지 내 평지 25 2.8 2.5 2.2 2.5 3.1 2.6

도로 33 2.2 2.2 2.3 2.3 2.2 2.2
주거지 24 2.7 2.9 2.5 2.6 3.0 2.7

비시가화 

지역

농로 15 1.5 1.7 1.8 1.4 2.4 1.8

농경지 43 2.5 2.6 2.5 2.5 2.5 2.5

평균 2.8 2.9 2.5 2.6 3.1 2.8

TABLE 6. Terrain DEM에서의 최대 오차(절대값) 분포표 (단위 : m)

* 음영은 각 토지 유형별 최대 오차의 평균 보다 같거나 낮은 것을 표시한 것이다.

난 3.1m 이다. 토지 유형별 최대 오차와 평균 

최대 오차 측면에서 보면 5m 공간해상도가 

가장 좋다.

토지 유형별 오차 특성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최대 오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차 히스

토그램을 작성하였다(그림 8). x 축의 최소값

은 0m이며 최대값은 3.1m이고 계급구간은 

0.5m 간격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계급구간

은 0.6m로 설정하였다. 오차 히스토그램은 막

대그래프가 좌측으로 높게 치우칠수록 결과가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의 오차 

히스토그램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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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errain DEM의 토지 유형별 오차(절대값)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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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DEM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각 

토지 유형에서 오차 빈도가 변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부지 내 평지는 공간해상도가 5m인 

DEM에서 가장 양호한 오차 빈도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오차의 대부분이 0.0~1.0m 사이

에 분포하고 있으며 최대 오차가 2.2m를 넘

지 않고 있다. 도로의 경우는 공간해상도가 

3m인 DEM이 가장 좋은 오차 빈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거지는 공간해상도 3m와 5m, 

10m의 DEM에서 오차 빈도 분포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3m와 10m 공간해상도에서는 

오차가 0.5m 이하인 지점이 가장 많이 분포

해 있다. 10m 공간해상도에서의 오차 빈도 

분포는 3m와 동일하다. 농로는 공간해상도 

8m와 1m의 DEM에서 오차가 작은 지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경

지는 8m 공간해상도의 DEM에서 오차 빈도 

분포가 가장 양호하였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Terrain 

DEM은 부지 내 평지와 농경지, 농로가 상대

적으로 좋은 오차 빈도 분포를 보이고, 도로

와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오차 빈도 분포가 좋

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지 내 평지

와 농경지, 농로는 히스토그램이 대체로 좌측

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도로와 주거지는 좌

우로 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모든 토지유형이 DEM의 공간해

상도 변화에 따라 수직 오차 빈도 분포가 변

하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 주거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로와 주거

지의 오차 히스토그램은 다른 토지유형에 비

해 공간해상도 변화에 따른 모양 변화가 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Terrain DEM의 수직오차의 공간적인 분포도

를 작성한 결과 홍성비행장에 인접한 지역과 

한국폴리텍Ⅳ 대학 및 주변지역의 수직 오차

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

차는 DEM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변하는데 절

대치는 변하지만 공간상의 분포 양상 또는 상

대적인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의 토지유형은 도로와 주

거지, 농경지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특정 

토지 유형에서만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의 다른 오차 발생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DEM의 공간해상도를 조절해 공간상의 상

대적인 오차 분포 양상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오차 양상을 줄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공간해상도는 어느 것인지 평가해 보았

다. 그 결과 최대 오차 측면에서는 5m 공간

해상도가 가장 좋았으며, 오차 빈도 분포 측

면에서는 부지 내 평지의 경우 5m, 도로는 

3m, 주거지는 3m, 5m, 10m, 농로는 8m, 

1m, 농경지는 8m 공간해상도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오차 히스토그램에서 부지 내 평지와 

농경지, 농로의 오차 빈도 분포가 각 공간해

상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도로

와 주거지의 오차 빈도 분포는 공간해상도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지역에서는 도

로와 주거지 지역의 수직 오차가 양호한 3 m 

공간해상도의 Terrain DE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DEM의 활용 범위

연구지역에서 3 m 공간해상도의 Terrain 

DEM을 이용해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물 높

이를 평가한다면 DEM의 수직정확도에 기반

해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하다. 먼저 연구지

역 고도구역 2구역과 3구역의 건물 높이 허용 

기준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각 식 1과 2와 

같다.

H2 = D / 20 + E1 - E2            (1)

H3 = D / 4 + E1 - E2             (2)

  H2 : 2구역의 허용 가능 건물 높이

  H3 : 3구역의 허용 가능 건물 높이

  D : 1구역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E1 : 1구역 표고

  E2 : 건물 위치점의 표고

식 1과 2에서 GIS를 활용하면 1구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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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유형 분류
RMSE

(단위 : m)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구간

시가화 지역
부지 내 평지 0.8 ±1.6

도로 1.0 ±2.0

주거지 0.9 ±1.8

비시가화 지역
농로 0.9 ±1.8

농경지 0.6 ±1.2
평균 0.8 ±1.6

TABLE 7. 3 m 공간해상도 Terrain DEM의 표준오차 구간

터의 이격 거리(D)와 건물 위치점의 표고

(E2)를 획득할 수 있다. 1구역 표고(E1)는 측

량 또는 수치지형도 상의 표고값을 이용해 정

확한 값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값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DEM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정확하게 지형표고를 재현하지 못하고 오

차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GIS에서 획득하

는 E2 값은 점추정 값이 아닌 구간추정 값이 

된다. E2를 구간추정 값으로 표현하면 식 1과 

2는 각각 식 3과 4로 표현할 수 있다.

H2 = D / 20 + E1 - (E ± Lp)     (3)

H3 = D / 4 + E1 - (E ± Lp)      (4)

E : DEM으로부터 획득한 건물 위치점의 

표고

Lp : 토지유형별 RMSE 표본오차

     (1.96×RMSE)

한편 FGDC(1998)와 국토지리정보원

(2002)은 DEM의 수직오차 평가에서 95% 

신뢰수준의 구간추정 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

에서 연구지역에 대해 구축한 Terrain DEM 

3 m 공간해상도의 RMSE(표 4)를 95% 신뢰

수준(1.96×RMSE)의 표준오차 구간으로 표

현하면 표 7과 같다. 평균적인 RMSE는 

0.8m±1.6m이고, 토지 유형별 RMSE는 부지 

내 평지 0.8m±1.6m, 도로 1.0m±2.0m, 주

거지와 농로 0.9m±1.8m, 농경지 0.6m± 

1.2m이다. 

건물 위치점의 표고에 점추정 값이 아닌 구

간추정 값이 입력되기 때문에 건물 높이가 제

한 고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도 가부가 아닌 확

률적인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홍성비행장 2구역에서의 어느 지점에 대

한 건물 높이 평가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

였다.

첫 번째는 활주로와 연장선상의 지형 고도

는 10EL.m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

째는 평가대상 건물이 홍성비행장 2구역의 주

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평가에 

사용하는 3m 공간해상도의 Terrain DEM은 

주거지역에서 표준편차 구간이 ±1.8m이다. 

세 번째는 DEM으로부터 획득한 지형고도가 

10.5EL.m라고 가정하였다. 

건물이 있는 위치점의 지형고도는 표준편차 

구간에 의해 8.7~12.3m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지점은 1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제한 높이는 식 3

에 의해 11.3~7.7m가 된다. 지형 고도가 

8.7m 이면 건물 제한 높이가 11.3m가 되고, 

지형 고도가 12.3m 이면 건물 제한 높이가 

7.7m가 된다(식 5).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9와 같다.

  

H2 = 200 / 20 + 10 - (10.5 ± 1.8) 

= 20 - (10.5 ± 1.8) = 7.7 ∼ 

11.3                             (5)

분석가는 건물이 위치한 지점의 실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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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M을 이용한 비행안전구역 평가 개념

고도를 모르기 때문에 DEM으로부터 획득한 

지형 고도의 구간추정 값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예제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

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예제 지점에 신축 또는 증축하

려는 건물의 높이(H)가 제한 높이인 7.7m 보

다 낮다면 고도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건물의 높이가 7.7~11.3m 사

이인 경우에는 고도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가

능성이 50:50이 된다. 건물 높이가 11.3m 보

다 높은 경우는 고도제한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  론

본 연구에서 Terrain DEM과 Topo Raster 

사이의 수직정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살펴

본 결과 전반적인 RMSE와 토지유형별 RMSE

에서 Terrain DEM이 Topo DEM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단면 평가에서도 

Terrain DEM이 하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Terrain 

DEM이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평가에 활용할 

DEM 제작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Terrain DEM의 RMSE는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유형에서 Topo DEM의 RMSE보

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인 RMSE 

역시 Terrain DEM이 양호하였다.

두 모형 사이의 단면 평가는 다음과 같다. 

활주로와 같이 평활한 지역을 재현하는 데에

는 Terrain DEM이 Topo DEM 보다 우수하

였다. 지형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서는 두 모

형 모두 양호한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하

천이 있는 지형에서는 Topo DEM이 Terrain 

DEM 보다는 나은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평탄면, 완경사면이 많은 지역에서는 Terrain 

DEM이 유용하며 등고 사이에서 파랑상의 지

형 변화가 많거나 연구 지역과 같이 하천 양

안의 제방고도, 하상고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 이에 대한 재현이 필요할 때는 Topo 

DEM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Terrain DEM의 공간해상도별 

수직오차를 비교한 결과 3m 공간해상도의 

Terrain DEM을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평가

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errain DEM의 수직오차의 공간적인 분포

도를 작성한 결과 홍성비행장에 인접한 지역

과 한국폴리텍Ⅳ 대학 및 주변지역의 수직 오

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는 DEM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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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치는 변하지만 공간상의 분포 양상 또는 

상대적인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지점의 토지유형은 도로와 주

거지, 농경지 등으로 특정 토지 유형에 국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차 발생 요인은 토지 

유형 외의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DEM의 공간해상도를 조절해 공간

상의 상대적인 오차 분포 양상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오차 양상을 줄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공간해상도는 어느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최대 오차 측면에서

는 5m 공간해상도가 가장 좋았으며, 오차 빈

도 분포 측면에서는 부지 내 평지의 경우 5m, 

도로는 3m, 주거지는 3m, 5m, 10m, 농로는 

8m, 1m, 농경지는 8m가 효과적이다. 오차 

히스토그램에서 부지 내 평지와 농경지, 농로

의 오차 빈도 분포가 각 공간해상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도로와 주거지의 

오차 빈도 분포는 공간해상도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지역에서는 도로와 주거지 

지역에서 수직 오차가 양호한 3m 공간해상도

의 Terrain DE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DEM으로부터 

획득한 지형 고도를 이용하여 구간추정 값의 

개념이 반영된 고도제한 구역에서의 신축건물 

높이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DEM으로 획득

한 지형 고도는 점추정 값이 아닌 구간추정 

값이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제한고도에 저

촉되는지 여부 역시 가부로 제시하지 못하고, 

저촉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저촉 가능성을 3단

계(저촉 가능성 매우 높음, 저촉 가능성 매우 

낮음, 저촉 가능성 판단 어려움)로 나누어 평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파악된 수직오차 발생 요인

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DEM의 수직정확도 평가 결과는 연구지역

에 한정된 결과임으로 다른 지역에 일반적으

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다른 지

역의 비행장 주변 DEM을 수치지형도로 제작

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와 같은 다양한 평가

를 통해 적정한 DEM 구축 방법과 공간해상

도를 선택하고, 수직오차의 구간추정 값을 산

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수직

오차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토지 유형 보다는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제작 

방식으로부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DEM 수직오차의 분포 패턴을 보다 일

반화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관

련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지

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비

행장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높이가 고도제한에 저

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보거나 그 개

념을 민원인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안전구역 전

반의 건물 높이 평가를 통한 지역의 경관관리, 

개발밀도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지형도

를 활용하여 제작한 DEM의 수직정확도는 연

구 지역에 한정된 값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DEM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

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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