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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UAV 영상을 활용한 연안지역 침식・퇴적 변화 모니터링

조기성1·현재혁2·이근상3※

Erosion and Sedimentation Monitoring of Coastal 

Region using Time Series UAV Image

Gi-Sung CHO1·Jae-Hyeok HYUN2·Geun-Sang LEE3※

1)

요    약

효율적인 연안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지형의 특성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격포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시계열 UAV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UAV 위치정확도 평가를 위해 VRS 측량성과와 비교한 결과 ±11㎝(X), ±10㎝(Y), 

±15㎝(Z)의 표준편차를 얻었으며 따라서 수치지도 작업규정상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UAV 영상을 통해 구축한 수치표면모델을 이용하여 침식 및 퇴적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8년 6월과 2018년 12월 사이에는 평균 0.01m의 퇴적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12월과 2019년 6월 사이에는 0.03m의 침식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8년 6월과 

2019년 6월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0.02m의 침식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계열로 

분석한 지형변화 모니터링 결과로부터 침식 및 퇴적 높이 구간별 면적을 분석한 결과 ±0.5m 구

간에서 침식과 퇴적면적이 가장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계열적 UAV 

영상을 이용한 3차원 지형 모델링 성과를 활용하여 해안지역의 지형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 양빈이나 준설 등과 같은 연안관리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무인항공시스템, 연안 관리, 지형 모니터링, 공간분석 

ABSTRACT

In order to promote efficient coastal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continuously monit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rain, which are changed by various factors. In this study, time 

series UAV images were taken of Gyeokpo beach.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11㎝(X), 

±10㎝(Y), and ±15㎝(Z) was obtained as a result of comparing with the VRS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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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for UAV position accuracy evaluation.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tolerance of the digital map work rule was satisfi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monitoring the 

erosion and sedimentation changes using the DSM(digital surface model) constructed through 

UAV images, an average of 0.01 m deposition occurred between June 2018 and December 

2018, and in December 2018 and June 2019. It was analyzed that 0.03m of erosion occurred. 

Therefore, 0.02m of erosion occurred between June 2018 and June 2019. From the 

topographical change analysis results, the area of erosion and sediment height was analyzed, 

and the area of erosion and sedimentation was widely distributed in the ±0.5m section. If we 

continuously monitor the topographical changes in the coastal regions by using the 3D terrain 

modeling results using the time series UAV images presented in this study, we can support 

the coastal management tasks such as supplement or dredging of sand.

KEYWORDS : UAV, Coastal Management, Terrain Monitoring, Geospatial Analysis

서  론

해안은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지형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지형특성이나 해류에 의해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어 지형이 변화하는 공간적 구조

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간척지 조성이나 

무분별한 연안 개발 및 훼손 등으로 주변 지역

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선 

변화나 해안사구의 유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지역의 지형변화는 유명 해수욕장의 

관광객 감소를 비롯하여 생태계 및 환경오염 등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연안지역의 지형변화는 

주변 간척지 개발에 따른 해류의 이동특성 변화

를 비롯하여 해당 연안지역의 구조적인 지형특

성에 기인하기도 한다(Yu, 2007).  

따라서 연안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는 주기적으로 지형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

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성영상,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등 다양한 

최신기술과 연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Lee and Choi, 2015; Wojciech et al., 

2017; Artur et al., 2019; Shikai et al., 

2020).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Jang et al.(2002)

는 다중분광 위성자료와 분광반사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천수만 간척지의 퇴적물을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Kang and Seo(2012)는 

광파측거의를 활용하여 해안지대의 지형을 주기

적으로 관측하여 해빈과 해안사구의 지형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Lee et al.(2007)는 항

공사진을 활용하여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

안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선 변화를 조사하

였으며, Shin and Seo(2011)은 지상 라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해변의 지형변화 패턴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We and Jeong(2006)은 항공 

라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해안선 추출 알고리듬

을 개발하였으며, Lee and Kim(2007)는 

DGPS 장비를 활용하여 해안선 변화 분석 연구

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화하는 연안지형을 주

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UAV가 매우 

효과적이다(Chiabrando et al., 2011; Rhee et 

al., 2015). 최근에는 자동비행이 가능한 비행

설계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원하는 지역에 대

한 영상촬영이 가능해졌으며, 영상접합을 통해 

3차원 지형모델링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Dalamagkidis et al., 2008). 대표적으로 Lee 

et al.(2019)는 UAV 영상을 촬영한 후 영역 

확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하천의 지형을 추출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Emre and Arif 

(2019)는 저가의 UAV를 이용하여 분석한 수

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의 정확도

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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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 study area

�

▪ select ground control points 
▪ perform a VRS survey

�

▪ make a UAV flight plan
▪ take UAV pictures

�

▪ process UAV images by Pix4D Mapper SW
▪ construct Orthomosaic image, DSM, 3D terrain modeling data

�

▪ analyze error of validation points 
▪ evaluate the location accuracy of UAV images

�

▪ analyze the terrain changes by time series erosion and 
sedimentation section using GIS spatial analysis

FIGURE 1. Research process 

연안분야에서의 UAV 활용연구로서 Lee et 

al.(2016)는 해변지역에 대해 UAV 영상을 활

용하여 3차원 지형모델링을 구축하고 위치정확

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매칭점이 부

족한 해변지역에서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의 영상 및 지형자료 취득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지역에서는 해안침식에 따른 영향으로 해

양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

안지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빈이나 

준설 등과 같은 연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연안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UAV 영상처리를 통

해 구축되는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로부터 연안지역의 지형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빈이나 준설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연안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3차

원 지형자료 기반의 침식 퇴적 변화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6

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촬영한

UAV 영상에 대해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성과를 연계하여 정사영상과 DSM을 생

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안지형을 파악하기 위

한 3차원 지형모델링을 구축하였다. 정밀한 연

안지형을 판독하기 위해 이용되는 UAV 정사영

상과 DSM의 위치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VRS 

(Virtual Reference Service) 측량을 실시하여 

평면 및 수직오차를 검증하였다. 또한 시계열 

DSM 자료를 공간적으로 연산하여 침식 및 퇴

적변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안관

리 업무에 필요한 의사결정 자료를 지원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

스는 그림 1과 같다.

UAV 기반 3차원 지형 모델링

1. 연구대상지 및 지상기준점 측량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UAV 영상자료를 이용

하여 연안 지형변화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전북 부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격

포해수욕장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 29일, 2018년 

12월 10일, 2019년 6월 14일과 같이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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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UAV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UAV 촬영

시마다 지상기준점을 선정하여 측량을 수행하였

다. 지상기준점은 Sokkia 회사의 GCX2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VRS 측량방식을 통해 GRS80 

TM 좌표를 취득하였다. 

FIGURE 2. Study area 

UAV 영상의 위치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

시한 검증점 측량은 2018년 6월 29일에만 실

시하여 그 특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2와 표 1은 

2018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지상기준점과 검

증점의 위치와 좌표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은 지상기준점 측량을 수행하는 모습

이며, 해변의 경우 지상 식별점이 용이하지 않

아 대공표지를 설치하여 좌표를 관측하였다.

No X(E) Y(N) Z(EL.m)

1 151875.75 337098.37 -0.999

2 151888.08 336913.89 -1.366

3 151970.58 337107.09 1.947

4 152007.40 336985.48 3.019

5 151979.20 336881.91 2.055

6 152023.29 337096.44 4.180

7 152086.64 336874.84 2.765

TABLE 1. Information of GCP survey

FIGURE 3. Survey of GCP & validation point

2. UAV 기반 3차원 지형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DJI사에서 제작한 Inspire 2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영상 취득을 위해 X5S 카

메라를 탑재하였다. 표 2는 Inspire 2 모델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Items Contents

Model Inspire 2

Weight 3.4 kg

Size 605 mm

Accuracy H : ±1.5 m, V : ±0.5 m

Maximum flight speed 94 km/h

Maximum flight time 27 min

TABLE 2. UAV spec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총 3회에 걸쳐 UAV 촬영을 

실시하였다. 특히 격포해수욕장과 같은 연안 지

역은 조석변화에 따라 지형이 크게 변화하기 때

문에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예보표를 참고하여 

가장 낮은 조위값을 갖는 2018년 6월 29일 10

시, 2018년 12월 10일 10시 30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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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rthomosaic image and DSM data 

2019년 6월 14일 7시에 UAV 비행을 실시하

였다. 그림 4는 대표적으로 2019년 6월 14일

의 조석예보표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4. Tide table of June 2018

대상지역에 대한 비행계획 수립을 위해 

Pix4D Capture 앱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5와 

같이 비행고도 약 130m에서 종․횡중복도를 각

각 80%와 70%로 설정하여 촬영하였다. UAV

로 촬영한 영상을 접합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Pix4D Mapper SW를 이용하였으며, 수치사진

측량 방법에 의한 프로세스를 통해 그림 7과 같

이 정사영상과 수치표면모델을 구축하였다.

FIGURE 5. Design of flight plan

FIGURE 6. Processing of image mosaic

3. 3차원 위치정확도 평가

UAV 촬영을 통해 얻어진 정사영상 및 DSM 

자료를 통해 시계열 지형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생성된 데이터의 3차원 위치정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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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UAV survey Validation survey (VRS) Error 

X(E) Y(N) Z(H) X(E) Y(N) Z(H)   
1 151875.780 337089.350 -0.950 151875.657 337089.457 -0.874 0.123 -0.107 -0.076

2 151870.000 337068.780 -1.120 151869.957 337068.918 -0.985 0.043 -0.138 -0.135

3 151864.680 337055.270 -1.270 151864.355 337055.355 -1.089 0.325 -0.085 -0.181

4 151866.140 337038.450 -1.600 151866.018 337038.585 -1.352 0.122 -0.135 -0.248

5 151871.890 337024.040 -1.800 151871.724 337024.08 -1.652 0.166 -0.04 -0.148

6 151879.190 337002.180 -1.870 151879.353 337002.113 -1.631 -0.163 0.067 -0.239

7 151883.040 336988.840 -1.930 151882.982 336988.851 -1.762 0.058 -0.011 -0.168

8 151888.410 336967.430 -1.880 151888.221 336967.507 -1.694 0.189 -0.077 -0.186

9 151890.620 336945.330 -1.910 151890.289 336945.444 -1.638 0.331 -0.114 -0.272

10 151891.790 336916.010 -1.810 151891.952 336915.713 -1.738 -0.162 0.297 -0.072

11 151939.630 336896.120 -0.020 151939.459 336896.172 0.019 0.171 -0.052 -0.039

12 151948.020 336923.050 -0.310 151947.905 336923.031 -0.156 0.115 0.019 -0.154

13 151956.140 336952.370 -0.180 151955.96 336952.356 0.006 0.18 0.014 -0.186

14 151954.860 336981.840 -0.150 151954.812 336981.748 0.046 0.048 0.092 -0.196

15 151951.110 337006.600 -0.050 151951.035 337006.519 0.083 0.075 0.081 -0.133

16 151948.370 337027.980 0.120 151948.348 337027.886 0.021 0.022 0.094 0.099

17 151947.270 337043.390 0.200 151947.247 337043.384 0.035 0.023 0.006 0.165

18 151945.240 337058.600 0.330 151945.184 337058.594 0.529 0.056 0.006 -0.199

19 151942.630 337074.100 0.380 151942.613 337074.088 0.51 0.017 0.012 -0.13

20 151942.130 337086.740 0.550 151942.039 337086.737 0.71 0.091 0.003 -0.16

21 151964.560 337108.300 1.910 151964.526 337108.269 1.826 0.034 0.031 0.084

22 151979.910 337096.780 2.010 151979.947 337096.83 2.063 -0.037 -0.05 -0.053

23 151990.360 337077.670 2.020 151990.375 337077.674 2.214 -0.015 -0.004 -0.194

24 151995.950 337056.060 2.000 151995.868 337056.083 2.14 0.082 -0.023 -0.14

25 151999.090 337031.820 1.910 151999.026 337031.828 2.045 0.064 -0.008 -0.135

26 151999.380 337006.300 1.670 151999.507 337006.126 1.559 -0.127 0.174 0.111

Standard Deviation ±0.11 ±0.10 ±0.15

TABLE 3. Error analysis of validation points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3차원 위치 정확도 평가는 2019년 6월 14일

에 촬영한 UAV 성과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그림 2와 같이 총 26점을 선정하여 VRS 

측량을 통해 평면위치(X, Y)와 표고값을 관측

하였다. 그리고 UAV로부터 생성된 3차원 좌표

를 VRS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평면위치 및 표고

에 대한 표준편차를 표 3과 같이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평면위치 X(E)와 Y(N)의 표준편

차는 각각 ±0.11m와 ±0.10m로 나타났으며, 

수직위치 Z의 표준편차는 ±0.15m로 나타났다. 

UAV 측량성과의 정확도 기준은 수치지도 제

작 등에 활용되므로 수치도화의 축척별 허용오

차 검토가 필요하다. 도화축척 1/1,000 수치지

도 작성에서 평면 및 표고점의 표준편차는 

±20㎝이며(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9), 따라서 26개 검증점을 기준

으로 검토한 연안지역의 UAV 3차원 지형모델

링 성과물은 도화축척 1/1,000 수치지도 제작

에서 제시된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UAV 영상을 활용한 

침식·퇴적 변화 모니터링

시계열 지형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6월 

29일, 2018년 12월 10일 그리고 2019년 6월 

14일의 DSM 자료를 그림 8과 같이 구축하였다.

구축한 DSM 자료에 대해 공간연산을 수행하여 

표 4와 같이 시계열 지형변화의 특성을 평균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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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ime series terrain change maps

FIGURE 8. Time series DSM data

면높이(MSL; Mean Sea Level)를 기준으로 제

시하였다.

먼저 2018년 6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의 지형변화를 살펴보면 침식과 퇴적

의 최대값은 각각 2.56m와 2.24m로 나타났으

며 평균적으로는 0.01m의 퇴적이 발생하였고 

표준편차는 ±0.13m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8

년 6월 29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의 분석

에서는 침식과 퇴적의 최대값이 최대 2.31m와 

2.28m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형변화는 0.02m의

침식이 발생하였으며 표준편차는 ±0.17m로 계

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에서 2019년

6월 14일까지의 지형변화를 살펴보면 침식과 

퇴적이 각각 최대 2.28m와 2.55m로 나타났으

며 평균 지형변화는 0.03m의 침식이 발생하였

으며 표준편차는 ±0.19m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2018년 6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10일

까지 0.01m의 퇴적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 

12월 10일에서 2019년 6월 14일까지 0.03m

가 침식되어 전체적으로 0.02m의 침식이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었다.

Items Min Max Mean StD.

2018.06.29-2018.12.10 -2.56 2.24 0.01 0.13

2018.12.10-2019.06.14 -2.28 2.55 -0.03 0.19

2018.06.29-2019.06.14 -2.31 2.28 -0.02 0.17

TABLE 4. Analysis of time series terrai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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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Area (㎡)

2018.06.29.-2018.12.10 2018.12.10.-2019.06.14 2018.06.29.-2019.06.14

Erosion

< -2.0 0.5 0.5 0.5 

-2.0 ~ -1.5 3.1 1.6 3.5 

-1.5 ~ -1.0 17.6 12.7 15.8 

-1.0 ~ -0.5 80.7 133.1 82.6 

-0.5 ~ 0 13,324.4 16,176.6 16,821.6 

Sedimentation

0 ~ 0.5 14,667.3 11,723.0 11,126.4 

0.5 ~ 1.0 86.2 121.7 117.6 

1.0 ~ 1.5 13.1 20.3 21.1 

> 1.5 1.5 4.9 5.3 

Sum 28,194.4 28,194.4 28,194.4

TABLE 5. Area analysis by time series erosion and sedimentation section

    

Figure 10. Time series erosion and sedimentation section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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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시계열 지형변화 분포도로서 침식과 

퇴적에 따른 지형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지형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침식과 퇴적 구간을 표 5와 같이 설정하여 분포

면적을 계산하였으며 그림 10은 침식과 퇴적구

간을 설정하여 나타낸 분포도이다. 

먼저 2018년 6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의 구간별 지형변화에서는 0.5m 이내

의 침식과 퇴적구간 면적이 각각 13,324.4㎡와 

14,667.3㎡로 퇴적구간의 면적이 1,342.9㎡ 만

큼 크게 나타났다. 또한  12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의 구간별 지형변화에서는 0.5m 

이내의 침식과 퇴적구간 면적이 각각 16,176.6㎡

와 11,723.0㎡로 침식구간의 면적이 4,453㎡ 

만큼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 6월 29일

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의 구간별 지형변

화에서는 0.5m 이내의 침식과 퇴적구간 면적이 

각각 16,821.6㎡와 11,126.4㎡로 침식구간의 

면적이 5,695.2㎡ 만큼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 특성상 모래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매칭점을 얻기 힘든 특성이 있으

며, 이로 인해 검증점에 대한 수직위치 Z의 표

준편차가 ±0.15m로 나타났다. 따라서 침식과 

퇴적 변화량 구간인 0.0~0.5m 구간에 대해서

는 일부 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퇴적 및 침식변화량이 큰 지역도 분포

하고 있기 때문에 양빈사업 추진시 효과적인 업

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UAV 영상을 활용하여 

연안지역의 침식・퇴적변화 모니터링을 수행하

였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별 지형의 수직변화

를 비롯하여 침식・퇴적 구간별 분포면적을 분

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계열 침식・퇴적변화 

모니터링 자료는 양빈이나 준설과 같은 다양한 

연안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의

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인력의 여건상 

연안지역의 지형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시

기의 드론 촬영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

며, 추후 연구에서는 퇴적 및 침식변화량이 큰 

지역을 선별하여 시계열 지형변화 특성을 파악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UAV 영상을 활용하여 

격포 해수욕장에 대한 침식·퇴적 분포 등 지형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지역의 3차원 지형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UAV 촬영 및 영상매칭을 통해 3차

원 지형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매칭점이 부족한 

해변지역에서도 UAV를 활용한 3차원 지형모델

링 수행이 가능함을 검증하기 위해, 총 26점의 

검증점을 선정하여 GPS 측량을 통해 위치오차

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평면위치 XY에 대해 

각각 ±11㎝와 ±10㎝, 표고에 대한 표준편차

는 ±15㎝로 나타나 도화축척 1/1,000 수치지

도 작성에서의 평면 및 표고점의 표준편차인 

±20㎝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계열로 촬영한 UAV 영상을 통해 구

축한 3차원 지형모델링 성과를 이용하여 대상지

역에 대한 침식 및 퇴적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

한 결과 2018년 6월과 2018년 12월 사이에는 

평균 0.01m의 퇴적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12월과 2019년 6월 사이에는 0.03m의 침식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8년 6월

과 2019년 6월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0.02m의 

침식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계열로 분석한 지형변화 모니터링 결

과로부터 침식 및 퇴적 높이 구간별 면적을 분

석한 결과 ±0.5m 구간에서 침식과 퇴적면적이 

가장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0.5m 구

간의 지형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6월 29일부

터 2018년 12월 10일까지는 1,342.9㎡의 퇴

적분포를 보였으며,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는 4,453㎡의 침식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2018년 6월 29일부터 2019

년 6월 14일까지는 5,695.2㎡의 침식분포 면적

을 보였다. 이와 같이 UAV 영상자료 분석을 통

해 연안지역의 시계열 지형변화를 2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계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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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 영상을 이용한 3차원 지형 모델링 성과를 

활용하여 해안지역의 지형변화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한다면 양빈이나 준설 등과 같은 연안관

리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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