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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rge-scale coastal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land reclamation and dykes, were
constructed from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Yoobu-Do region. Land reclamation combined with the
dynamics of tidal currents may have accelerated local sedimentation and erosion resulting in rapid
reformation of coastal topography.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the topography changes around
Yoobu-Do by large-scale coastal constructions using time-series waterline extraction technique of
Landsat TM/ETM+ data acquired from 1998 to 2012. Furthermore, the Freeman-Durden
decomposition was applied to fully polarimetric RADARSAT-2 SAR data in order to analyze the
scattering mechanisms of the deposited surface. According to the case study, the deposition areas were
over 4.5 km2 and distributed in the east, northeast, and west of Yoobu-Do. In the eastern deposition
area, it was found that the scattering mechanism was difference from other deposition areas possibly
indicating that different types of soil were deposited.

Key Words : tidal flat, topography change, remote sensing, waterline, synthetic apertur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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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세기 후반부터 유부도 주위에서 하구언 축조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간척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간척사업의시작으로인공구조물들이연안에축조됨에따라주변해역의해류, 조위및조류의변화

를야기하여퇴적및침식으로인한연안지형의변화가예상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유부도조간대를포

함하는 Landsat TM/ETM+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획득한 후 waterline 기법을 적용하여 인공구

조물축조에의한지형변화를탐지하 다. 그결과유부도의동쪽, 북동쪽, 서쪽조간대에서주로퇴적이일

어났으며 그 면적이 약 4.5 km2 이상 되었다. 한편, RADARSAT-2의 완전편파 SAR자료에 Freeman-

Durden decomposition을 적용하여 퇴적이 뚜렷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산란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동쪽 퇴적지역은 서쪽 및 북동쪽의 퇴적지역과는 다른 산란특징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퇴적환경의 차이로

인해다른종류의퇴적물이퇴적되어발생한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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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남해안

의 연안 대부분이 갯벌로 형성되어있어, 크기와 가치

면에서는세계5대갯벌중의하나로주목받고있다. 또

한조간대의대부분은수심이얕고조수간만의차이가

크며구불구불한리아스식해안으로파도의힘을분산

시켜 면적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갯벌을 형성하고 있

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간척가능지로서의 잠

재력이매우커 20세기후반부터비교적큰규모의간

척사업이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새만금방조제와

같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의 매우 큰 간척사업도

진행되었다. 이러한간척사업의시작으로인공구조물

들이연안에축조됨에따라주변연안의해류, 조위, 파

랑패턴등을변화시켜연안지형이많이바뀌고있다.

따라서이러한연안지형의변화를정량적으로모니터

링할수있도록퇴적및침식에대한주기적인관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안 지형에 대한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들어가수행하는현장조사위주의방법에의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하루에두번씩반복되는조석

으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과 대부분 펄로 구성된 갯벌

의 특성으로 인해 접근과 이동이 어려워 현장조사를

통한주기적인정보획득에는많은한계가있다. 또한,

연안에서의 구조물 축조에 따른 퇴적물 이동과 지형

변화는매우복잡한현상이므로단기간에제한적인지

역에 대한 관측만으로는 전체적인 지형 변화 패턴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Kim

and Park, 2009).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최근에는

원격탐사기술을적용한연안환경변화탐지및모니터

링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원격탐사자료를이용

하여조간대의waterline을추출하고, 추출된waterline에

고도(elevation)를내삽(interpolation)하여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생성 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DEM을비교하는연구가효과적으로사용되고

있다(Mason et al., 1997; Mason et al., 1998; Ryu et al.,

2002). 국내에서도물과육지의경계인waterline을정확

하게추출할수방법에대한연구와, waterline기법과현

장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지형변화를 탐지하는 연구가

많이진행되었다(Ahn et al., 1992; Ryu et al., 2000; Park et

al., 2003; Ryu et al., 2008; Choi et al., 2011; Lee et al., 2011).

하지만지금까지의연구들은주로공간적인지형변화

의 탐지에만 중점을 두었고 지형변화가 일어난 곳의

환경특성을분석하는연구는거의시도되지않았다.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마

이크로파를 사용하는 능동센서로서 송신된 마이크로

파가 지표면에 닿은 후 센서로 되돌아오는 신호

(backscattering)의강도를측정한다. 이는지표면의유전

상수(dielectric constant),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및 지표면의 기하적 구조(geometry)와 같은 물리적 특

성에따라달라지므로갯벌의퇴적환경특성을파악하

는데적합하다(Kim et al., 2010). 더욱이, 갯벌퇴적지형

의 경우 급격한 경사지가 존재하지 않고 식생이 분포

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함수 율을 유지해 표면

거칠기가 레이더 후방산란(backscattering)에 결정적인

요소로작용한다. 따라서 SAR자료는갯벌지형에서표

면 거칠기에 따라 달라지는 산란 특성을 관측하는데

있어유용하다(Park et al., 2009). Jang et al. (2010)은 SAR

상으로부터 ridge-runnel 구조및연흔이발달된조간

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활용하 고, Kim et al. (2010)

은 SAR 상을 이용하여 레이더 후방산란계수

(backscattering coefficient)와 퇴적환경 요소들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긴 도(coherence)를 추출하여 퇴적상과

비교한연구를수행하기도하 다.

이연구에서는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의유부도조

간대에대해 Landsat 위성 상을이용하여 waterline 기

법으로인공구조물의축조에의한지형변화를탐지하

고, SAR 상을이용하여퇴적이일어난곳의산란특

성을관찰하고자한다.

2. 연구지역및자료

유부도는 한국의 서해안 중부, 동경 126°36′, 북위

35°48′에 위치하고 동쪽에는 금강, 남쪽에는 새만금

방조제와 인접해있다. 지난 20여년간 금강 하구언,

군·장 국가공단, 새만금 방조제 등을 포함한 비교적

큰 규모의 인공구조물이 잇달아 축조되었다. 금강 하

구언은1988년금강하구상류지역에건설되었고, 이후

수문을 연 상태로 해수유통을 하다가 1994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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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작동이시작되어현재까지인위적으로담수를외

해로방류하고있으며그양은연간 60억톤에달한다

(Kwon and Lee, 1999). 1990년과 1992년에는 군산내항

및 외항의 심도 유지와 항만보호를 위해 군산외항 주

변으로북측도류제(Fig. 1의North jetty) 및남측도류제

가착공되었고, 약 3 km에이르는군·장신항만북방

파제가 1998년 2월착공하여 2004년 11월에북측도류

제서쪽에북동-남서방향으로건설되었다(Lee and Um,

2007; Baek, 2008). 1991년부터는 만경·동진강하구 주

변해역의 40,100 ha의지역을간척하는새만금간척사

업이시작되어총길이가 33.3 km에이르는새만금방

조공사가시작되었다. 그러나환경문제로인해 2000년

부터약 3년간고군산군도남측의 2호와북측의 4호방

조제의 일부 구간이 미 축조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

되어 이 개방구간을 통해 해수가 유통되는 상태로 지

속되었다. 이후공사가재개되어 2003년 6월에새만금

북측 4호방조제가완공되었으며, 2006년 4월에새만금

남측 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완료로 15년간의 공사를

마쳤다. 이후 1호방조제와 2호방조제 사이의 신시 배

수갑문과 2호방조제와 3호방조제사이에가력배수갑

문이 축조되었으며 이 두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가 유

통되고있다.

Fig. 1의왼쪽 상은인공구조물(금강하구둑제외)

이축조되기전의 Landsat TM(1989년 5월 17일) 위성

상이고, Fig. 1의 오른쪽 상은 인공구조물들이 모두

축조된 후 촬 된 Landsat ETM+ 위성 상(2012년 6월

17일)이다. Fig. 1(d)에서삼각형숫자들은새만금 1호부

터4호방조제를나타낸다. 두시기의 상을획득할때

의조위는각각 395 cm와 386 cm으로 9 cm밖에차이가

나지 않아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지형의 변화를 확인

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 waterline 추출을통한연안지형변화

탐지를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쏘아올린자원탐사위

성인 Landsat TM과 Landsat ETM+ 상을 사용하 다.

연구지역에 대한 Landsat 상이 촬 된 시간범위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총 70개의자료이며, 각각의위

성자료가획득된시각에해당하는조위자료는국립해

양조사원군산외항조위관측소에서실측한자료를이

용하 다. 군산외항조위관측소는북위 35°58’ 3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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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sat satellite images acquired around the study area. The left and right images were obtained before and after Saemangeum
embankment was constructed, respectively.



경 126°33’ 47”에 1980년에설치되었고, 1980년 3월부

터 2006년까지는 10분단위를조위를측정하 고 2007

년부터현재까지는 1분간격으로조위를측정하고있

다(Fig. 1b의 별표). 총 70개의 Landsat 상 중 waterline

기법을통해약 20년전후에해당하는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생성하기 위해 1991년 이전의 Landsat

상과 2011년 이후의 Landsat 상을 사용하 다

(Table 1). 한편, 지형변화가뚜렷한지역의레이더산란

특성을 관찰하고자 2012년 6월 2일에 촬 된

RADARSAT-2 다중편파SAR 상도확보하 다.

3. 연구방법

1) Landsat 위성 상을 이용한 waterline 기법 및
면적 변화 분석

Waterline 기법은비교적단기간에다양한조석상태

의위성자료를다수획득하여조간대와물의경계면을

추출한 후, 이들에 절대고도 값을 대입하고 내삽

(interpolation)함으로써 DEM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과정은다음과같이몇단계로나눌수있다.

우선, 위성 상에서바다와육지의경계를추출하는

waterline 추출작업이필요하다. 현재까지여러가지경

계 추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위성 상이

촬 될 때 다양한 기상조건에서 촬 되므로 자동화

된 waterline 추출기법은 일정한 오차가 동반될 수 있

고, 특히 조간대에서는 물과 육지의 경계가 모호하여

더큰오차가유발되기도한다(Lee and Jurkevich, 1990;

Ryu et al., 2002). 본 연구의 대상지는 면적이 작아서

waterline을 추출함에 있어보다세분화된 분석기법이

필요하 다. Waterline 추출에대한오차를최소화하기

위해 물과 육지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잘되는 Landsat

TM 및 ETM+ 상의 4번밴드를중심으로, 기타다른

밴드 상들을함께일일이참고하면서최대한객관적

인 기준으로 디지타이징(digitizing)하여 waterline을 추

출하 다.

그다음, 추출된 waterline에국립해양조사원에서설

치한군산외항조위관측소에서실측한조위정보를고

도로 대입하 고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 및

내삽을 통해 DEM을 생성하 다. 군산외항 조위관측

소는대상지와매우가까운거리에위치하여있고, 실

제 2007년부터 1분단위로조위를실측하고있기때문

에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이전의 10분 단위 조위자료는 선형 내삽(linear

interpolation)을통해위성 상이촬 될때의조위를산

출하 다. 비록 10분 단위로 기록된 조위자료를 선형

내삽하여사용하더라도, 2007년이후에제공된 1분단

위의조위자료와비교해본결과최대오차범위는2 cm

이내로서그차이가크지않았다.

또한, 위성 상으로부터 추출된 waterline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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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Landsat satellite images used for DEM generation and their tidal heights

No. Acquisition date Satellite Tidal height (cm)

1 Sep. 27, 1988 Landsat TM 21

2 Aug. 05, 1989 Landsat TM 204

3 Oct. 19, 1990 Landsat TM 62

4 Feb. 24, 1991 Landsat TM 508

5 Mar. 12, 1991 Landsat TM 395

6 Oct. 06, 1991 Landsat TM 277

7 Dec. 02, 1991 Landsat TM 477

8 Sep. 03, 2011 Landsat ETM+ 197

9 Jan. 25, 2012 Landsat ETM+ 16

10 Apr. 30, 2012 Landsat ETM+ 495

11 Jun. 17, 2012 Landsat ETM+ 386

12 Aug. 04, 2012 Landsat ETM+ 106

13 Oct. 07, 2012 Landsat ETM+ 252

14 Oct. 23, 2012 Landsat ETM+ 405

No. Acquisition date Satellite Tidal height (cm)



여해당시간의조위상태에서노출되는면적을계산하

고그변화를비교분석하 다.

2) SAR 상을 이용한 산란특성 분석

최근 다중편파(multi-polarization) SAR시스템이 개발

되기전까지단일편파(single-polarization) SAR자료를이

용한조간대퇴적상의연구는일부제한적으로만가능

하 다(van der Wal et al., 2005). 반면다중편파SAR자료

는전자기파의수직·수평성분의조합을통해지표면

의 산란특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 가능하게 하 다

(Cloude and Pottier, 1996; Cloude and Pottier, 1997;

Yamaguchi et al., 2005). 하지만다중편파 SAR자료의활

용분야는대부분육상의토지피복분류나나대지에서

의표면거칠기나수분함유량추출에만한정이되었고

(van Zyl, 1989; Ferro-Famil et al., 2001; Hajnsek et al.,

2003), 갯벌지형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

다가최근에와서야일부진행이되고있다(Park et al.,

2009; Kim et al., 2011). 이연구에서도다중편파 SAR자

료를 이용하여 퇴적이 뚜렷하게 발생한 지역에 대한

레이더산란특성을분석하고자한다.

유부도지역을촬 한RADARSAT-2 다중편파 SAR

자료를획득하여지표면산란특성분석에자주이용되

는 model-based target decomposition 중의 하나인

Freeman-Durden decompositon을 수행 하 다. Freeman-

Durden decomposition은 전자기파의 산란을 유발하는

산란체의물리적구조를모델화하여전자기파의산란

특성을 표면산란(surface scattering), 이중산란(double-

bounce scattering), 체적산란(volume scattering)으로 분해

하는 기법이다. 산란모델은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에서 추출해 낼 수 있으며 자세한 이론설명은

Freeman and Durden (1998)을참조할수있다. 일반적으

로 지표면이 평평하거나 건물 및 식생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표면산란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인공적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중산란, 식생이 많은 지역

은체적산란등이주로발생하게된다. 인공적인구조

물 및 식생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양의 종류

에따른표면의거칠기및유전율의차이에따라상대

적인표면산란의정도는차이가나게되며, 이는정규

화된(normalized) Freeman-Durden decomposition을 통해

확인할수있다.

4. 결과및고찰

1) Landsat 위성 상을 이용한 waterline 추출 분

석결과

Waterline 기법을적용하기위해, 먼저바다와육지의

경계를추출하는작업을진행하 다. Fig. 2는1988년부

터 2012년까지획득된 70개의 Landsat TM 및 ETM+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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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terlines extracted from Landsat TM and ETM+ satellite images. The red lines represent waterlines from 1989 to 1991, and
the green lines are from 2011 to 2012.



성 상에서 추출된 waterline이다. 1989년 파란색으로

부터2012년빨간색으로변화하도록표시하 다.

70개의위성자료중에서시계열적으로가장많이분

포된 200 cm이상 300 cm이하의조위에해당하는위성

상들로부터 waterline을 추출하여 노출된 유부도의

면적변화를 분석하 다(Fig. 3). Fig. 3(a)의 x축은 조위

이고 y축은 그 조위에서의 노출면적을 나타낸다. Fig.

3(b)에서는 x축이위성 상이획득된날짜를나타내고

왼쪽 y축은 위성 상의 촬 시각에 해당하는 조위를,

오른쪽y축은노출면적을각각나타낸다.

일반적으로조위와노출면적은반비례관계를가지

지만, Fig. 3(a) 그래프를 살펴보면 조위가 감소함에도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1989년 2월 26일과 1989월 8월 5일의노출면적

에비해 2009년 2월 1일, 2010년 2월 20일, 2010년 2월 4

일의노출면적은작은조위차이임에도불구하고큰차

이를보여주고있다. 1989년이전에는유부도주변지역

에인공구조물들이축조되기전이고 1988년에완공된

금강하구언도 1994년부터 수문 작동을 시작하 기에

거의 인공구조물의 향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조위가크게는 40 cm가높은 2000년이후

의모든시기노출면적보다작다는것은그사이에심

각한지형변화(퇴적)가가속화되었다는것을알수있

다. 또한, 2003년 11월 16일과 2010년 2월 20일의 경우

조위차가비록1 cm이지만면적의차이는조위차이가

똑같이 1 cm인 2011년 3월 11일과 2012년 10월 17일의

면적과비교하면많이증가했다는것을알수있다. 한

편동일한자료를시간에따른조위및노출면적의변

화를나타낸 Fig. 3(b)의그래프를살펴보면, 1991년 10

월 6일부터 1999년 9월 2일 사이와 2004년 4월 2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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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dal height and exposed area of Yoobu-Do corresponding to the satellite data acquition time.
(b)

(a)



터2008년5월5일사이의구간에서는조위가증가함에

도노출면적도같이증가하는경향을뚜렷이보여주고

있다. 이는이기간동안에퇴적이분명히일어났다는

것을말해준다.

Fig. 4는 1991년 전의 Landsat 상으로부터 추출된

waterline과 2011년이후의Landsat 상으로부터추출된

waterline들을나타낸다. 파란색계열의선은 1991년전

의 waterline들이고빨간색계열의선은 2011년 이후의

waterline들이다. 1991년이전과 2011년이후의 waterline

들을비교해볼때, 유사한시기동안에는조위에의한

면적의변화및그분포패턴이비슷하지만, 완전히다

른두시기를비교해볼때는그패턴이많이다르며면

적 변화가 수평적으로 특정된 방향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수있다. 특히, 과거에는유부도양쪽에조그만

섬들을 사이에 두고 좁은 수로가 있었지만 이 수로를

따라서대부분퇴적이일어나면서유부도와연결된큰

지형이형성된것을관찰할수있다. 정량적인면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위가 비슷하고 조석상태가

모두썰물인과거 1989년 2월 26일과가장최근의 2012

년 10월 7일 위성 상에서 추출해 낸 waterline의 면적

을비교해보았다. 2012년 10월 7일에비해 1989년 2월

26일의 조위가 21 cm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면적은

16.96 km2에서 21.42 km2로증가하여적어도 4.5 km2 이

상퇴적면적이확장된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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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the waterlines between 1991 and 2011. The green lines represent the waterlines extracted from Landsat images
obtained before 1991, and the red lines are waterlines obtained after 2011. All waterlines correspond to the tidal heights of
between 200 cm and 300 cm.

Fig. 5.  Generated DEM of Yoobu-Do using waterline method.
(a) 1991_DEM (b) 2012_DEM



Table 1에 나타낸 Landsat 상들로부터 추출된

waterline들과군산외항조위관측소에서실측한조위자

료를고도로대입한후내삽및 TIN 구성을통하여최

종적으로 1991년 이전의 DEM (1991_DEM)과 2011년

이후의 DEM (2012_DEM)을 생성하 다(Fig. 5). 또한

이두시기 DEM의차이를이용하여지난 20여년동안

유부도조간대지역에서발생된수직적인지형변화도

탐지하 다(Fig. 6). 그 결과, Fig. 6의 Deposition_1,

Deposition_2, Deposition_3으로표시된부분에서많은

퇴적이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유부도의 남

동쪽과 북쪽에서는주로침식이일어난것을알수있

었다.

지금까지분석한일련의뚜렷한퇴적및침식지형의

변화가유부도근처에서일어난여러인공구조물축조

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각의 구조물들이

어느지역에얼마만큼의지형변화를야기했는지를이

러한분석결과들만가지고파악하기에는어려움이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도 주변의 인공구조물 건

설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연구를 함께 살펴보면 그 원

인을짐작해볼만하다.

Kwon and Lee (1999)의연구에의하면금강하구둑

수문작동 후 M2와 S2분조의 진폭이 급격히 증가하고

위상은 다소 감소하 다고 한다. 또한 군산항의 항로

유지와군장국가공단건설을위한연안매립등으로금

강하구의 남쪽수로 북방방조제와 북방방파제가 건설

되면서(Fig. 6의 North jetty와 North break water) 수로폭

이장기간에걸쳐변화되었고, 준설로인하여수로수

심이변화되어왔다고한다. 또한, Kim et al. (2006)은유

부도외해쪽으로4개의관측점에HF radar를설치하여

새만금 4호방조제끝막이공사전후인 2002년과 2004

년에해류의분산도를비교했는데, 4호방조제끝막이

공사가끝나기전낙조류는주로서쪽과남쪽, 창조류

는 북동쪽으로 향하 지만,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에

는동서방향의흐름이미약해지고남북방향으로의왕

복성이강해졌다는결과를제시하 다.

이러한관측연구결과들을종합해볼때북방방조제

와북방방파제가건설되면서유부도주변에조류의흐

름을 크게 약화시켜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던 유부도

주변작은섬들이연결이된것으로보이며, 특히, 2003

년새만금 4호방조제끝막이공사가완료되면서동서

방향의흐름보다남북방향의흐름이강해지면서유부

도주변으로흐르는흐름을더욱더약화시켜퇴적환경

이잘형성된것으로보인다. 한편, 금강하구의남쪽도

류제와북측도류제의건설및준설로인해수심이깊

어지고, 또한 금강 하구 둑 수문작동으로 인해 M2 및

S2 분조의진폭이증가하면서유부도의남동쪽에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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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stimated topography changes by subtracting 1991_DEM from 2012_DEM.



환경이형성된것으로여겨진다.

2) SAR 상을이용한퇴적지역산란특성분석결과

과거 20년동안퇴적이뚜렷하게발생한Deposition_1,

Deposition_2, Deposition_3 지역에 대하여 전자기파 산

란특성을 분석하여 퇴적환경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를파악하고자하 다. 이를위해 2012년 6월 2일에획

득된 다중편파 RADARSAT-2 SAR 상을 이용하여

Freeman-Durden decomposition을수행하 다(Fig. 7).

Decomposition 수행결과 유부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표면산란이우세한지역으로퇴적토양으로인해생성

이된후아직까지식생이자리지않은지형임을알수

있다. 나아가 정규화된 표면산란, 이중산란, 체적산란

분석을 통해 뚜렷이 퇴적인 일어난 부분만 살펴보면

(Fig. 8의 흰 실선), Deposition_2와 Deposition_3은 서로

유사한산란특성을보이는반면Deposition_1지역은이

들과는다소다른산란특성을보임을확인할수있다.

보다 정량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Deposition_1,

Deposition_2, Deposition_3 지역의 표면산란, 이중산란,

체적산란값을평균하여비교하 다(Fig. 7의오른쪽).

그 결과, 이중산란과 체적산란은 각각의 퇴적 지역에

서큰차이를보이지않는반면, 표면산란의평균값은

Deposition_1지역에서 다른 두 지역보다 약 7 dB 높게

나타났다. 뿐만아니라정규화된표면산란, 이중산란,

체적산란의평균값을비교해보았을때도Deposition_1

지역에표면산란이 Deposition_2과 Deposition_3보다약

0.1이높은반면체적산란값은약 0.1이낮은것으로나

타났다(Fig. 8의오른쪽). 이러한차이는토양의수분함

량이나표면의거칠기차이로인해발생될수있으나,

2012_DEM을통해퇴적이뚜렷이일어난부분의고도

를비교해보았을때서로유사한높이들을지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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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of the Freeman-Durden decomposition (left) and the averaged power of surface, double-bounce, and volume scattering
in each deposition area (right).

Fig. 8.  Results of the normalized Freeman-Durden decomposition (left) and the averaged normalized value of surface, double-
bounce, and volume scattering in each deposition area (right).



어 물과 썰물로 인한 토양수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볼수있으므로, 이러한산란특성의차이는표면거

칠기의차이로인해기인한다고볼수있다. 조간대지

역의 표면 거칠기 차이는 그 지역을 구성하는 퇴적물

의입자크기(입도)와관계가있으므로(van der Wal et al.,

2005), Deposition_1지역에는Deposition_2나Deposition_3

과는 달리 다른 종류의 토양이 퇴적이 되었거나 퇴적

환경이 서로 다름을 지시한다. 실제로 Seo and Park

(2007)에 의해 수행된 현장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부도

남측수로하구내만에서외해로가면서입도가커진다

는조사결과가있었다.

5. 결론

이연구에서는유부도지역에대해 waterline 기법을

적용하여 1991년부터 2012년사이인공구조물의축조

에 의한 지형변화를 관찰하 고 퇴적이 주로 일어난

지역에 대해 SAR자료를 이용하여 Freeman-Durden

decomposition을통해산란특성을분석하 다.

그결과유부도의동쪽, 북동쪽, 서쪽에서퇴적이주

로 일어났으며, 남동쪽 및 북쪽에서는 침식이 약하게

일어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퇴적및침식의지

형변화와인공구조물축조와의직접적이고명료한인

과관계를파악하는데는다소역부족이었지만그연관

성은충분히확인할수있었다. 한편, 뚜렷한퇴적지형

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전자기파 산란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퇴적지형이 동일한 퇴적물로 구성되지

않고 서로 다른 퇴적환경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퇴적

물이 쌓인 것으로 여겨지며, 기존 현장조사결과도 이

를뒷받침해준다.

향후 유부도 주변의 넓은 지역에 대한 입도조사를

비롯한세 한현장조사와보다많은시계열 SAR자료

를확보하여퇴적물표면특성의시간적변화를관찰한

다면그기원에대한연구도수행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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