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23(3) 2020, pp.85-99
https://doi.org/10.11108/kagis.2020.23.3.085

ISSN 1226-9719(Print)On
ISSN 2287-6952(Online)

UAV와 Echo Sounder 취득 자료의 비교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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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흐르는 물을 저장하여 공업, 농업, 상수도, 수력발전 등의 다양한 이용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저수지의 유지관리는 행정 및 기

술적 방안들을 동원하여 관리주체별로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저수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저수

지 하상 파악이 우선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신뢰가 높은 Echo sounder를 이

용한 방류전의 저수지 수심 측량과 방류후의 저수지 지형 측량을 UAV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그리

고 수심 측량 자료를 Inverse Distance Weighting 보간, Kriging 보간, Minimum curvature 보간, 

Radial basis function 보간 등의 공간 보간별로 저수지의 내용적을 산출하여 UAV에 의한 방류 후 

내용적 및 단면적을 비교 분석함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첫째, UAV에 의한 지형 

자료와 Echo sounder에 의한 수심 자료를 공간 보간 기법별 적용 결과 Kriging 보간이 약 97%의 

저수지 내용적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저수지 하상의 형상 비교를 위하여 검토 단면 

설정 후 지형 선형과 보간별 선형의 상이 면적차를 비교한 결과 Kriging 보간이 최소 단면적 차이

를 보임으로 지형 선형과의 가장 유사 형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cho sounder에 의해 취득

된 수심 자료로 저수지 하상의 최적 모델링 구축시 저수지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기초적 자료 제공

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주요어 : 무인항공기, 음향측심기, 저수지 하상, 공간 보간,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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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oir is an important infrastructure of our society because it can store immense 

amount of water for various usages - manufacturing, agriculture, drinking, power 

generation, tourism etc. For maintenance of reservoir, various efforts in administrative 

and technological aspects are periodically conducted and monitoring the conditions of 

reservoir bed is the first priority for maintenance of reservoir. To check the conditions 

of reservoir bed, we measured depth of reservoir by using echo sounder, which is 

relatively reliable, prior to discharging of stored water and surveyed topography of 

reservoir by using UAV after discharging of water. Then, we conducted interpolation of 

measured depth of water by means of inverse distance weighting interpolation, Kriging 

interpolation, minimum curvature interpolation and radial basis function interpolation and 

calculated the volume of reservoir for each interpolation method. We compared the 

calculated volume of reservoir with the volume of water calculated by UAV after 

discharging of water and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results of the above 

processes, we found that the Kriging interpolation was 97% correct in measurement of 

the volume of reservoir. Second, as results of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topographical areas and interpolated areas after selection of cross section for 

comparison, Kriging interpolation was found to have the most similar configuration with 

the topographical configuration by showing the least difference in the area of cross 

section.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the optimal modeling of reservoir bed with the 

water depth data measured by echo sounder sha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fficient 

maintenance of reservoir.

KEYWORDS : UAV, Echo Sounder, Reservoir bed, Spatial Interpolation, Accuracy

서  론

기후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난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예로부터 삶의 터

전을 농업에 기반을 둔 구조적 특성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는 더욱 절실하며, 이러한 

가장 대중적 수자원 활용 시설은 저수지일 것이

다. 우리나라의 저수지 구축 현황은 약 27억 

72백만 톤을 저수하여 약 43만ha에 공급할 수 

있는 약 17,240개로 조사되고 있다(Ministry 

for Food, Forestry and Fisheries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저수

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Echo sounder에 의한 수심 자료를 공

간 보간 기법별로 구축하여 UAV에 의해 관측

된 지형자료와 비교 분석후 저수지 하상의 최적 

모델링 기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3차원 지형모

형화를 위한 공간보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육상의 지형모형화에 대한 보간 연구로는 

수치지형도에 의한 수치고도모델 생성시 Kriging

보간이 우수하며 격자 간격은 생성할 등고선 간

격의 2배가 최적(Cho et al., 1998)이고, 산악

지, 구릉지, 도심지, 농경지의 특성 지역으로 구

분 후 격자 및 보간별로 분석 후 항공측량의 추

출 자료와 비교 검증한 결과 Kriging 보간이 수

치표고모델로 적합(Woo et al., 2001)하며, 수

치지형도의 DTM으로 부산광역시를 면적과 토

공량을 보간방법별 분석 결과 최근린보간이 우

수하다는 결과(Park et al., 2001)와 GPS/ 

Leveling 자료를 이용한 기하학적 지오이드고와 

공간보간별로 적용한 지오이드 모델 비교 결과 

Least Square Callocation 보간이 가장 높은 정



UAV와 Echo Sounder 취득 자료의 비교를 통한 저수지 하상의 공간 보간별 정확도 분석 / 노태호 87

확도로 나타났다(Jung, 2017)는 최근 연구결과

도 있다. 

해안 및 해저지형에 관한 보간 연구(Lee, 

2010)로는 GPS와 Echo sounder 조합 관측 

후 보간별 결과와 준설량과의 비교 결과 Radial 

basis function 보간 및 Kriging 보간의 순으로 

정확도가 양호(Kim et al., 2006)하며, 

MBES(Multi Beam Echo Sounder)와 

CZMIL(Coastal Zone Mapping and Image 

Lidar) 자료를 융합하여 해저지형 최적 모델 구

축을 위한 보간 결과 Kriging 보간, IDW 보간

의 순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Jung, 2015) 

또한 하천과 같은 특이 형상에 관한 보간 연구

로는 하천 단면형상 분석시 관측점 간격이 40m 

이하에서는 보간기법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80m 이상의 경우 Kriging 보간이 Linear, IDW 

보간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연구 결

과(Ahn et al., 2012)와 하천횡단자료를 이용하

여 GIS 기반의 Bilinear보간 및 IDW보간의 기

본이론에 기초한 공간보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하천지형 생성에 적용한 결과(Choi, 2009; Lee 

et al., 2012)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미세먼

지 연평균 농도를 공간보간을 적용하고 정확도

를 분석한 결과 Kriging보간, RBF 보간의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결과(Cho et al., 2007)와 

같이 환경분야에 적용한 결과도 다수 있다(Park 

et al., 2013; Mun et al., 2020). 

또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Kriging 보간은 지형 보간에 있어 공간적 

샘플 간격이라는 변동계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보편적이며 비교적 합리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보간 방법이라 연구 결과(Gotway et 

al., 1996), 한정된 자료로 보간기법별 분석과 

분산분석 및 쌍별 비교 검정을 통하여 Kriging 

보간과 IDW 보간이 비교적 정확한 결과로 도출

됨을 알 수 있었으며(Schloeder et al., 2001), 

공간 보간별 적용 연구 논문 53편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IDW 보간 및 Kriging 보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발표한 결과가 있다(Li 

et al., 2011). 

이와 같이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여 보면 여러 

분야에서 Kriging 보간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심자료에 의한 

보간기법별 결과와 향후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

능성이 기대되며 대축척 자료 구축이 가능한 

UAV에 의한 지형자료를 비교 기반하여 최적 

모델링 기법을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공간 보간

공간 보간(Spatial interpolation)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측정값들을 이용하여 미지점의 3차원 

위치 및 특성을 추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따라

서 이러한 추정치는 완전할 수 없으며 다소 왜

곡된 방향으로 결과가 처리될 수 있는 단점들이 

존재한다. 공간 분석시 관측점의 자료 위치에 

의한 상관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리 기반이며, 활

용 자료의 속성에 따른 분석방법이 상이하게 적

용해야 하기 때문에 값의 추정이나 모델 구축시 

자료들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1. IDW 보간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보간은 

인접된 관측점들과 구하려고 하는 점까지의 거

리에 반비례 비선형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되며 이이 대한 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추정코자 하는 점, 는 미지점

에서 주변 관측점 까지 거리, 는  지점의 

관측값, 은 가중치이다. IDW 보간은 구역 내 

자료값에 가중치를 거리에 반비례로 적용된 평

균법이며 비교적 간소하고 정확한 값의 산출이 

장점이다. 단점은 관측점 분포에 의한 미지점의 

추정치가 결정되기 에 어느 정도의 관측점 수를 

적용해서 보간하는지, 인접한 관측접이 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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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대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는지 등이 있

다. 다음 그림 1은 이러한 IDW에 대한 개념 모

식도이다.

FIGURE 1. Concept of IDW interpolation
source : http://www.geography.hunter.cuny.edu/

2. Kriging 보간

Kriging 보간은 관측점들 사이의 분산정도를 

공간에 변화하는 비로써 관측한 값에 의해 공분

산을 통한 표면 곡률 총합이 최소가 되게 하여 

미지점을 결정한다. 이는 관측점에서 값들의 평

균차이가 관측점들의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분산도로 표현된다. 따라서, Kriging 보간은 통

계학적 기반을 둔 공간 구조 및 공간 상관을 나

타내는 자기공분산(Auto-Covariance)에 의해 

계산되며 개념 모식도는 그림 2와 같다. 

FIGURE 2. Concept of kriging interpolation 

source : http://www.geography.hunter.cuny.edu/

3. Minimum curvature 보간

Minimum Curvature 보간은 임의 점의 예측

값을 해당 주위의 곡률이 최소가 되는 점을 기

준 또는 최근린 두 점의 관측값에 대한 평균으

로 보간하여 구하는 방법이며  그림 3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특징으로는 가장 부드러운 그리

딩이 가능하지만 실제 자료점의 입력값과 보간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보간법과에 

비해서는 외삽이 발생할 경우 실제 값보다 크게 

왜곡되는 특성이 있다. 

FIGURE 3. Concept of minimum curvature 

interpolation

source : https://www.esri.com/

4. Radial basis function 보간

RBF는 예측되어진 Z값이 생성하는 표면 곡

률 합이 최소가 되도록 미관측 지점의 값을 예

측하는 기법이다. 전술한 IDW는 예측 값이 관

측값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나 RBF는 

관측된 최대 및 최소값보다 예측값이 최대 및 

최소값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RBF는 고도 

자료와 같이 공간상 완만하게 변화하는 보간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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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radial basic function이며, 

∥∥는 예측점 와 각 관측점 와의 거

리,       ⋯ 는 각 관측값의 가중치, 

은 평향(bias) 파라미터를 뜻한다(Cho et 

al., 2006).

현장 실험

1. 연구 수행 흐름 및 연구대상지역

UAV에 의한 저수지 하상의 지형 자료와 

Echo sounder에 의한 저수지 수심 자료의 비

교로서 저수지에 대한 최적 공간 보간 모델링을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수평 및 수직기준점 측량을 우선 실시하

고 UAV에 의한 저수지의 방류전과 방류후의 

지형 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Echo sounder

에 의한 방류전 저수지 수심 자료를 취득하여 

UAV와 Echo sounder에 의한 내용적 상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 흐름도의 내용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FIGURE 4. Flow chart in study

본 연구대상지역은 그림 5와 같이 경상남도 

◯◯군에 위치하고 2017년 12월 29일 준공된 

저수지로서 제방고는 35m, 제방 길이는 152m

의 제원으로 그림 6과 같다.

FIGURE 5. Location of test field

FIGURE 6. View of test field

2. 수평 및 수직기준점 측량

저수지 하상의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

여 수평 및 수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림 7과 같

은 인근의 기준점들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지

내의 VRS-GPS 관측시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 

오차와 수심측량시 측량선의 수평위치 오차는 

저수지 용량 결정에 절대적 오차와 연관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들을 소거하기 위하여 통합

기준점 3점을 확보하여 표 1과 같은 VRS- 

GPS를 이용하여 망조정에 의한 저수지 지역의 

평면 위치를 정위하였고, 수직 기준점 결정은 

통합기준점과 인근의 수준점 1점을 확보하여 

clibration을 실시함으로 정확도 향상에 도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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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798 Bench Mark

FIGURE 7. Control point and bench mark

VRS-GPS
Model GSX2(SOKKIA)

Accuracy
H : 10mm+1.0ppm
V : 15mm+1.0ppm

Measure unit(minimun) 10 second
Channel 226 channels

GLONASS / NMEA L1, L2 ? Yes
Communication port Blue tooth, USB, RS-232

TABLE 1. Specifications of VRS-GPS

3. UAV에 의한 저수지 지형자료 취득

UAV의 비행은 직접 조정에 의한 수동비행과 

비행 전 비행경로를 입력하여 비행되는 자동비

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형 자

료의 정밀도를 균일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 

비행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사용된 UAV는 DJI의 InspireⅡ를 사용

하였으며, 비행 조건은 인근에 높은 산이 있는 

관계로 비행고도는 약 700m로 설정하였고, 카

메라의 경사각은 90°, 종중복도 70%, 횡중복

도 60%로서 비교적 중복도를 높이 설정하였으

며, 취득된 영상들의 정합을 위하여 인근에 8개

의 GCP를 설치하여 그림 8과 같이 VRS-GPS

에 의한 관측을 수행한 후 비행 실시하였다. 그

림 9는 UAV에 의한 비행경로의 결과이며, 비행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 되었다. UAV 관측에 

의한 좌표계는 GRS80 좌표계 및 KNgeoid18 

수직기준계를 적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UAV
Model INSPIRE Ⅱ(DJI)
Weight 3.4kg

Velocity(Maximum) 94km/hr
Size(cm) 42.5(W)×42.7(L)×31.7(H)

Flight time 25min

TABLE 2. Specifications of UAV

FIGURE 8. View of GCP surveying

FIGURE 9. Result of flight path

비행촬영 결과 가용할 수 있는 영상들의 취사

를 통해 비교적 양호한 영상들을 사용하여 처리

하였다. 취득된 영상들은 Pix4D Mapper라는 

사진 영상 정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의 정

렬, GCP 제원 입력, Point cloud 생성 및 3차

원 공간 자료 정리 등에 대한 과정으로 저수지 

하상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일련 과정

들은 현재 드론을 활용한 영상 처리시 많이 적

용되고 있다(Lee et al., 2016). 그림 10은 

UAV에 의한 방류전 저수지의 정사영상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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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rthoimage before discharge

저수지의 방류 후 지형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수지 관리주체기관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득

한 후 15일 후 방류전의 조건과 최대한 동일하

게 비행을 시도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1과 같은 

정사영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FIGURE 11. Orthoimage after discharge

4. Echo sounder에 의한 저수지 수심자료 취득

저수지 하상의 수심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림 12와 같이 2인 1조로 구성하여 측량선에 

부착한 VRS-GPS로서 수평위치 정보를 취득하

였고 VRS-GPS와 수직으로 설치한 최대 1cm

의 정밀도를 보유하고 있는 표 3과 같은 제원의 

Echo sounder를 이용하여 저수지 하상의 수심 

정보를 취득하였다. 관측점들은 약 10m의 간격

을 유지하면서 취득코자 하였으며 취득된 관측

값의 후처리는 Hypack MAX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VRS-GPS의 수평 위치자료와 함께 

저장하여 수평위치와 수심위치를 동기화하였고 

수위보정 등의 실시를 통하여 취득된 자료들을 

최적화하였다. Echo sounder에 의한 자료 구축

은 UAV에 의한 자료 구축과 동일하게 GRS80 

좌표계와 KNgeoid18 수직기준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심측량시 음향측심기 높이의 값들은 직

접수직거리를 측정하여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을 통하여 가감하여 관측값에 적용하였고, 음속

도에 따른 수심의 변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BarCheck를 통해 측정당시에 저수지의 상태를 

적용한 음속도로서 측정하였다. 

FIGURE 12. View of bathymetry

Echo sounding equipment

Model Aquaruler 200S

Producer Sonar Tech, Korea

Ferquency 12∼210kHZ

Output buffer 30∼190mm/min

Range 10∼8,000m

Velocity 1,400∼1,600m/s

Resolution
± 1cm  (0∼200m)

± 10cm (200∼2,000m)
± 1m   (2000∼8,000m)

TABLE 3. Specifications of echo sounder

Echo sounder에 의한 수심측량 관측 당시 

저수지 인근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유출되는 

토사 관계로 수질의 탁도는 매우 높은 상태였으

며, 수위는 비교적 고수위에 위치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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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수심의 원시 자료는 그림 13과 같이 수

심측량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보정 단계를 

거쳐 자료를 구축하였고(Seo et al., 2002), 측

점수는 1,036개로 측정되었으며 표 4는 보정된 

수심 자료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FIGURE 13. Data process of bathymetry

No X(m) Y(m) Elevation(m)

1 333227.525 281280.295 471.40

2 333226.130 281280.336 471.36

3 333221.768 281272.061 470.83

4 333224.471 281264.167 470.82

5 333227.137 281256.323 470.63

⋮ ⋮ ⋮ ⋮

1032 333220.657 281261.174 470.31

1033 333221.118 281270.020 470.60

1034 333221.048 281275.811 470.61 

1035 333222.817 281281.406 470.83

1036 333225.167 281283.888 471.22

TABLE 4. Result of bathymetry

분  석

1. UAV에 의한 저수지 지형자료 구축

UAV에 의하여 저수지의 방류 후 상태를 촬

영하고 획득된 영상들은 Pix4d Mapper를 이용

하여 영상 정합 후 정사영상을 획득하였다. 또

한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등고선, 경작지역 및 

관련 구조물 등과 같은 도면 수치화 작업을 실

시하여 방류 후 저수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는 다음 그림 14와 같다.

FIGURE 14. Digital map after discharge

저수지 방류 후 상태에 대한 내용적을 산정하

기 위하여 Raster 기반의 자료 처리 결과보다 

비교적 정확한 Vector 기반의 자료 처리로 산

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Vector 기반의 TIN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림 15와 같이 GIS 프로그램 

ArcView3.2a를 이용하여 기준 수위 469m를 

설정하여 산정한 결과 2,403,812.603m3의 저

수지 내용적을 산출할 수 있었다. 

FIGURE 15. TIN map after discharge

2. 수심자료에 의한 공간 보간 적용 분석

Echo sounder에 의해 획득된 수심측량의 자

료를 Surfer 8.0이라는 공간 보간 모델링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공간 모델링을 시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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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surface map(IDW) (b) Contour map(IDW)

(c) 3D surface map(Kriging) (d) Contour map(Kriging)

(e) 3D surface map(Minimum curvature) (f) Contour map(Minimum curvature)

(g) 3D surface map(Radial basic function) (h) Contour map(Radial basic function)

FIGURE 16. Result of spatial interpolation(grid : 1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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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olation Grid
Depth(m)

Volume(㎥) Difference(㎥) Accuracy(%)
Minimum Maximum

IDW

1m×1m 456.567 471.798 1,938,717.179 -465,095.424 80.7

5m×5m 456.754 471.484 1,899,876.124 -503,936.479 79.0

10m×10m 457.315 471.470 1,783,832.268 -619,980.335 74.2

20m×20m 457.556 471.227 1,729,355.056 -674,457.547 71.9

Kriging

1m×1m 456.421 476.940 2,352,846.922 -50,965.681 97.9

5m×5m 456.456 476.931 2,345,132.835 -58,679.768 97.6

10m×10m 456.524 476.931 2,331,068.113 -72,744.490 97.0

20m×20m 456.571 476.687 2,321,700.831 -82,111.772 96.6

Minimum
curvature

1m×1m 454.646 479.889 2,392,038.232 -11,774.371 99.5

5m×5m 455.766 475.961 2,119,131.478 -284,681.125 88.2

10m×10m 456.247 474.199 1,947,003.825 -456,808.778 81.0

20m×20m 456.849 475.930 2,137,683.258 -2,661,29.345 88.9

Radial basic
function

1m×1m 448.104 481.310 4,159,868.295 +1,756,055.692 26.9

5m×5m 449.611 480.344 3,847,339.695 +1,443,527.092 39.9

10m×10m 452.879 480.344 3,173,875.500 +770,062.897 68.0

20m×20m 448.786 480.136 4,022,881.306 +1,619,068.703 32.6

TABLE 5. Accuracy analysis based on interpolation result and accuracy according to grid size

결과는 그림 16 및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구축 

조건은 수심측량에서의 측정과 동일하게 10m× 

10m의 격자로 구성, 기준 수위 469m로 적용하

였으며 내용적 차이는 저수지의 방류 후 TIN으

로 구축된 내용적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Kriging 보간이 97.0%의 정확도로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음을 알 수 있었으며 Minimum 

curvature 보간 81.0%, IDW 보간 74.2%, 

Radial basic function 보간이 68.0%의 순서로 

정확도가 정량분석 되었다. 또한 IDW 보간, 

Kriging 보간, Minimum curvature 보간은 내용

적이 TIN에 의한 산정 결과보다 적게 나옴을 알 

수 있었으며, 오직 Radial basic function 보간만

이 과대하게 내용적이 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간 모델링 구축시 격자의 간격이 얼

마만큼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분

석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격자의 간격을 1m×1m, 5m×5m, 10m 

×10m, 20m×20m의 4가지 결자로 구성하여 

공간 보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Kriging 보

간이 평균 약 97%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알 

수 있었으며, Minimum curvature 보간이 평균 

약 89%, IDW 보간이 평균 약 76%, Radial 

basic function 보간이 평균 약 42%의 정확도

로 분석되었으며, IDW 보간, Kriging 보간, 

Minimum curvature 보간은 어떠한 정확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Radial basic 

function 보간은 관측된 최대값과 최소값을 초

과할 수 있는 예측값이 발생될 수 있기에 본 논

문에서 확대된 결과로 도출되어 정확도의 경향

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7. Accuracy according to grid size 

3. 공간 보간 적용별 검토 단면 분석

저수지 하상에 대한 형상적 분석을 위하여 그

림 18과 같이 두 개의 검토 단면(A-A′: X축 

333,050m 좌표 기준, B-B′: Y축 281,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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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N interpolation(A-A' section)

(b) Comparison of idp and tin interpolation(A-A' section)

(c) Comparison of kriging and tin interpolation(A-A' section)

(d) Comparison of minimum curvature and tin interpolation(A-A' section)

(e) Comparison of radial basic and tin interpolation(A-A' section)

FIGURE 19. Result of check sections(A-A' section, grid : 1m×1m) 



Analysis of Precision of Interpolation of Reservoir bed Through Comparison of Data Acquired by Using UAV and Echo Sounder96

(a) TIN interpolation(B-B' section)

(b) Comparison of idp and tin interpolation(B-B' section)

(c) Comparison of minimum curvature and tin interpolation(B-B' section)

(d) Comparison of minimum curvature and tin interpolation(B-B' section)

(e) Comparison of radial basic and tin interpolation(B-B' section)

FIGURE 20. Result of check sections(B-B' section, grid : 1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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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기준)을 설정하여 UAV에 의해 취득된 지

형 단면과 공간 보간별에 의한 보간 단면들을 

비교하였다. 비교 기준은 공간 분석시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1m×1m의 격자 간격으로 보간

된 모델링들과 TIN 구축 단면을 서로간의 지형 

선형에서 나오는 상이 면적차로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산정되었으며, 4개의 

공간 보간 모델링 중 Kriging 보간이 검토 단면 

2개 모두 상대적으로 면적차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면적의 차이를 단면으로 나

타내면 그림 19 및 그림 20과 같다.

FIGURE 18. Selection of check sections 

Interpolation
Check sections(Δarea, ㎡)

A-A' section B-B' section

IDW 1,807.2766 854.7533

Kriging 1,042,6634 638.8530

Minimum curvature 1,147.5507 651.9284

Radial basic function 2,007.2434 962.2177

TABLE 6. Comparison of check sections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UAV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방류 후 내용적에 

대한 지형 자료와 저수지 방류 전 Echo 

sounder에 의한 수심 자료에 의한 공간 모델링

을 통한 정확도 분석을 통하여 저수지 최적의 

모델링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Echo sounder에 의한 수심자료를 

IDW 보간, Kriging 보간, Minimum curvature 

보간,  Radial basic function 보간 등 4가지 

공간 모델링 적용 결과 Kriging 보간이 약 

97.0%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격자별 분류 결과 또한 Kriging 보간이 

Echo sounder에 의한 수심 자료 적용 경우 저

수지 공간 보간 모델링으로 적합함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저수지 하상의 형상 비교를 위하여 검

토 단면 설정 후 지형 선형의 상이 면적차를 비

교한 결과 Kriging 보간이 단면적의 차이가 가

장 적음을 알 수 있어 하상 지형 선형이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Echo sounder에 의한 수심자료를 이

용한 저수지 하상에 대한 최적 모델링 적용으로

서 저수지의 능률적 유지관리에 기초적 자료 제

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저수지의 효율

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수심측량으로 

저수지 퇴사량의 정량 분석과 공간 보간 모델링

에 의한 형상 분석이 동시에 구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저수지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더욱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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