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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항공영상을 활용한 방아머리 해빈의 해안선 변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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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research, it was presented that the strategic approach for the long-term shoreline
changes using historic digital aerial images can be effective for the analysis on the bangameori beach,
west coast of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several historic digital aerial images over 9
years in the research filed and conducted GPS-VRS surveying for GCP (Ground Control Point) acquisition.
Also we collected existing two dimensional shoreline digital map which was published by KHOA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in the year 2013. With these multi data sets, we provided
quantitative analysis on coastal erosion using the long-term shoreline changes in the beach. Also, As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2m sea level was retreated in the research period with maximum 0.31m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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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 방아머리 해빈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의 디지털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해안선 변화 관측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약 9년 동안의 시

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항공영상을 취득하였고 항공삼각측량 수행을 위한 GPS-VRS 측량으로 정확한 지

상기준점을 취득하였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13년도에 제공된 2차원 디지털 해안선 지도를 활용하

였다. 이러한 다중 자료원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방아머리 해빈의 해안선 변화율 산정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표고 2 m의 경우 최대 수평위치가 약 0.31 m 후퇴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해안침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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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해안선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연

안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연안의 해안선

은 기상, 파랑, 조석 등 외력의 장단기적인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며,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

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댐, 방조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해안선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구축된 해안선 자료는

해안 침식·퇴적의 경향 파악, 해안이격거리 설정 등 연

안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대상

으로 수행중인 조사 당시의 해안선 자료를 제공할 뿐,

장기간의 해안선변화 자료가 아니다. 국가기본도 제작

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약 5

년 간격으로 촬영한 축척 1:20,000 항공사진은 과거의

해안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해안선변화 자

료 구축을 위해서는 간접적인 관측방법인 항공사진을

이용하여야 한다(Kim et al., 2013). 해외의 해안선 변화자

료를 구축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네덜란드에서는 963

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200-250m의 간격으로 약 3,000

개의 해빈단면(beach profile)을 설정하여 세계적으로 유

일한 해빈단면조사 자료를 구축하였다(Horn, 2002). 또

한 미국은 1971년 국가해안선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한

계 침식의 비율(percentage of critical erosion)을 나타내는

지도를 제작하였다(US Army, 1971). 해안선 변화 자료

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지형도와 항공사

진이 주로 이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GPS와 항공

및 지상라이다 측량 방법이 도입되면서 변화자료구축

의 방법은 많이 다양화되었으며, 아직까지 표준화된 방

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시기상 국가별로 상이하다

(Moore, 2000).

장기간 시기별로 구축된 해안선 자료를 이용하여 변

화율을 산정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CE(Shoreline Change

Envelope), NSM(Net Shoreline Movement), EPR(End

Point Rate), LR(Linear Regression Rate), LMS(LeastMedian

of Squares), WLR(Weighted Linear Regression)이며 보조

적인 통계방법으로 ECI(Confidence of End Point Rate),

LSE(Standard Error of Linear Regression), LCI(Confidence

Interval of Linear Regression)등이 있다(Thieler et al., 2009;

Ruggiero et al., 2003).

전통적으로 연안지역 관련 연구는 현장실측을 통한

기법이 주를 이루지만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측을 위

한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항공사진측량,

원격탐사및GIS를이용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인위적·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침식, 퇴적이 빠

르게 진행되는 해안환경의 특성 상 관측시기와 관측자

료가 한정된 기존 원격탐사 기법의 한계점이 꾸준히 언

급되어 왔다(Kim et al., 2013). 특히 연안지역의 변화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간석지와 사주, 사빈, 시스텍

등이 복잡하게 나타난 지역의 경우 조차로 인한 노출시

간의 한계로 인해 해안선 추출 등과 같은 해안지형정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Jang et al., 2003; Song et al.,

2013). 무인항공기의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영상은 위성영상에 비해 수

cm급의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진다(Tahar et al., 2011). 강

한 바람, 강수, 눈 등 날씨 제약이 있지 않는 한 원하는

시기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륙 준비 시간이 매

우 짧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및 연료가 충분하

다면 언제든지 비행이 가능하기에 시간해상도가 매우

높다.

특히 무인항공기의 경우 연구 목적 이외에도 물품 운

송 및 군사적 목적과 더불어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재난 및 재해의 방지와 감시의 목적으

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15). 이와 관련된

연구사례로서 Jang et al.(2011)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

여 해안에 산재한 표착물을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안된 알고리즘은 배경 차감 기

법을 적용하여 연구대상 해안의 각기 다른 모래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물체 추출 오차를 감소시키고 해양환경

감시 분야에 활용성을 증대 시켰다. Jung et al.(2010)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제작에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변화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지역의 3차원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취득

하는 기법과 처리공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외에

도 국내에서 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안선

조사 연구는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

한 연안지역의 지형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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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Jang et al., 2010; Zhen et al.,2013) SAR(Synthetic

Aperture Radar)영상을 활용하여 조간대 특징을 파악하

거나 갯벌의 퇴적환경을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Kim et al., 2010). 또한 Kim et al.(2014)은 방포항 연안지

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측량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제시한 지상기준점 표고값 보정을 수반하

는 2단계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여 약최고고조면

(Approximate Highest High Water Level; AHHWL)에 해

당하는 표고3.5 m의 해안선과 표고 1 m및 2 m의 등고

선을 추출하였다.

해외의 연구사례로서는 고품질의 항공 라이다 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해안지형의 침식 등으로 인한 3차원

변화와 사구를 포함한 지형학적 특징을 고해상도의 항

공영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Sallenger Jr et

al., 2003; Mitasova et al., 2004, 2009; White andWang, 2003).

또한Goncalves and Henriques(2015)는 3.2~4.3 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무인항공기 영상을 이용하여 약 10 cm

이내의 오차를 갖는DEM을 생성하고 정사영상을 제작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어 자갈이 노출되는 현

상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부도 방아머리 해빈 인근

지역에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해안선 변

화 양상을 디지털항공영상, GPS-VRS측량 그리고 2차

원 해안선 수치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

하여 침식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안선

의 추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생성된 연

도별 1 m, 2 m, 3 m, 4 m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변화율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Thieler et al.(2009)이 제시한 디

지털해안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 및 자료

방아머리 해빈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 연안에

위치하며 연구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에서 제공하는 항공영상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거

의 항공영상을 수집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다양한 축척 및 공간 해상도를 갖는 원영상

을 검색 할 수 있었으나,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시화방

조제 건설 및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해빈 인근 지형의 변

화가 극심하게 발생하여 지상기준점 취득이 거의 불가

능한 1985년을 제외하고 2009년 및 2016년에 촬영된 공

간해상도 0.25 m급 원영상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안지역의 수치고도모형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안에 인접한 바다 쪽과

육지 쪽의 한 쌍의 영상으로 입체모형을 구성한다. 처

리과정에서 한 쌍의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방아머리해

빈의 공간적 범위를 커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안지

역 항공사진을 대상으로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할 경우,

지상기준점과 접합점 육상편중 분포로 인하여 항공사

진 표정성과에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Mills et al., 2003; Zhang et al., 2012; Kim et al., 2014).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안선 조사자

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이 자료는 3차원 형태가 아니라

2차원 평면상의 해안선(평균해수면)을 표현하고 있으

며 이 외에 해당년도의 조위관측을 통하여 평균해수면

의 높이 자료와 조합하여 2012년도의 3차원의 해안선

자료를 복원하였다. 또한 GPS-VRS측량을 수행하여 높

은 정확도의 지상기준점 취득하였다. 과거에도 지형의

변화가 없는 특징점들을 지상 기준점 및 검사점으로 활

용하고자 총 42점을 취득하였으며, 실제 연구 지역의 분

석기간 동안 지형의 변화, 항공영상의 촬영 시간, 위치

와 수목 등의 폐색 및 그림자 효과로 인하여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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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성시 최소 15점을 사용하였다. Fig. 1은 연구대상

지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3. 디지털항공영상처리

1) 항공삼각측량 수행

본 연구에서는 항공삼각측량 수행시 번들조정법

(bundle adjustment)을 사용하였으며 충분한 지상 기준점

을 확보하여 내부표정요소까지 오차를 검정해 줄 수 있

는자체검정번들조정법(self-calibrated bundle adjustment)

을 적용하여 내부표정요소와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

였다. 수치고도모형 및 정사영상을 생성하지 않은 단계

에서 정확도를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정된 표정요

소를 이용하여 공간교선법(space intersection)으로 지상

기준점을 계산 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Table 3은 2009

년도와 2016년도 표정이 완료된 스테레오 영상에 대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영상에서 지상

기준점에 대해 복원된 X, Y지상좌표와 비교하여 평균

제곱근오차(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X는 0.28

m, Y는 0.20 m로 산정되었으며, 2016년도 영상의 경우

X, Y의 평균제곱근오차는 각각 0.22 m, 0.17 m로 나타

났다.두 개년도의 경우 커버리지에 따라 사용된 지상

기준점의 개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차의 정도

는 매우 유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상기준점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

에서 고르지 못한 분포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

으며 2009년도의 표정정확도가 2016년의 결과보다 낮

았음을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의 해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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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information of digital camera used in this
study

Specification of Digital Camera

Name Digital Mapping Camera
(DMC)

Effective pixels per CCD 28 Mpixel
Pixel size(micrometer) 12×12 microns

Number of Pixels across track 13,824
Number of Pixels along track -7,680

Bit Depth More than 12 bit

Table 2.  Selected information of digital image used in this
study

Year GSD (m) # of Image Camera Type
2016 0.25 2~4 DMC
2006 0.25 2~4 UltracamXP

Table 3.  Accuracy of aerial triangulation

Year # of GCP # of tie
points

RMSE
X (m) Y (m)

2009 10 20 0.28 0.20
2016 21 26 0.22 0.17

                                                                       (a)                                                                        (b)

Fig. 2.  Distribution of GCP and Tie points of stereo pair in the year 2009 and 2016
respectively (a) 2009, (b) 2016 : Control Points □, Tie Poi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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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특성상 영상에서 바다영역 많이 포함 될 수밖에 없

으며 스테레오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중복도 역시 중요

하다.

2) 수치고도모형 생성

자체 검정번들조정법에 의한 성과를 이용하여 일정

한 등고선을 추출하기 위하여 수치고도모형을 생성하

였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진측량에서 수치고도모형생

성은 스테레오영상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구성한 후 보간법에 의

해 격자형 수치고도모형을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

치고도모형의 격자간격 3×3 m를 기본구성으로 하고

불규칙삼각망 생성을 위한 준거점(seed points)은 기준

점은 지상기준점, 접합점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외부표

정요소의 성과와는 다르게 지상기준점의 표고와 높이

차이를 비교하면 2016년 결과의 경우 육상지역에서는

최대 0.6 m의 표고오차를 나타냈으며 2009년 수치고도

모형의 경우 육상지역에서 최대 0.8 m의 오차가 발생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상기준점 및 접합점의 분포가 해

빈과 가까운 도로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

은 기준점을 주로 선택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 육

상지역의 경우 현재 시화호 간척사업이 오랫동안 이뤄

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상기준점으로 선택 할 수 있는

특징점들이 거의 부재하였으며 농경지를 포함한 많은

잔디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영상정합 과정에서 정확한

지표면의 점들이 정합되지 않아 표고오차가 상당히 크

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표고오차를감소시키는방안으로서TIN구성

시 지상기준점, 접합점 뿐만 아니라 2016년 영상의 경우

2015년 제작된 축척 1:1,000 수치지도의 표고점 및 등고

선을 삽입하여 수치고도모형 생성시 표고정확도를 향

상시켰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9년 영상의 경우 2008년

에 제작된 수치지도에서 표고를 나타내는 자료를 삽입

하여 최종 수치고도모형을 생성하였다. 기존의 수치지

도의 경우 해안가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영역에 표고점,

등고선들이 비교적 조밀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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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nerated DEM in the year 2016.Fig. 3.  Generated DEM in the yea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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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수치고도모형이 정확도는 육지지역보다 해안

가 부근 영역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Fig. 3과 4는 최종

생성된 수치고도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표고는 -1.33~104.30 m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m에 가까운 표고는 그림 좌측하단의 산악지역에 해

당되며 음수의 값의 분포도 해빈지역이 아니라 시화호

방조제이내 지역의 일부 저고도 영역으로 나타났다.

3) 해안선 추출 기법

해안선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해면(sea level)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최고고조면(AHHSL: Approximate Highest High

Sea Level)로 정의하며 이는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에 4개 분조(M2, S2, K1, O1)의 합만큼 위로 올린 높이의

해면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석의 간만 등에 의하

여 계속 끊임없는 변하는 해면의 높이를 높은 주기성을

갖는 센서로부터 촬영된 자료로도 파악하기는 거의 불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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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nerated sea level with 3.0m elevation in the year
2009 and 2016.

Fig. 7.  Generated sea level with 2.0 m elevation in the year
2009 and 2016.

Fig. 5.  Generated shorelines derived from DEM and existing
shoreline map in the ye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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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12년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한 2차원 해

안선 수치지도의 자료와 실측자료를 취합하여 계산 된

표고의 높이가 4.4 m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2009년과

2016년도의생성된수치고도모형으로부터표고 4.4 m에

해당되는 수평위치를 계산·비교함으로써 해안선 변화

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생성된 수치고

도모형으로부터 4.4 m의 위치를 추적하여 해안선을 추

출하였다. 또한 세밀한 해안선 변화 분석을 위하여 3 m,

2 m의 표고에 해당되는 수평위치를 추출하였다. Fig.

5~7은표고 4.4 m, 3.0 m그리고 2.0 m에해당되는수평위

치를 표현하고 있으며 육안으로도 해안선의 변화를 통

하여 침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표고 2.0 m의

경우 가장 침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에서 2009년

표고 2 m에 해당되는 수평위치가 일부 끊기면서 존재하

지 않는 곳이 발생한다. 이 결과는 일부 해빈지역이 항공

영상 촬영시 파도에 의해 폐색되었기 때문이다.

4. 해안선 변화율 산정

서로 다른 해안선간의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8와 같이 해안선에 평행

한 기준선을 설정한 후 기준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해안

선을 가로 지르는 횡단선(transect line)을 이용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또한 해안 침식 가능성의 방향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방아머리해빈 영역과 방아머리선

착장 영역으로 분리하여 변화율을 산정하였다. 횡단선

의 길이는 15 m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횡단선의 개수

는 91, 32개이다.

Table 4에서는 해안선의 높이 4.4 m에 대한 3개 년도

를 포함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율을 보여주

고 있다. 방아머리해빈지역의 변화율은 최대 -2.15 m수

평으로 이동하여 침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국

소적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해안선 평균 변화율은

-0.68 m/yr이다. Fig. 9(a)에서 방아머리해빈의 남쪽방향

으로부터 북쪽방향으로 향하는 지점에 침식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해

빈 지역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

렵지만 침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방아머리

선착장 지역의 경우 해안선 변화율은 최대 1.64로 나타

났으며 변화율의 범위는 -2.36~1.64이며, 평균 변화율은

-0.23 m/yr로 나타났다. 방아머리선착장의 경우 해빈지

역과 반대방향으로 기준선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양수

의 값이 해안선이 육상지역으로 전진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촬영된 2009년과 2016년 영상을 육안으로 확인시

이는 최근 주차장의 건설로 인한 영향이 주된 것으로 파

악되며 인공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해안

선의 후퇴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와 Fig. 10은 2009부터 2016년까지 해안선 변화

율을 각각 EPR과 LRR의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현

한 것이다. EPR은 해안선 시계열 자료 중 시작년도와

최종년도 두 가지의 자료를 이용하며 해안선 변화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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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rates of shorelines

Class
Change rate of shorelines (m/yr)

range average
Bangamoeri beach -2.15 ~ 1.35 -0.68
Bangamoeri marina -2.36 ~ 1.64 -0.23 Fig. 8.  Distribution of transect lines with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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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LRR은 모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회

귀 방법으로 해안선 변화율을 계산한다. 이 방법은 해

안선 변화율에 대한 R2값을 근거로 해안선 자료의 변화

가 선형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두 종

류의 해안선 변화율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안선 추출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센서 촬영시점

의 수애선(water line)을 자동 및 반자동 기법에 의한 추

출한 성과가 대부분이다. 해안선 변화파악을 위해서는

특성상 장기간 관측된 자료가 필수적이며 최근에 이르

러 3차원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GPS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한 토대

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침식의 영향으로 집중적인 조사

및 대응책이 필요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에 위치

하고 있는 방아머리해빈 및 선착장 지역을 대상으로 약

8년 동안에 발생한 침식현상을 해안선변화율 산정을

통해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표고 2 m의

경우 최대 수평위치가 약 0.31 m후퇴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해안선 높이 4.4 m를 포함한 3 m, 2 m의 수평위치

가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인공구조

물이 거의 부재한 자연해안선의 경우 침식의 현상이 뚜

렷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해안선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

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연안지역 환경보전

이라는 측면에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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