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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astal erosion happens frequently in many different types. To control coastal erosion
zone effectively and establish response plans, we need to accumulate data indicating topography changes
through monitoring the erosion situation continuously. UAV photogrammetric systems, which can fly
autonomously at a low altitude, are recommended as an economical and precision means to monitor the
coastal zones. In this study, we aim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generated orthoimages and DEM as a
result of processing the UAV data of a coastal zone by comparing them with various reference data. We
established a verification routine and examined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 UAV photogrammetric
systems to monitoring coastal erosion by checking the analyzed accuracy by the routine.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generated the geospatial information from acquired data under various configuration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accuracy (RMSE) were about 2.7 cm and 4.8 cm respectively, which satisfied 5
cm, the accuracy required for coastal eros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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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빈번하게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해안 침식 현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변화 자

료를 축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침식 지역을 관리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정밀한 해안

지역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저고도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사진측량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 지역에서 드론 시스템으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된 정사영상과 수치

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다양한 기준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한

다. 비교 검증 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된 정확도를 확인함으로써 해안 침식 모니터링에 드론 사진

측량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기준 데이터와 다양한 조건에서 취득된 드론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공간

정보를 비교한 결과, 수평 및 수직 정확도(RMSE)는 각각 약 2.9 cm와 4.8 cm이었으며, 이는 해안 침식 모

니터링의 요구정확도인 5 cm를 거의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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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산 해운대의 백사장 모래가 해운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모래를 투입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해운대 백사장은 1947년

에 비하여 면적은 약 54%, 폭은 34%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파도에 의해 해마다 수백 톤의 모래가 유실되고 인

근 마린시티 매립과 지나친 개발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같이 최근 기후 변화

와 과도한 해안 개발 등의 인공적 요인으로 인하여 백

사장 침식과 같은 연안 침식 현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으며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Kim, 2011).

연안 침식은 유형에 따라 백사장 침식, 사구 포락, 토

사 포락, 호안 붕괴로 나뉠 수 있다. 우리나라 동해의 경

우에는 백사장 침식, 서해에는 사구포락과 토사 포락,

남해에는 토사 포락과 호안 붕괴의 발생 빈도가 높다.

이처럼 해역의 지형, 기상 등의 연안 환경과 방파제, 호

안 등의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라 다양하게 침식 현상

이 발생한다(Tsuchiya et al., 1991). 유형별로 침식 지역을

관리하고 대책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정량적인 연안

변화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Jung, 2016).

연안 지역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현재는 사람이

측량 장비를 가지고 직접 측정하거나 항공 영상이나 위

성 영상을 활용한 원격 탐사 기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있

다. 동해시에서는 최근 연안 침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백사장 끝부분에 대한 위치 좌

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연안 침식의 실태를 파

악하고자 한다. 망상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10 곳에 40여

개의 관측 지점을 선정하여 매달 측정할 계획을 발표하

였다(Kangwon News, 2016). 이러한 모니터링 기법은 극

소수의 관측점으로 넓은 대상 영역에 대한 지형 변화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측정자가 장시간 외업을 수행

해야하기 때문에 빈번한 관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RTK-GPS 수신기를 이용해 특정 경로

를 따라 지형의 프로파일을 측정함으로써 연안의 지형

변화를 파악하기도 한다(Park et al., 2012). 그러나 여전

히 연안 지형에 대한 전수 조사가 어렵고, 측정자의 행

동 경향이 오차로 반영될 수 있다.

반면 영상을 이용하여 연안 지형을 모니터링하면 대

상 영역에 대하여 높은 밀도의 측점이 가능하고, 시간·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Nathaniel et al., 1997; Bradley

et al., 2001; Stefan et al., 2003; Kim, 2006). 그러나 높은 고

도에서 촬영된 위성 영상이나 항공 영상은 낮은 해상도

로 수 센티미터 이내의 정밀한 지형 변화 파악이 어렵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지형 변

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이로부

터 취득된 비디오 영상을 이용하였다(해양수산부 ,

2008). 이를 통하여 연안 해역의 전반적인 변화를 직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3차원적인 지형 변화량을 도

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안 모니터링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정밀하게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장기

적으로 빈번한 관측이 가능한 연안 침식 모니터링 체계

가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써 저고도 자율 비행이 가능

한 무인항공기(UAV 또는 드론)에 카메라와 같은 비전

센서를 탑재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경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드론사진측량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연안 지역에서 다양한 모니터링 목적으로 드론사진

측량 시스템이 운용된 사례가 있다.

호주에서는 Lockheed Martin 사의 Indago UAS을 이

용하여 Seabird 연안 지역에 태풍이 지나 간 후 침식 모

니터링을 수행하였다(AUVSI News, 2015). 중앙아메리

카 벨리즈의 수산부(Fisheries Department)에서는 산업

규제의 일환으로 연안 지역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

하여 드론을 운용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14). 중

국에서는 보하이해와 황해의 연안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라오닝성의 다련(Dalian)과 잉커우(Yingkou)에

각각 드론 기지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ChinaDaily, 2012).

미국의 경우에는 Texas A&M University의 Agrilife 연구

소 및 Corpus Christi 캠퍼스와 University of Texas의 Rio

Grande Valley 캠퍼스가 협력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텍

사스 남부 연안의 적조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Texas

A&M AgriLife Today, 2015).

상기 연구들은 대부분 드론사진측량 시스템을 연안

지역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시범 적용한 사례들로써,

특정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정확

도 검증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연안 지역은 다

른 지역과 달리 특이점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 취득된 영

상 간의 매칭이 어렵다. 이와 같은 연안 지역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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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하여 드론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

시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스템 성능 검증

이 요구된다. 기존 검사점에 의한 항공삼각측량의 정확

도 검증 방법을 적용할 경우, 연안 지역에 대해서는 대

공표지가 요구되며, 이는 매칭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을 최대한 소

거하기 위하여 어려 종류의 기준 데이터를 확보하여 다

양한 조건에서 시스템을 운용하여 취득된 데이터로 생

성된 공간정보(DEM, 정사영상)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비교 방법론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된 정확도를 확

인함으로써 해안 침식 모니터링에 드론 사진측량 기법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검증 및 기준 데이터

1) 데이터 취득

해안 지역에서 회전익과 고정익 기반의 두 가지 드론

사진측량 시스템을 운용하여 서로 다른 조건에서 취득

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된DEM과 정사영상의 정확

도를 검증한다.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운용된 회전익 기

반 시스템은 멀티콥터에 SONY α NEX-5 카메라가 탑

재된 것이며, 고정익 기반 시스템은 상용 시스템으로써

SONY Cyber-shot DSC-WX100이 탑재된 Parrot사의

eBee이다. 각 시스템의 외형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시스템에 탑재된 카메라의 제원은 Table 1에서 요

약한다.

데이터 취득 대상지는 전라북도 부안의 고사포 해수

욕장으로써 면적은 약 450 m × 150 m이고, 암반, 경사진

모래 해빈, 편평한 갯벌 해빈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

며 Fig. 2에서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영역이다. 해

당 영역에 회전익 시스템의 경우 50 m, 100 m, 150 m로,

고정익 시스템의 경우에 70 m, 100 m, 150 m로 고도를

달리하면서 횡중복도는 70%로 고정하고, 종중복도를

70%, 80%, 90%를 갖도록 다양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취

득하였다.

드론 항공 영상과 함께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영상

처리 시 기준 데이터로 활용할 지상 기준점 (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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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AV photogrammetric systems (left: rotary wing, right: fixed wing).

Table 1. Camera specifications

Model

SONY α NEX-5 SONY Cyber-shot DSC-WX100

focal length 18 ~ 55 mm 25 ~ 250 mm
No. of pixels 16,100,000 18,200,000

Pixel size 5.16 µm 1.34µm



Ground control Point)을 취득하였다. Hi-Target V30을 이

용하여 RTK 모드로 Fig. 3의 (d)와 같이 종·횡으로 50 m

의 간격을 두고 측량하였다. 사용되는 지상 기준점의 개

수가 결과물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Fig. 3의 (a), (b), (c)와 같이 대공 표지의 개수를 줄여가며

드론 항공 촬영을 수행하였다. RTK 모드에서 V30의 수

평, 수직 위치 정확도는 각각 1 cm + 1 ppm, 2 cm + 1

ppm이이다.

2) 데이터 처리

서로 다른 조건에서 드론 시스템으로 항공 영상을

취득하고 지상 기준점 측량을 수행하여 드론 항공 영

상 처리에 특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로서 Photoscan

Professional v.1.2.6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Photoscan

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포함하여 SIFT기반의 영상

매칭, 번들 조정 기반의 지오레퍼런싱을 자동으로 수행

하여 정사영상과 DEM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취득

된 데이터 처리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총 30세트의

정사영상과DEM을 생성하였다. 드론 시스템의 비행고

도를 3가지로 하여 스트립 간의 종중복도는 70%로 고

정하고, 영상 간의 횡중복도를 70%, 80%, 90%로 달리하

면서 지상 기준점에 대한 대공표지의 개수를 4 개, 6 개,

10 개, 27 개로 바꿔가며 영상을 취득하였다. 회전익과

고정익 시스템의 데이터 취득 조건이 대부분 동일하지

만, 가장 낮은 비행고도가 회전익의 경우는 50 m이고,

고정익의 경우 70 m로 상이하다. 이는 고정익 드론이 회

전익 드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의 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횡중복도만 70%, 80%, 90%으로 달리

하면서 동일한 고도에서 촬영된 영상과 동일한 개수의

지상 기준점을 사용하여 처리한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복도에 따른 정확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도를 달리하면서 동일한 중복도를 갖고 취득된

영상과 동일한 개수의 지상 기준점을 사용하여 처리한

결과를 비교하여 촬영 고도에 따른 정확도 검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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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GCPs.

Fig. 2. Test area (Gosapo beach, Buan-gun, Jeollabuk-do).



한 고도와 중복도에서 취득된 영상에 지상 기준점의 개

수를 달리하여 처리한 결과를 비교하여 사용된 지상 기

준점의 개수에 따른 정확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취득된 영상과 동일한 개수의

지상 기준점의 사용하여 처리한 R7/R8/R9이나 F7/

F8/F9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례로 R6와 F6의 비교처럼 회전익과 고정익

시스템 데이터의 처리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할 수 있다.

Accuracy Analysis of Coastal Area Modeling through UAV Photogra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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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ample orthoimage to be verified.

Table 2.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parameters
Rotary Wing System Fixed Wing System

ID Height (m) Overlap (%) No. of GCPs ID Height (m) Overlap (%) No. of GCPs
R1

50
70 27 F1

70
70 27

R2 80 27 F2 80 27
R3 90 27 F3 90 27
R4

100

70 27 F4

100

70 27
R5 80 27 F5 80 27
R6 90 27 F6 90 27
R7 80 27 F7 80 27
R8 80 27 F8 80 27
R9 80 27 F9 80 27
R10 80 4 F10 80 4
R11 80 6 F11 80 6
R12 80 10 F12 80 10
R13

150
70 27 F13

150
70 27

R14 80 27 F14 80 27
R15 90 27 F15 90 27



정확도 검증 대상이 되는 정사영상과 DEM은 저고

도 비행을 통하여 취득된 항공 영상으로부터 생성되

었기 때문에 탑재된 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지

않더라고 상당히 고해상도이다. 영상 촬영 고도에 따

른 취득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Ground Sampling Distance:

GSD)는 약 1 ~ 5 cm의 범위를 갖는다. Fig. 4의 샘플 정

사영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썰물 시 물이 빠지면

서 생긴 물결무늬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고해상도

정사영상이 생성되었다.

3) 기준 데이터

드론사진측량에 의하여 생성된 정사영상과 DEM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데이터는 영상 처리 시 사용

된 지상 기준점과 함께 검사점(check point), 프로파일

데이터, 지상 라이다 데이터가 있다. 드론사진측량 과정

중 항공삼각측량 수행 시, 입력된 지상 기준점에 따라

상응하는 영상점과 해당 영상의 투영의 중심을 잇는 광

선들이 조정된다. 이 때, 조정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지상 기준점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

나 기준이 되는 값이 조정 과정에서 크게 변한다면 조

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

력된 지상 기준점의 좌표와 드론사진측량 결과 생성된

공간정보 상의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비교함으로써 생

성된 공간정보의 정확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지상

기준점 외의 검사점, 프로파일 데이터, 지상 라이다 데

이터는 드론 영상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준 데

이터로써, 생성된 공간정보에 대한 절대 정확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검사점은 Lieca의 viva GS15를 이용하여 single baseline

모드로 Fig. 5에서와 같은 위치에서 측정되었다. single

baseline 모드의 수평 위치 정확도는 약 1 cm + 1 ppm, 수

직 위치 정확도는 약 1.5 cm + 1 ppm이다. 검사점 측량

을 위하여 대공표지를 설치한다면, 특이점이 많이 존재

하지 않는 해안 지역의 영상 처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공표지 없이 2일에 걸쳐 측

량하였다.

지상 기준점이나 검사점을 활용한 공간정보에 대한

정확도 검증은 연속되는 지형 상에서 측점이 이루어진

소수의 위치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특정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좌표를 측정

한 프로파일 데이터를 기준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프로

파일 데이터는 Leica의 viva GS15를 이용하여 Fig. 6과

같이 대상 영역에 대하여 종방향으로 5 개(L3~L7), 횡방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6, 2016

–662–

Fig. 5. The distribution of check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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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aths for acquiring profile data.

Fig. 7. The measuring position and distribution of LiDAR data.

Table 3. The number of measured coordinates
L1 L2 L3 L4 L5 L6 L7 Total Number

2016.1.12 510 494 148 107 130 145 176 1710
2016.1.16 559 544 139 133 160 171 229 1935



향으로 2 개(L1, L2) 총 7 개의 경로를 따라 2일에 걸쳐

취득되었다. 각 프로파일을 따라 측정된 좌표의 개수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파일 데이터는 기준점이나 검사점과 비교하여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위치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고,

경로나 지형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분석할 수 있

게 한다. 그러나 대상 영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데이터 밀도 측면에서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짧은 측정 시간 동안 대상 영역 내에

높은 밀도로 균일하게 3차원 좌표 측정이 가능한 레이

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라이다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활

용된 지상 레이저 스캐너는 RIEGL사의 VZ-1000로

Field of View (FOV)는 100˚ ~ 360˚로 초당 최대 122,000

개의 포인트 좌표를 취득할 수 있다. Fig. 7은 데이터 취

득 시 레이저 스캐너의 위치와 취득된 라이다 데이터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월 12일과 16일에 각각

6,186,914 개, 5,937,095 개의 3차원 절대 좌표를 취득하

였다. 라이다 데이터는 이상의 4가지 기준 데이터 중에

가장 높은 밀도로 균일하게 측량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

용하여 검증하였을 때 가장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3.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방법론

드론 사진 측량을 통하여 생성된 정사영상과 DEM

을 지상 기준점, 검사점, 프로파일 데이터, 라이다 데이

터의 기준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도 검증을 수행한다.

동일한 위치에 대하여 공간정보와 기준 데이터 간의 차

이에 대한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계산함으

로써 정확도를 산출하고, 1) 플랫폼의 유형(회전익, 고

정익), 2) 비행고도, 3) 중첩도, 4)영상 처리 시 사용된 지

상 기준점의 개수에 따라 분석한다.

생성된 공간정보의 특성에 따라 기준 데이터와의 비

교 방법이 다르다. DEM 상에서는 특정 객체의 수평 위

치 식별이 어렵고 일정 간격마다의 고도값이 저장된 공

간정보이므로 동일한 수평 위치에서 기준 데이터와 수

직 좌표를 비교할 수 있다. 4가지 기준 데이터 모두 3차

원 좌표의 집합으로써, 기준 데이터의 수평 좌표를 포

함하는 DEM의 셀을 탐색한다. 탐색된 셀의 네 꼭지점

의 수직 좌표를 선형 보간함으로써 기준 데이터의 수평

좌표에 상응하는 DEM 상의 수직 좌표를 산출한다. 산

출된 수직 좌표를 기준 데이터의 수직 좌표와 비교하여

정확도 검증을 수행한다. 반면, 정사영상 상에서는 객체

의 수평 위치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상점에

대하여 기준 데이터와 수평 좌표를 비교할 수 있다. 연

안에서 취득된 영상 상에서 특징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지상 기준점을 측량 시 대공표지를 설치하였

다. 그러나 대공표지는 영상 처리 과정에서 특징점으로

인식되어 결과물의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점을 측량할 때는 대

공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공표지 없이는 연안 지역

의 정사영상 상에서 측점 위치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

에 검사점을 제외하고 지상 기준점만 활용하여 정사영

상의 수평 좌표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수행한다.

2) 정확도 평가 결과

드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된 총 30 셋의 데이터로

부터 생성된DEM과 정사영상에 대하여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지상 기준점, 검사점, 프로파일 데이터, 라

이다 데이터의 4종 기준 데이터 중, 대상 영역에 대하여

가장 높은 밀도로 균일하게 취득된 라이다 데이터를 활

용하였을 때 가장 신뢰성 있는 검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검증 결과,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개

의 데이터 셋 중에 대상지역의 양 끝에 두 점씩, 4 개의

지상 기준점을 활용한 R10, F10의 처리 결과(4P)를 제

외한다면, 대부분 해안 침식 모니터링의 요구 정확도인

5 cm를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전익 시스템으로

취득된 데이터 처리 결과의 정확도는 수평적으로 2.7 cm

수직적으로 4.5 cm이며, 고정익 시스템으로 취득된 데

이터 처리 결과는 수평적으로 3.1 cm 수직적으로 5.1 cm

의 정확도를 보인다.

데이터 처리 결과 생성된 30개의 정사영상의 수평 정

확도 검증 결과는 Fig. 8과 같다. Table 2에 명시되어 있

는 데이터 셋의 ID를 참고하여, 회전익과 고정익 데이

터로부터 생성된 30 개의 정사영상에 대하여 지상 기준

점과 수평 좌표를 비교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RMSE가

5 cm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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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 시스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된 DEM과

라이다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직 정확도를 산출한 결과

는 Fig. 9와 같다. 지상 기준점을 가장 적게 사용하여 처

리한 R10의 결과를 제외하고 90% 이상의 경우에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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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difference between DEM and LiDAR data (left: R1, Right: R10).

Fig. 8.  The horizontal accuracy of the orthoimages generated
using UAV images.

Fig. 9. The vertical accuracy of DEM generated using rotary
wing UAV images in comparison to LiDAR data.

Table 4. The overall results from the accuracy evaluation
Rotary wing system Fixed wing system

Orthoimage vs GCP 2.7 cm 3.1 cm

DEM vs GCP
all 5.9 cm 8.2 cm

Exclude 4P 5.2 cm 4.1 cm

DEM vs CP
all 8 cm 11.6 cm

Exclude 4P 7.3 cm 8.1 cm

DEM vs Profile
all 10.9 cm 12.8 cm

Exclude 4P 10.4 cm 9.2 cm

DEM vs LiDAR
all 5.6 cm 10.5 cm

Exclude 4P 4.5 cm 5.1 cm



미만 RMSE를 나타내었다. 특히, 가장 낮은 50 m의 고도

에서 촬영된 R1, R2, R3의 처리 결과에서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DEM과 라이다 데이터 간의 수

직 차이를 Fig. 10에서와 같이 가시적으로 확인해보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난 R1의 처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이 차이가 0(녹색)에 가깝고 대상 영역의 외

곽부분으로 갈수록 높이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외곽부분에 기준 데이터의 영향이 적게

미치고 기준 데이터와 생성된 DEM 간의 기하학적 정

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정확

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R10의 처리 결과에서는 지상 기

준점이 위치하였던 대상 영역의 모서리 부근에서만 높

이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20 cm 정도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정익 시스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된 DEM과

라이다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직 정확도를 산출한 결과

는 Fig. 11와 같다. 지상 기준점을 가장 적게 사용하여 처

리한 F10의 결과를 제외하고 90% 이상의 경우에 10 cm

미만 RMSE를 나타내었다. 특히, 가장 낮은 70 m의 고도

에서 90%의 중복도로 촬영된 F3의 처리 결과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익 데이터로 생성

된DEM과 라이다 데이터 간의 수직 차이도 Fig. 13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된다.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F3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준 데이터

와의 높이 차이가 0(녹색)에 가깝고, 정확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난 F10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

에서 20 ~ 30 cm의 큰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회전익 데

이터 처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다.

정확도 산출 측면에서는 라이다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지만, 특정 경로를 따라 DEM의

정확도가 어떠한 변화를 갖는 지 살펴보고자할 때는 프

로파일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회전익 시스

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된DEM과 7 개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직 정확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50 m의 고도에서 80%, 90%의 중복도로 촬영

된 R2, R3의 처리결과에서 높은 정확도가 확인되고,

150 m의 고도에서 촬영된 R7, R8, R9 처리 결과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R3과 R10의 처리 결과 생성된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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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difference between DEM and LiDAR data (left: F3, Right: F10).

Fig. 11.  The vertical accuracy of DEM generated using fixed
wing UAV images in comparison to LiD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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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vertical difference between DEM and profile data (R3).

Table 5. The vertical accuracy of DEM generated using rotary wing UAV images in comparison to profile data (unit: cm)
ID L1 L2 L3 L4 L5 L6 L7
R1 7.4 7.2 8.6 6.8 5.1
R2 5.2 5 3 3.7
R3 8.2 4.8 3.1 3.7
R4 9 9.3 11.2 6.8 5.5
R5 8 7.2 8.4 6.5 4.7
R6 10.1 12 9.2 6.6 5.1
R7 9.4 5.9 33.6 9.4 7.6 5.9
R8 9.1 7.9 19.7 10.5 6.9 5.2
R9 12.9 17.5 40.2 9.4 6.4 5.9
R10 11.7 20.5 16.7 23 13.2
R11 9.7 7.6 6.5 7 8
R12 8.7 8.9 8 5 5.7
R13 4.5 67.8 14.2 50.2 9.9
R14 4.4 12.5 9.7 6.8 10.7
R15 5 9.6 5.8 3.5 4.5



과 7 개의 프로파일 데이터의 높이 차이를 Fig. 13과

Fig. 14에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R3의 처리 결과

와 6번째 프로파일 데이터의 비교 결과, 경로를 따라 높

이차이가± 5 cm 이내로나타난다. 지상기준점을 4개만

활용하여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던 R10의 처리 결과와

횡방향의 첫 번째 두 번째 프로파일 데이터 간의 차이

를 살펴보면 지상 기준점의 위치에서는 차이가 적게

나타나다가 지상 기준점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멀어질

수록 높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익 시스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된 DEM과 7

개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직 정확도를 산출

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가장 낮은 고도에서 가장 높

은 중복도로 촬영된 F3의 처리 결과에서 높은 정확도가

확인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가장 적은 4 개의 지상

기준점이 사용된 F10의 처리 결과에서 낮은 정확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6 개의 지상 기준점이 사용된 경우

와 가장 많은 개수인 27 개가 사용된 경우 정확도 측면

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개의 지상 기준점이 활용된 F11의 처리 결과와 27 개의

지상 기준점이 활용된 F13의 처리 결과를 프로파일 데

이터와 비교하여 Fig. 15, 16과 같이 그래프의 형태로 살

펴보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 영역의 규모에 따라 간격을 고려하여 적당한 개수

이상의 지상 기준점을 사용하여 처리한다면 일정 정확

도가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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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vertical difference between DEM and profile data (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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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vertical accuracy of DEM generated using fixed wing UAV images in comparison to profile data (unit: cm)
ID L1 L2 L3 L4 L5 L6 L7
F1 3.9 11.4 55.9 3.5 4 3.6 4.7
F2 5.5 4.5 41.4 7.1 5.3 5.1 4.9
F3 3.6 5.3 6.4 3.9 3.9 3.8 3
F4 6.7 10.3 25.8 6.1 4.5 6.6 4.9
F5 6.3 6.6 14.3 4.3 5.6 8.6 3.9
F6 5.1 9.5 26.3 4.2 5.6 4.6 5
F7 7.1 4.8 13.5 4.1 6.7 5.5 4.2
F8 5.2 4.4 9.9 5 6.9 5.6 6.4
F9 5.2 4.9 7.2 5.3 5 5.3 93
F10 92.6 79.9 156.7 44.4 77.7 103.3 69.1
F11 11.8 7 15.5 6.5 7.7 7.5 9.9
F12 11.2 20.2 43.7 9 7.9 7.6 7.5
F13 12.9 8.2 14.4 9 7.8 8.5 7.2
F14 12.6 13.7 27.8 16.1 7 8 7.3
F15 20.1 8.1 18.5 8.2 7.7 7.6 6

Fig. 15. The vertical difference between DEM and profile data (F11).



3) 정확도 분석

드론 사진 측량에 의한 공간정보 정확도 검증 결과를

비행 고도, 중복도, 사용된 지상 기준점의 개수, 운용된

시스템의 형태와 같은 다양한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

고자 한다. 회전익 시스템에 의하여 취득된 데이터의 처

리 결과 생성된DEM의 정확도를 50 m, 100 m, 150 m의

고도에 따라 Fig. 17에서 살펴보면, 50 m에서 취득된 영

상의 처리 결과 RMSE가 약 2 cm로 가장 정확하다. 고정

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70 m의 고도에서

취득된 영상 처리 결과의 RMSE가 약 2.5 cm로 가장 정

확하다. 그러나 100 m와 150 m에서 취득된 영상 처리 결

과의 정확도가 유사함을 통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RMSE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M의 정확도를 데이터 취득 시 중복도에 따라 Fig.

19와 Fig. 20에서처럼 살펴보았다. 중복도가 70%에서

80%, 90%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미비하다. 이로부터 가장 낮게 설정한 중복도인 70%도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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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vertical difference between DEM and profile data (F13).

Fig. 17. The accuracy of DEM according to flying altitude
(rotary wing system).



DEM 생성 과정에 사용된 지상 기준점의 개수를 Fig.

3에서와 같이 4, 6, 10, 27개로 달리하여 정확도를 살펴

보았다. Fig.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적은 개수인

4개의 지상 기준점이 사용된 경우에 정확도가 가장 낮

았다. 그러나 지상 기준점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개, 10개, 27개를

사용한 경우의 RMSE가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부

터 사용된 지상 기준점의 개수와 정확도 간의 관계에 있

어서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해당되는 시험 대상지의 면적에 있어서는 6개

정도의 지상 기준점이 사용된다면 소정의 정확도가 성

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전익과 고정익이 시스템으로 취득한

데이터 처리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Fig. 22로부

터 회전익 데이터의 처리 결과가 고정익 데이터의 처리

결과보다 약 0.5 cm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R1, R2, R3의 비행고도가 50 m로 F1, F2, F3의 비행고도

인 70 m보다 낮은 것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유형에 따른

정확도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드론 매핑으로 생성된 연안 지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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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e accuracy of DEM according to the type of UAVs.

Fig. 18. The accuracy of DEM according to flying altitude (fixed
wing system).

Fig. 19. The accuracy of DEM according to overlap ratio (rotary
wing system).

Fig. 20. The accuracy of DEM according to overlap ratio (fixed
wing system).

Fig. 21. The accuracy of DEM according to the number of
GCPs used in data processing.



간정보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비행고도, 중

복도, 플랫폼을 달리하며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지상 기

준점의 개수를 달리하여 취득된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처리 결과 생성된 정사영상과 DEM을 지상 기준점, 검

사점, 프로파일 데이터, 라이다 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기준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지상 기준점을 대상 지역의 양 끝에 두 점씩

4 점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수평 좌

표에 대하여 약 4.8 cm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연안 침식 모니터링의 요구 정확도인 5 cm를 만족

하는 수준이다.

드론사진측량 시스템을 이용한 연안측량에 있어서

촬영고도와 지상 기준점의 배치가 정확도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상 영역의 규모에

따라 간격을 고려하여 적당한 개수 이상의 지상 기준점

을 사용한다면 일정 정확도를 성취할 수 있지만 그 이

상으로 지상 기준점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정확도가 계

속해서 증가하지는 않았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대상 지

역(450 m × 150 m)에 대해 요구되는 정확도를 안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촬영고도는 50 ~ 70 m 정도, 지상 기

준점은 약 150 ~ 250 m 간격으로 최소 6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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