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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Minimum Vertex Interval using 
Shorelin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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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안선은 국가의 형상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추출되어야 한다. 최소 점간거리가 

일관되지 않으면  일관된 해안선 길이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1m 이하에서 임의의 점간거리로 산출될 수 있는 

해안선에 대하여 일관되게 산출하기 위한 최소 점간거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해양조사

원에서 공표한 해안선 길이를 기준으로 점간거리에 따른 해안선 길이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해안선과 중첩되는 격자를 생성하였다. 비교결과를 토대로 일관된 해안선 

길이를 고려한 최소 격자 크기를 추정하는 다항식을 유도함으로써 최소 격자 크기와 최소 점간거

리를 결정할 수 있었다. 공표된 해안선 길이와 다양한 격자 크기로 일반화된 해안선 길이를 비교

하고 점간거리에 따른 해안선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관한 해안선 길이를 고려한 최소 점간거리

를 추정할 수 있었다. 결정된 격자 크기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일관된 해안

선 길이 결정에 최소 점간거리 방법론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한 최소 점간거리 결정 방

안은 일관된 해안선 길이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가 기준인 해안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해안선, 일관성, 최소 점간거리, 격자 크기, 일반화, 다항식 유도, 정량적 평가

ABSTRACT

Shorelines should be extracted with consistency because they are the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shape of a country. Even in the same area, inconsistent minimum ve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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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s cause inconsistencies in the coastline length, making it difficult to acquire 
reliable primary data for national policy decisions. As the shoreline length cannot be 
calculated consistently for shorelines produced by determining the arbitrary distance 
between points below 1m, a methodology to calculate consistent shoreline length using 
the minimum vertex interval is proposed herein. To compare our results with the 
shoreline length published by KHOA(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and analyze the change in shoreline length according to the minimum vertex interval, 
target sites was selected and the grid overlap of the shoreline was determined. Based 
on the comparison results, minimum grid sizes and the minimum vertex interval can be 
determined by deriving a polynomial function that estimates minimum grid sizes for 
determining consistent shoreline lengths. By comparing public  shoreline lengths with 
generalized shoreline lengths using various grid sizes an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eline according to vertex intervals, the minimum vertex 
intervals required to achieve consistent shoreline lengths could be estimated. We 
suggest that the minimum vertex interval methodology by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determined grid size  may be useful in calculating consistent shoreline lengths. The 
proposed method by minimum vertex interval determination can help derive consistent 
shoreline length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national shorelines.

KEYWORDS : Shoreline, Consistency, Minimum Vertex Interval, Grid Size, Generalization, 

Polynomial Derivation, Quantitative Evaluation

서  론

해안선 자료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제 6조 4항에서“해안선은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

이 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

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는 법률적 근거에 준

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측량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고 일관된 해안선 자료 

구축을 위해 2001년~2013년까지 제 1차 해안

선조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최초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해안선 길이는 

1만 4,936㎞라고 공표했다. 해안선 자료는 항

공레이저 측량으로 취득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

표면으로부터 1차 해안선을 자동 추출하고 단순

화(직선화), 유선화 과정의 2차 작업 과정 후 

최종 해안선을 추출한다. 제 1차 해안선조사사

업을 분석한 결과 해안선 작업 시 이루어지는 

전산작업(단순화, 유선화 작업)에서 점간거리가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일관되지 않은 해안선 자료의 시작

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점간거리 관련 국내 규정을 살펴보면 수치지

형도 작성 작업규정 공공측량 개정안’제 9조 

제4항에서 가장 조밀한 점간거리 간격이 축척 

1/1,000 기준으로 곡선자료 1m, 직선자료는 중

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6°로 규정되어 있

을 뿐 1m이하에서 입력되는 점간거리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준 없이 결정된 

점간거리의 사용은 해안선의 직선·곡선 구간을 

표현하는데 있어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점간거

리가 사용될 수 있다. 점간거리가 조밀할수록 

해안선 길이는 해안선 기준길이(국립해양조사원 

공표한 해안선 길이)와 근접하게 표현될 수 있

으나 자료의 양과 작업의 양이 증가될 수 있다

(Woo et al., 2018). 영국의 학자 만델브로는 

해안선 길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방법으로 단

위자 적용하였으며 단위자가 작을수록 해안선 

길이는 증가한다고 하였다(Mandelbro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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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자를 해안선를 표현하기 위한 점간거리라 

하였을 때 입력되는 점간거리는 해안선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해안선을 검출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성·

드론영상을 이용하여 취득 당시 통계적·정량적 

방법론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검출된 해안선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분석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제시했다(Zhang et al., 2013; 

Tong et al., 2014; Choi, 2012; Lee et al., 
2015; Technical Reports of KHOA, 2016). 

공간정보 측면에서 Douglas-Peucker 알고리즘

의 기반으로 다축척 수치 지도 루틴(Multiscale 

Digital Map Routine, MDMR)’, 에너지 집중 

(Energy compaction)과정 기반의 자료 압축 

기법 연구 등의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는 일

반화 기법을 사용하여 공간정보의 양을 축소시

키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지형 형상 보존의 정확

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wang, 1993; Jang 

et al., 2011; Paul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동일지역에서 해안선 추출 시 

1m이하에서 입력되는 점간거리를 대한 일관된 

기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

내 해안선 자료 현황을 분석하였다. 격자를 이

용하여 격자 내에서 일반화되는 해안선 길이 특

성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길이를 충족

할 수 있는 정확도 수준의 최소 점간거리를 결

정하였다. 

연구 방법 및 내용

1. 해안선 자료 현황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일관된 해안선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01년~2013년 까지 제1차 해

안선 조사사업을 수행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

듯이 해안선 추출 방법은 항공레이저 측량 적용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지형

현황측량 결과와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비교·

검토하여 최종 해안선을 추출하였으며, 이후에

는 법률적 근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 6조 4항)에 따라 해안선을 설정하여 

해안선을 추출했다(Shoreline Survey Results 

Report, 2001~2013).

현재 국내 해안선 자료 추출은 항공레이저 측

량 자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2와 같이 

수치표고모델 격자 규격(항공레이저 측량 작업

규정 제10조)에 따라 자료 취득 후 1·2차 해

안선 추출 과정을 수행한다(그림 1). 우선, 지

표면의 점들만을 추출하여 지면(Surface)을 제

작하고, 약최고고조면(AHHW : Approximately 

Highest High Water) 표고 기준을 적용하여 1

Year Surveying Technology Shoreline Extraction

2001~    
2006

- Topographic Surveys - Extracted after Comparing Topographic Surveys Results & Digital Topographic Maps

2007~    
2009

- Topographic Surveys
- Airborne Laser Scanning 

- After Setting up Shorelines based on Topographic Surveys & Tidal Observations
- Extracted after Comparing Measured Shoreline & Digital Topographic Map & Digital 

Nautical Chart

2010~    
2013

- Airborne Laser Scanning 
- Hyperspectral Imaging

- 1st Shoreline Extraction from Data of Airborne Laser Scanning based on AHHW & 
Mean Sea Level etc.  

- Final Shoreline Extraction after Simplification(Straightening) & Streamlining

TABLE 1. Surveying Technology & Extraction Method of Shoreline by Year 

Grid Space 1m*1m 2m*2m 5m*5m

Point Density(per ㎡) 2.5 1.0 0.5

Digital Map Scale 1/1,000 1/2,500 1/5,000

TABLE 2. Number of Vertices Interval & Vertex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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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해안선을 자동 추출한다. 1차 추출된 해안선

에는 필요 이상의 점들로 연결되어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서 해안선의 모양이 왜곡되어 표현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2차 해안선 추출에서는 이러

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형현황 자료, 정

사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위치와 해안선의 형상

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해안선의 지형이 왜곡된 선형 부분 편집을 위한 

단순화(직선화) 작업과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점

의 감소로 해안선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유선화 작업을 수행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받은 2014년 해안선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서해안, 동해

안, 남해안 3개의 해안권으로 구분하고 각 해안

권에서 입력된 점간거리 개수, 최소 점간거리와 

최대 점간거리를 나타낸 것은 표 3과 같다. 입

력된 점간거리는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이 

2,591,473개로 가장 많았으며 해안선이 단조로

FIGURE 1. Process of Shoreline Extraction  

West South East 

FIGURE 2. Ratio of Vertex Interval(m)

Coast Number of Vertex Interval Minimum Vertex Interval (m) Maximum Vertex Interval (m)

A 2,591,473 0.002 649.1

B 1,148,007 0.002 1,095.8

C 510,875 0.003 1,579.1

TABLE 3. Number of Vertices Interval & Vertex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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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해안은 점이 510,875개로 가장 적었다. 

가장 긴 점간거리는 1579.1m 였으며, 가장 조

밀한 점간거리는 0.002~0.003m 를 확인했다. 

각 해안권에서 1m로 이하로 입력된 점간거리 

비율은 서해안 82%, 동해안 ,남해안이 54%로 

해안선 자료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확인했다. 가로축은 점간거리를 나타낸 것이

며, 세로축은 입력된 점간거리 대비 비율을 나

타낸 것이다(그림 2).

2. 연구방법 및 대상지 

동일지역에서 결정되는 최소 점간거리를 추정

하기 위해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안선을 벡

터라이징하였다. 다양한 격자 크기를 이용하여 

해안선을 일반화하고 일반화된 해안선 길이와 

기준길이를 비교하여 최소 점간거리를 추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역으로 최소 점간거리 결정이 

가능한 다항식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평

가를 수행했다(그림 3).

해안선의 특색이 뚜렷한 각 해안권에서 3곳을 

선정한 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정사영

상으로 오픈소프트웨어인 QGIS(Opensourc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기준길이를 추출하기 위해 최대한 조밀한 간격

으로 벡터라이징했다(그림 4). 벡터라이징된 해

안선 길이는 A 해안권 약 23㎞, B 해안권 약 

14㎞, C 해안권 약 17㎞이며, 입력된 점간거리

는 A해안권 12,949개로 가장 많았다. 1m이하

에서 입력된 점간거리 또한 82%로 다른 해안권 

보다 복잡한 해안선을 표현하기 위해 조밀한 간

격으로 입력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그림

5).

FIGURE 3. Flow of the Research Process

A(12,949 Vertex Interval) B(9,866 Vertex Interval) C(9,453 Vertex Interval)

FIGURE 4. Vectorising Data using Ortho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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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자를 이용한 해안선 길이 변화 분석

오픈소프트웨어 QGIS를 이용하여 해안선과 

교차되는 격자를 각 크기 별로 생성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A 해안권에서 격자 크기 0.6m 일 

때 48,414개, 격자 크기 256m 일 때 88개로 

다른 해안권에 비해 많은 격자 개수가 생성되었

다. 다른 해안권에서도 격자 크기가 커질수록 

해안선의 기준길이에 비레하여 격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준길이 대비 격자 내에서 일반화되는 해안

선의 길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생성된 격자와 

벡터라이징 한 기준길이와 중첩을 한 후 두 선

형 자료가 교차되는 지점을 분할했다. 분할된 해

안선에 대하여 일반화를 수행하고 동일 격자 내

에서 일반화된 해안선의 총합으로 해안선 길이

를 산출했다(그림 6). 이 과정을 11단계 격자 

크기에 대하여 각각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A, B 해안권의 경우 격자 크기 2m 이하에서 

기준길이 대비 일반화된 해안선의 길이가 99%

이상 충족하고 있어 조밀한 점간거리로 복잡한 

해안선을 표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C 

해안권은 격자 크기가 256m에서도 일반화된 

해안선의 길이가 기준길이 대비 약 87%를 충족

하고 있어 단조로운 해안선임을 짐작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격자 내에서 일반화 되는 해안선 

길이는 포함되는 점간거리에 따라 해안선의 길

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최소 점간거리 결정

격자 내에서 일반화되는 해안선 길이 즉, 점

A B C

FIGURE 5. Ratio of Vertex Interval to the Study Site

Coast A B C Coast A B C

Grid Size(m) Number of Grid Grid Size(m) Number of Grid

0.6 48,414 30,220 37,646 16 1,670 1,082 1,387

0.8 36,279 22,674 28,239 32 807 512 672

1 29,019 18,088 22,595 64 375 241 331

2 14,477 9,015 11,299 128 182 114 160

4 7,131 4,501 5,638 256 88 56 77

8 3,504 2,216 2,811

TABLE 4. Number of Grids

FIGURE 6. Extraction Process of Shoreline Length by Grid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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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거리는 다양한 길이로 표현될 수 있다(그림 

7). 또한 본 연구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최소 점

간거리는 모든 격자에서 0이상이며, 최대 점간

거리의 표 6과 같이 격자 크기 별 최대 점간거

리 이내여야 한다. 결정되는 최소 점간거리를 

격자 내에서 입력되는 평균 점간거리로 적용 가

능성 확인을 위해 각 격자 크기에서 일반화된 

점간거리 개수와 평균 점간거리를 관계를 이용

했다.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격자 크기 8m 이

하만 나타냈다. (a)는 각 격자 크기에서 입력된 

점간거리 개수, (b)는 평균 점간거리이다. (c)

는 (a)와 (b)를 곱한 해안선의 길이이며 (d)는 

기준길이 대비 평균 점간거리 비율이다. 적용 

결과 동일 격자 크기 내의 점간거리 개수와 평

균 점간거리를 곱하여 산출된 해안선 길이는 표 

5에서 격자 크기에 따라 일반화된 해안선의 길

이 비율과 일치했다. 따라서 평균 점간거리가 

최소 점간거리로 적용 가능한 것  을 확인했다. 

거리로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각 격자 크기

에서 일반화된 점간거리 개수와 평균 점간거리

를 관계를 이용했다.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격

자 크기 8m 이하만 나타냈다. 

(a)는 각 격자 크기에서 입력된 점간거리 개

수, (b)는 평균 점간거리이다. (c)는 (a)와 (b)

를 곱한 해안선의 길이이며 (d)는 기준길이 대

비 평균 점간거리 비율이다. 적용 결과 동일 격

자 크기 내의 점간거리 개수와 평균 점간거리를 

곱하여 산출된 해안선 길이는 표 5에서 격자 크

기에 따라 일반화된 해안선의 길이 비율과 일치

했다. 따라서 평균 점간거리가 최소 점간거리로 

Coast A Ratio(%) B Ratio(%) C Ratio(%)

   Original Shoreline(m)
Grid Size(m)

22,834.6 100 14,203.1 100 16,803.1 100

0.6 22,797.1 99.84 14,183.0 99.86 16,792.1 99.93

0.8 22,782.6 99.77 14,175.0 99.80 16,787.5 99.91

1 22,766.7 99.70 14,166.9 99.75 16,783.8 99.89

2 22,670.3 99.28 14,120.9 99.42 16,763.7 99.77

4 22,442.5 98.28 14,003.7 98.60 16,725.9 99.54

8 22,079.2 96.69 13,776.2 96.99 16,656.8 99.13

16 21,589.8 94.55 13,373.2 94.16 16,505.5 98.23

32 20,809.5 91.13 12,881.8 90.70 16,173.4 96.25

64 20,115.4 88.09 12,058.6 84.90 15,875.6 94.48

128 18,758.6 82.15 10,991.5 77.39 15,387.3 91.57

256 17,469.6 76.50 10,061.1 70.84 14,658.6 87.24

TABLE 5.  Grid-based Generalized Shoreline Lengths & Ratio

FIGURE 7. Vertex Interval in the Grid

Grid Size 0.6 0.8 1 2 4 8 16 32 64 128 256

Max·Length 0.85 1.13 1.41 2.83 5.66 11.31 22.63 45.25 90.51 181.02 362.04

TABLE 6. Maximum Vertex Interval within the Grid Siz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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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 

 

±

         (1)

Coast Derived Polynomial

A  

B  

C  
  (2)

거리로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각 격자 크

기에서 일반화된 점간거리 개수와 평균 점간거

리를 관계를 이용했다.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격자 크기 8m 이하만 나타냈다. (a)는 각 격자 

크기에서 입력된 점간거리 개수, (b)는 평균 점

간거리이다. (c)는 (a)와 (b)를 곱한 해안선의 

길이이며 (d)는 기준길이 대비 평균 점간거리 

비율이다. 적용 결과 동일 격자 크기 내의 점간

거리 개수와 평균 점간거리를 곱하여 산출된 해

안선 길이는 표 5에서 격자 크기에 따라 일반화

된 해안선의 길이 비율과 일치했다. 따라서 평

균 점간거리가 최소 점간거리로 적용 가능한 것  

을 확인했다.

특정 대상지에 대한 최소 점간거리를 결정하

기 위해서는 앞서 실험한 다양한 격자 크기의 

생성, 격자 별 일반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

다. 그러나 지역의 범위가 큰 경우 많은 자료의 

양으로 자료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본 연

구에서는 최소 점간거리를 역으로 결정하는 다

항식을 유도하기 위해 격자 크기와 일반화된 해

안선 길이 비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했

다. 11단계의 격자 크기와 일반화된 해안선 길

이의 두 요소를 최소 점간거리가 결정 될 때까

지 격자의 크기를 반복 조정함으로써 최소 점간

거리 결정이 가능한 최소 격자 크기는 0.6m~ 

Coast Grid Size 0.6 0.8 1 2 4 8

A

(a) 63,132 47,086 29,059 14,547 7,229 3,663

(b) 0.361102 0.483851 0.783465 1.558418 3.10451 6.027873

(c)=(a)*(b) 22,797.1 22,782.6 22,766.7 22,670.3 22,442.5 22,080.1

(d) 99.84 99.77 99.7 99.28 98.28 96.70

B

(a) 38,888 29,793 18,102 9,039 4,537 2,264

(b) 0.364714 0.475783 0.782615 1.562219 3.086555 6.084894

(c)=(a)*(b) 14,183.0 14,175.0 14,166.9 14,120.9 14,003.7 13,776.2

(d) 99.86 99.80 99.74 99.42 98.60 96.99

C

(a) 49,083 36,621 22,599 11,307 5,649 2,834

(b) 0.342116 0.458412 0.742679 1.482595 2.96086 5.877488

(c)=(a)*(b) 16,792.1 16,787.50 16,783.8 16,763.7 16,725.9 16,656.8

(d) 99.93 99.91 99.88 99.77 99.54 99.13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of Grid Size & Average Vertex Interval                  [m]

A B C

FIGURE 8. Regression Graph of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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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구간임을 확인했다. 여기서 가로축은 격자 

크기, 세로축은 기준길이 대비 일반화된 해안선 

길이 비율이다. R2가 0.999~1.000 내로 두 요

소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도한 다항식으로 볼 수 

있다(그림 8).

회귀분석 그래프를 기반으로 최소 점간거리 

결정 가능한 다항식은 식 1과 같다. 여기서 

는 기준길이를 1.0(100%)이라 할 때 이를 충

족할 만한 정확도 정도의 표현 가능한 길이 비

율 상수이며, x는 길이 비율 상수 입력 시 최소 

점간거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 격자 크기이

다. 길이 비율 상수는 0~1의 범위 내에 있으며, 

각 해안권에서 유도된 다항식을 정리하면 식 2

와 같다.

에 기준길이를 충족하기 위한 길이 비율  

상수를 0.995와 0.999를 입력하였을 때 값 

즉, 결정된 최소 격자 크기와 평균 점간거리로 

추정할 수 있는 최소 점간거리는 표 8과 같다. 

기준길이를 표현하는데 있어 99.9%의 정확도를 

요구한다면 A 해안권 0.6m, B 해안권 0.6m, C 

해안권 0.9m의 격자 크기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8과 같이 A 해안권과 

B 해안권의 결정된 격자 크기가 0.6m일 때 최

소 점간거리는 0.36m, C 해안권의 결정된 격자 

크기가 0.9m일 경우 최소 점간거리는 0.46m~ 

0.74m임을 추정할 수 있다.

5. 정량적 평가

최소 점간거리는 유도된 다항식을 이용하여 

결정된 격자 크기 내에 있는 평균 점간거리 적

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된 

격자 크기의 대한 검증을 위해 해안선길이(m), 

공간자료 양(Kbyte), 점간거리 개수(개), 위치

정밀도 RMSE(m)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

행했다. 참값의 기준길이는 벡터라이징 된 각 해

안권의 해안선 길이이며, 평가 대상은 결정된 격

자 크기 내에서 일반화된 해안선 길이이다. 검증 

대상은 연구대상지에서 최대한 조밀한 점간거리

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구간 내

에 격자 생성, 격자 내의 해안선 일반화 과정 수

행 후 정량적 평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길이 비율 상수를 0.995(기준길이 대비 

99.5%)로 하여 기준 해안선과 일반화된 해안선

을 비교한 결과 해안선의 길이에서 A해안권 

0.77%, C 해안권 0.25% 감소하였으며, B해안

Coast A B C

 0.995 0.999 0.995 0.999 0.995 0.999

Min. Grid Size (m) 1.4 0.6 1.7 0.6 4.6 0.9

Shoreline Length (m)
Original Data 2,030.2 1,261.0 2,258.8 2,138.0 6,325.2 2,033.6

Generalized Data 2,014.5 1,253.6 2,178.8 2,132.4 6,309.6 2,032.9

Geospatial Data 
(Kbyte)

Original Data 35 37 38 85 63 48

Generalized Data 24 34 22 57 23 36

Vertex Interval 
(Number)

Original Data 2,159 2,256 2,341 1,325 3,947 2,986

Generalized Data 1,456 2,097 5,321 3,559 1,371 2,257

RMSE (m) 0.048 0.043 0.033 0.023 0.023 0.009

TABLE 9. Quantitative Evaluation

Grid Size 0.6 0.8 1 2 4 8

                
   Coast

0.995 0.999 Min. Vertex Interval

x

A 1.4 0.6 0.36 0.48 0.78 1.56 3.10 6.03

B 1.7 0.6 0.36 0.48 0.78 1.56 3.09 6.08

C 4.6 0.9 0.34 0.46 0.74 1.48 2.96 5.88

TABLE 8.  Determined Grid Size & Minimum Vertex Interva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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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3.54%로 크게 감소했다. 공간자료의 양과 

점간거리 개수는 A, B 해안권에서 약 30~ 

40%, C 해안권은 약 60% 정도의 큰 감소량을 

확인했다. 길이 비율 상수 0.999(기준길이 대비 

99.9%)일 때는 모든 해안권에서 해안선 길이가 

0.03~0.60% 감소했으며, 공간자료의 양과 점

간거리 개수는 10%~25%로 감소하였다. 위치 

RMSE는 모든 길이 비율 상수에서 0.01m이하

의 매우 작은 오차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2014년 국립해양조가원에서 공표한 국내 해

안선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안선 추출 

시 레이저측량 자료에서 취득 된 많은 양의 자

료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단순화(직선화), 

유선화에 대한 전산편집이 작업자의 판단에 따

라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 해안선 자료에서 0.002m~1m이하 

점간거리가 전체 입력된 점간거리에서 50%~ 

80%의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지역에 대한 해안선 추출 

시 최소 점간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11단계를 격자 크기를 이용하여 격자 내

에 포함되는 기준길이에 대하여 일반화를 수행

하였다. 해안선 기준길이 대비 격자 크기 별 일

반화된 해안선 길이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격

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해안선 기준길이에 근접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격자 내에서 포

함되는 점간거리에 따라 해안선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격자 내에 있는 평균 

점간거리를 최소 점간거리로 적용하기 위해 동

일 격자 내의 점간거리 개수와 평균 점간거리의 

이용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행된 

실험에서 기준길이 대비 일반화된 해안선 길이 

비율과 일치함으로써 최소 점간거리로 적용 가

능함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최소 점간거리를 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평균 점간거리를 수렴할 때까지 해안선 비

율과 격자의 크기를 반복 조정함으로써 격자 크

기가 0.6m~8m 구간에서 최소 점간거리 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항식을 

유도했다. 다항식에 기준길이를 100%라 하였을 

때 이를 표현하기 위한 적정한 길이 상수 

0.999(99.9%)를 입력 시 A 해안권에서 0.6m

의 최소 격자 크기를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격

자 크기에 대한 최소 점간거리를 0.36m임을 확

인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격자 크기에 대하여 정량

적 평가(해안선 길이, 공간자료의 양, 점간거리 

개수, 위치 RMSE)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안

선 길이, 공간자료의 양, 점간거리 개수는 평가 

구간의 점간거리에 따라 감소율의 차이는 발생

되었으나 길이 비율 상수 0.999에서 해안선 길

이 0.03~0.60%, 공간자료의 양과 점간거리 개

수 10%~25%, 위치 RMSE 0.01m이하의 매우 

작은 오차를 확인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정지역에 대한 일관된 해안

선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해안선 길이 특성을 

이용하여 최소 점간거리 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공표한 국내 해안

선 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기준 없이 

1m이하에서 입력되고 있는 점간거리를 확인했

다. 또한 레이저 측량 자료로 해안선 추출 시 

연속된 해안선 표현을 위해 수행되는 전산편집 

상에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점간거리가 결정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안선 추출 시 

작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

관적인 점간거리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격자를 이용하여 일관된 점간거리에 대한 기

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안선의 특성이 뚜렷

한 3곳을 선정하고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최대한 

조밀한 간격으로 벡터라이징 했다. 크기가 다른 

11단계를 격자를 이용하여 격자 내에 포함되는 

해안선에 대하여 일반화를 수행했다. 해안선 기

준길이와 일반화된 해안선 길이 차에 대한 비율

을 산정하여 격자 크기에 따른 해안선 길이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격자 

내에서 표현되는 평균 점간거리를 최소 점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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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적용하기 위해 검증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

인했다. 평균 점간거리를 최소 점간거리로 적용

하기 위해서는 격자를 생성하고 일반화해야하는 

복잡한 과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동일지역의 점간거리 입력 시 적정한 정

확도 내의 비율을 입력하면 최소 점간거리를 역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다항식을 유도했다. 격자 

크기와 일반화된 해안선 길이 비율의 관계를 이

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앞서 수행한 평균 

점간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구간을 확인했다. 

최소 점간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동일지역에 기

준길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확도 내의 길이 비

율 상수를 입력하면 최소 격자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소 점간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최소 점간거리를 포함하는 결정된 격자 

크기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수행된 4 가지 평가요소(해안선 길이, 공

간자료의 양, 점간거리 개수, 위치 RMSE) 모두 

입력한 길이 비율 상수에 비례하여 감소했다. 

또한 길이 비율 상수 0.999(99.9%)에서 결정

된 최소 점간거리로 해안선을 추출할 경우 기준 

해안선 자료 대비 3%~11% 정도의 작업의 효

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최소 점간

거리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제시된 최소 점간거리 결정 방안은 1m이하의 

점간거리의 모호한 국내 규정에 대한 기준 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소 점간거리 적용으로 해

안선 자료의 성과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최소 점간거리 이하에 대한 작업을 생략함

으로써 작업의 효율성과 성과물에 대한 유지비

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된 최소 점간

거리는 연구대상지라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4년 공표된 전체 해안선 자료와 시

군구 단위에 대한 점간거리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시 해안선의 종류(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

선)에서의 지형의 형상(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을 

고려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필요

하다. 향후 제안한 최소 점간거리 방안은 일관

된 해안선 자료 대한 정량적인 기반 기술을 제

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기초 자

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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