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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표고모형 (DEM)을 이용한 침수재해 지도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king Map of Flood Using Digital Elevation Model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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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floodplain data are important for river master plan,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comprehensive plan and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Hazard map, base of floodplain data, is being emphasized as important method of non-structural flood prevention and consist of inundation trace map, 

inundation expected map and hazard information map. Inundation trace map describes distribution of area that damaged from typhoons, heavy rain and 

tsunamis and includes identified flood level, flood depth and flood time from flooding area. However due to lack of these data by local government, 

which are foundational and supposed to be well prepared nationwide, having hard time for making inundation trace map or hazard information map. To 

overcome this problem, time consumption and budget reduction is required through various research. From this study, DEM (Digital Elevation Model) 

from image material from UAVS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and numeric geographic map fro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re 

used for calculating flooding damaged area and compared with inundation trace map. As results, inundation trace map DEM based on image material 

from UAVS had better accuracy than that used DEM based on numeric geographic map. And making hazard map could be easier and more accurate by 

utilizing image material from UAVS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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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국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나타나며, 이러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율 증가로 침수지역이 확대 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2016)’ 등으로 재해지도

를 규정하고 있다.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재해지도의 가

장 기초적인 것이며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

하고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범위,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

을 조사하여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에 표시한 지도이

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침수피

해 발생 즉시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를 조사하고, 신속한 조사

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작성하

도록 되어있으나 침수피해의 특성인 침수의 지속시간이 짧아 

신속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침수구역의 침수심과 침수

범위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현실이다.

Lim et al. (2016)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정사영상과 

Virtual Surveyor 프로그램으로 3차원적 모델링 작업을 통해 

기 작성된 침수흔적도와 침수범위를 비교하였고, 무인항공

기를 활용한 침수흔적도 제작 방법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침수재해 지도 작성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Park 

et al. (2015)는 무인항공기는 지상조사에서 얻기 어려운 공간

정보와 재해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영상을 재해발생 

후 바로 취득하여 적은 비용으로 재해 상황 파악이 가능한 특

징을 가지고 있어 지상조사 및 위성과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얻기 어려운 농업재해 등 방재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

악하고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경북 영천에 위치한 괴연저수지를 대상으로 UAV를 이

용한 정밀지형도 작성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et al. 

(2014)는 무인항공기의 국토모니터링 분야 적용가능성을 평

가하였으며, 지도제작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에 대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지도제작과 

재난재해분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정확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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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processing flow

가하였다. Tahar et al. (2011)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대축

척 지도제작을 연구 하였으며, Lambers et al. (2007), Pueschel  

et al. (2008) 등은 무인항공기로 문화재 모델링 및 문화재 영

상자료 취득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et al. (2005)는 경

기도 문산천 유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GIS를 이용

한 결과와 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비교하였고, 넓은 지역에 대

해서 개략적인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

며, 작성된 지도는 재해위험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재

해에 대비함으로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과 공도읍 용두리를 선정하여, 무인비행시스템의 3차원 고해

상도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DEM을 추출한 자료로 두 지역에 

대한 침수범위를 분석하고 기 작성된 침수흔적도와 수치지형

도에서 추출한 DEM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였

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취

득 및 재해지도 작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도 제작 방법

1. 무인항공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무인항공시스템은 고정익으로 스위스 

SenseFly사의 eBee이다. 크기는 950×630×70 mm, 무게는 

약 690 g, 프로펠러 1개로 구성되어있다. 촬영에 사용한 광학

센서는 Sony S110 RGB (1,200만화소)이다. 지상기준점의 

좌표 취득은 Sokkia사의 GRX2를 사용하여 현장측량을 실시

하였다.

무인항공시스템은 자동 항로 설정 소프트웨어인 eMotion2

를 이용하여 촬영경로를 설정하게 되며, 설정된 비행경로를 

따라 대상지역을 촬영한다. 촬영시 작업자는 USB 지상의 모

뎀을 통해 노트북 또는 휴대폰 화면으로 실시간 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촬영 중첩도의 권장 설정은 현장의 기상상태

에 따라 60~70 %이며, 촬영되는 영상의 왜곡 방지를 위하여 

지상기준점 (GCP: Ground Control Point)을 GPS로 측량하고, 

촬영 사진 접합시 임의의 점들의 좌표를 생성하게 되어 3D모

델 좌표를 보정한다. 영상의 해석은 Postflight Terra 3D로 후

처리 사진측량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촬영된 영상을 2D, 

3D 영상처리 및 정사영상, 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생성한다. 이후 Virtual Surveyor (GEOID사) 가상측량 프로그

램으로 정사영상의 이미지와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을 결합한 상태에서 3차원적 모델링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처리과정이 빠른 시간에 진행되어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 

지도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침수범위를 상당히 정확

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데이터 취득 및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과정은 Fig. 1과 같다. 

적용대상 지역은 재해지도 작성 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보

유하고, 무인항공시스템의 촬영이 용이하여야 한다. 대상지

역이 선정되면, 지상기준점 계획을 수립하여 측량을 실시한

다. 이는 영상접합에 따른 왜곡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다. 

이후 사전에 촬영중첩도, 비행 경로 설정, 비행 고도, 이륙 및 

착륙 지점 등 설정된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한다. 그리고 정사영상 및 DSM (Digital Surface Model)

을 생성하고, GCP의 측량값과 정사영상을 활용한 정확도 평

가가 이루어진다. 이후 3D 지형도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의 침

수피해 범위를 산정한다.

가. 적용대상 지역 선정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침수재해 지도를 작성하고 

기존 침수재해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하

고 있는 침수흔적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 촬

영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촬영 영상을 통한 데이터 추출이 

용이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2006년과 2008년의 

침수피해로 인한 침수흔적도를 관리하고, 무인항공시스템 

촬영이 용이하며, 도심지 및 농경지의 유역 현황을 가진 지역

인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일원, 공도읍 용두리 일원을 선정하

였다.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일원은 2006년 7월 25일 집중호우 

및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

어 주택파손 및 침수, 농경지 매몰 및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

였다 (Fig. 2). 피해사항의 세부사항은 2006년 7월 28일 12:00

부터 2006년 7월 29일 02:00까지 침수가 발생하였고, 침수심

은 약 0.5 m~3.0 m, 피해시설은 가옥 및 농경지이며 피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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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hyeon-dong area (2006 year) (b) Yongdu-ri area (2008 year)

Fig. 2 Inundation trace map (Korea Cadastral Survey Corp.)

Fig. 3 Flight control screen Fig. 4 Ground control points (GCP)

은 617,294 m
2
이다. 

또한 2008년 7월 23일~26일 집중호우로 경기도 안성시 공

도읍 용두리 일원이 2008년 7월 24일 1일간 주택침수 21가구, 

농경지 4.85 ha, 가축입식 1 등 시설피해가 발생하였고, 공도삼

거리부근 상가 3채, 농경지 일부 및 기업단지 일부가 침수되었

다. 피해면적은 약 80,433 m
2
이며, 피해액은 약 710,371천원으

로 집계되었다. 피해원인은 승두천의 수위가 상승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반고가 낮은 기업단지 입구 지역의 내수침수가 

발생하였다 (Korea Cadastral Survey Corp. (2006, 2008)).

Ⅲ. 침수재해 위험지역 영상정보 취득

1. 대상지역의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 영상자료 추출

본 연구에서 대상지구인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및 공도읍 

용두리 일원에서는 종방향 및 횡방향 중첩도를 60 %, 75 %로 

설정, 기상현황과 중첩도의 비율, 기온과 풍속에 따른 배터리 

소모상태에 따라 약 40여분 내외로 가능하여 가현동 일원의 

경우 3개로 구분하여 촬영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용두리 일

원은 상대적으로 가현동 일원보다 촬영 면적이 적어 1회로 설

정하였다. 대상지역 촬영 계획 면적은 가현동과 용두리가 각

각 약 3.25 km
2
, 약 2.17 km

2
로 비행계획을 수립하였고, 4 

cm/pixel로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공간해상도를 설정하였다. 

무인항공시스템 촬영의 정확도 분석을 위하여 지상기준 측량

점을 적정 간격인 400 m로 설정하고 GPS측량을 실시하여 영

상접합으로 인한 영상 왜곡의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Fig. 3~ 

Fig. 7은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일원의 무인항공시스템 촬영 

비행계획, 지상기준점 측량 위치, GPS를 이용한 지상기준점 

현장 측량, 무인항공기 촬영 이륙, 검사점 좌표 취득을 보여주

고 있다.

본 무인비행시스템은 지상기준점 측량 수치를 반영하지 않

고 3D 모델 생성이 가능하나, 좌표오차가 수십cm에서 수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값의 신뢰성이 적어질 수 있다. 이

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다. 

고해상도 촬영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표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은 자체 제작한 대공표지판 (1.5 m×1.5 m)

을 사용하여 좌표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실측 GCP의 좌표와 

정사영상 추출 좌표의 오차 평균은 가현동이 X방향 0.07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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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rvey status (GCP) Fig. 6 UAVS flight Fig. 7 Checkpoint acquired coordinate

Table 1 Result of check-points in orthophoto

Classification
Gahyeon-dong Area Yongdu-ri Area

X (N) Y (E) Z (h) X (N) Y (E) Z (h)

Maximum Value 0.120 0.160 0.130 0.170 0.050 0.080

Standard Deviation 0.030 0.041 0.043 0.049 0.022 0.030

Mean 0.079 0.060 0.021 0.069 0.009 0.009

RMSE 0.083 0.071 0.046 0.084 0.023 0.030

Table 2 Adjustment calculation and margin of error

Scale Standard Deviation (m) Maximum Value (m)

1/500~1/600 0.14 0.28 

1/1,000~1/1,200 0.20 0.40 

1/2,500~1/3,000 0.36 0.72 

1/5,000 0.72 1.44 

1/10,000 0.90 1.80 

1/25,000 1.00 2.00 

Y방향 0.060 m, Z방향 0.021 m, 용두리는 X방향 0.069 m, Y

방향 0.009 m, Z방향 0.009 m이고, 평균제곱근오차 (RMSE)

는 X, Y, Z방향으로 가현동이 0.083 m, 0.071 m, 0.046 m이

고 용두리는 0.084 m, 0.023 m, 0.030 m이다 (Table 1).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Table 2)에서 축

척 1:500~1:600 수치지도의 경우 표준편차 0.14 m, 최대값 

0.28 m를 고려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며, 오차가 적어 상당

히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침수침별 3D 지형도 생성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지구인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및 공도읍 용두

리 일원의 3D 지형도를 생성하였고, 침수흔적도와 동일한 침

수심 구간으로 설정하여 침수심별 침수범위를 산정하였다

(Fig. 8).

3. 분석 및 DEM 생성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

랫폼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 정사영상, DEM 자료를 다운로

드하여 사용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 구역인 경

기도 안성시 가현동 일원과 공도읍 용두리 일원 지역의 정사

영상은 이미지파일만 제공 되고, DEM 자료 역시 일부 도각

에서도 또한 이미지파일만 제공이 되고있어 사용이 불가능하

였다. 따라서, 국토정보플랫폼 자료로 DEM 생성을 하기 위

해서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수치지도 (1:5,000 축

척)를 사용하였다. 무인항공시스템을 통한 DEM 생성은 취득 

영상자료를 통한 정사영상과 DSM 등 자료를 처리 순서에 따

라 불규칙 삼각망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이용하여 생성하였고, 자료 처리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냈다. Table 3은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일원이고, Table 4

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일원이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를 이용한 DEM 생

성 과정에서 정사영상과 DSM (Digital Surface Model) 분석

은 불가능하며, TIN 및 DEM 생성 결과에서는 무인항공시스

템의 고해상도 촬영 영상으로 추출한 생성결과가 더욱 자세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형 및 건물 등과 같은 지물까지 고

려하여 생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TIN 및 DEM 생성시 

설정하는 격자 크기에 따라 수리수문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

생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DEM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무인



임현택･김재휘･이학범･박성용･김용성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9권 제2호, 2017 ∙ 85

Inundation Depth (D) Gahyeon-dong Area Yongdu-ri Area

0.0m ≤ D < 0.5m

0.5m ≤ D < 1.0m

1.0m ≤ D < 1.5m

1.5 m ≤ D < 2.0 m No data

2.0 m ≤ D < 2.5 m No data

2.5 m ≤ D < 3.0 m No data

3.0 m ≤ D No data No data

Fig. 8 3D Map of each inundation depth

항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한 정밀 DEM을 침수재해에 대

한 수리수문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도제작에 활용한다면 침수

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와 같은 재난 대비에 대한 대책수립

을 보다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DEM 생성 정확도 평가

Table 5는 GCP지점의 CPS측량성과와 DEM으로 생성

한 GCP지점의 오차 분석 결과이다. DEM 생성시 CELL 간

격을 5 m와 2 m로 설정하여 표고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수치표고모형 (DEM)을 이용한 침수재해 지도작성에 관한 연구

86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9(2), 2017. 3

Table 3 Gahyeon-dong area’s DEM data processing

Classificati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UAVS

Digital Map

Orthophoto unextractable

DSM

(Digital Surface Model)
unextractable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오차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셀크기가 작을수록 GCP

지점의 GPS측정값과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침수흔적도 작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 영상으로 생성한 

DEM으로 동일 위치에서의 침수심 및 범위를 기 작성된 침수

흔적도와 비교하였다. Fig. 9와 같이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일

원에서는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 침수지도가 정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 침수범위 산정

은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침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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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Yongdu-ri area’s DEM data processing

Classificati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UAVS

Digital Map

Orthophoto unextractable

DSM

(Digital Surface Model)
unextractable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DEM

(Digital Elevation Model)

를 판단할 수 있다.

Table 6은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일원의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심별 면적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 작성된 침

수흔적조사보고서에서는 전체 피해 면적만 제시하고 있어 shp 

파일로 침수심별 면적을 산정하였고, 무인항공시스템의 영

상으로 DEM을 생성하고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침수심

별 면적을 산정하였다. 기 작성된 침수흔적조사에서 침수면

적은 617,294 m
2
, 무인항공시스템의 영상을 활용한 침수면

적은 약 598,572 m
2
로 분석되었다. 무인항공시스템으로 산

정한 예상 피해면적은 기존 침수피해의 면적보다는 적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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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curacy of check-points in orthophoto

Classification Gahyeon-dong Area Yongdu-ri Area

Check point
Z (h)

(cell size 5 m)

Z (h)

(cell size 2 m)

Z (h)

(cell size 5 m)

Z (h)

(cell size 2 m)

gcp01 0.31 0.31 0.44 0.44 

gcp02 0.46 0.46 0.30 0.08 

gcp03 0.12 0.15 0.03 0.00 

gcp04 0.07 0.07 -0.07 -0.07 

gcp05 -0.06 0.03 -0.08 0.01 

gcp06 -0.34 -0.34 -0.09 -0.09 

gcp07 -0.31 -0.31 -0.40 -0.40 

gcp08 -0.26 -0.26 0.44 0.40 

gcp09 0.45 0.45 0.22 0.22 

gcp10 -0.37 -0.37 0.04 0.06 

gcp11 0.13 0.13 0.07 0.00 

gcp12 0.01 0.01 

- -

gcp13 0.02 0.02 

gcp14 0.09 0.09 

gcp15 0.05 -0.04 

gcp16 0.05 0.05 

gcp17 -0.11 -0.11 

gcp18 -0.05 -0.05 

gcp19 -0.45 -0.45 

gcp20 0.23 0.23 

gcp22 0.32 0.32 

gcp23 0.90 0.03 

gcp24 0.24 0.24 

gcp25 -0.31 -0.16 

gcp26 0.41 0.41 

Mean 0.064 0.036 0.082 0.059 

Standard Deviation 0.315 0.256 0.253 0.234  

나 침수심이 깊은 곳의 피해면적이 감소하고, 낮은 곳의 피해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는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침수가 발생한 시기와 무인항공시

스템으로 영상 촬영한 년도가 다르므로 지형 및 건물 등의 지

물이 바뀐 결과와 침수피해 이후 정비공사로 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로 생성

한 DEM은 건물 등의 정확한 위치와 좌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피해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Fig. 10과 Table 7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일원의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심별 면적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현동 일원과 마찬가지로 기 작성된 침수흔적조사보

고서에서는 전체 피해 면적만 제시하고 있어 shp 파일로 침수

심별 면적을 산정하였고, 무인항공시스템의 영상으로 DEM

을 생성하고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침수심별 면적을 산정

하였다. 기 작성된 침수흔적조사에서 침수면적은 80,433 m
2
, 

무인항공시스템의 영상을 활용한 침수면적은 약 95,915 m
2

로 분석되었다. 이는 용두리 일원의 공도기업단지 조성에 따

른 지형 및 건물 등의 변화에 따라 깊은 침수심의 면적은 감

소하고, 낮은 침수심의 면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수

피해 이후 수로공사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인항공시스템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는 신설된 단지 조성

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형의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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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name Inundation trace map UAVS

Gahyeon-dong

Fig. 9 Estimation of flooded area (Gahyeon-dong)

Area name Inundation trace map UAVS

Yongdu-ri

Fig. 10 Estimation of flooded area (Yongdu-ri)

Table 6 Comparison of flooded area (Gahyeon-dong)
(Unit : m

2
)

Inundation Depth (D) Inundation Trace Map UAVS

0.0 m ≤ D < 0.5 m 151,240 170,821

0.5 m ≤ D < 1.0 m 144,502 156,205

1.0 m ≤ D < 1.5 m 110,529 105,344

1.5 m ≤ D < 2.0 m 98,017 92,102

2.0 m ≤ D < 2.5 m 62,022 62,857

2.5 m ≤ D < 3.0 m 50,984 11,243

3.0 m ≤ D 0 0

Sum. 617,294 598,572

Table 7 Comparison of flooded area (Yongdu-ri)
(Unit : m

2
)

Inundation Depth (D) Inundation Trace Map UAVS

0.0 m ≤ D < 0.5 m 0 24,521

0.5 m ≤ D < 1.0 m 38,083 33,010

1.0 m ≤ D < 1.5 m 42,350 38,384

1.5 m ≤ D < 2.0 m 0 0

2.0 m ≤ D < 2.5 m 0 0

2.5 m ≤ D < 3.0 m 0 0

3.0 m ≤ D 0 0

Sum. 80,433 95,915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 침수재해 위험지

구의 지형모델 생성 및 지형측량과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경

기도 안성시의 가현동 일원과 공도읍 용두리 일원을 선정하

여 무인항공시스템 촬영 Data를 기반으로 정사영상, DSM을 

생성하였고, 정밀 DEM 생성을 위하여 불규칙삼각망 (TIN)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무인항공시스템으로 촬영한 삼각측량 결과와 현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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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준점의 GPS를 통한 실측 측량을 통한 정확도 분석 

결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

균 및 최대오차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항공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작된 영상자료 및 수치지형도를 사용

한다면 주요 재해위험 지역의 재해위험 공간분석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형 및 건물 등과 같은 지물이 반영된 3D 지형모델은 일

반 사용자도 쉽게 주변 현황 등을 알 수 있으며, 재난대비 

및 재난 방재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3) 무인항공시스템의 촬영 영상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한

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축척의 수

치지형도보다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지형, 지물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DEM 생성시 CELL 크기를 세분화 할 수록 

오차가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침수재해에 대한 

수리수문분석 결과를 재해지도 제작에 반영하여 활용한

다면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와 같은 재난 대비에 대

한 대책수립을 보다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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