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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기 영상자료를 이용한 을숙도 습지 지역의 
정성적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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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nalysis of Eulsukdo Wetland Using 
Qualitative Multi-temporal Im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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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 지역에 대하여 지난 30년간의 다중시기 영상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형변화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자료 획득을 위하여 현지조사 및 

지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고, 영상정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취

득된 영상은 고정밀 스캔과정과 기하보정을 거쳐 정사 모자이크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시기별 총 

9단계로 구분하여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을숙도 지역의 환경적 지형변화는 1980년 중후반 대

규모 건설공사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경작지들을 정리하고 인공생태 습지 복원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대

규모 교량 공사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이 지역의 지형적, 환경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요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을숙도, 다중시기 영상정보, 정성적 분석, 정사 모자이크 영상, 4대강 살리기 사업

ABSTRACT

This research collected some multi-image information of Nakdong River Estuary 

Eulsukdo area in last 30 years, which are used as the basis information in running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opography relief’s deformation. First, to obtain the data, this 

research carried out a field survey and GCP measurement, then classified and collected 

the image information by analog and digital image. The acquired images which have 

passed a high-precise scan process and geometric correction is manufactured by Or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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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aic image, then divided them into 9 sections time period classification before we run 

a qualitative analysis. In late of 1980’s there are many changes of environmental 

topography deformation of the Eulsukdo area which caused by large scale building 

constructions, appeared to be known through this research. And then in late of 1990’s, 

we organized the wild cultivated lands, started the wetland restoration of the artificial 

ecology, in 2000’s we are able to know the existence of topograph relief change which 

caused by big scale of bridge construction. Hereafter, in this quick process of the 

environmental and topographical change of this area caused by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experiment are expected to be something 

applicable as important basic data.

KEYWORDS : Eulsukdo, Multi-temporal Image Information, Qualitative Analysis, Ortho Mosaic 

Imag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서    론

일반적으로 습지 지형은 자연적, 인위적 행

위에 의해 끊임없이 그 형상과 특성이 끊임없

이 변화하는 지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륙 

습지는 전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연안습지는 서해와 남해에 주로 분포하고 있

다. 내륙습지 면적은 약 5,076㎢로 경기ᆞ강

원 등 북부권 1,107㎢, 충남북ᆞ경북ᆞ전북 

등 중부권 428㎢, 전남ᆞ경남 등 남부권 

3,541㎢로 나타나있다. 연안습지의 면적은 

2,550㎢로 북부권 914㎢, 중부권 499㎢, 남

부권 1,136㎢이다(박수영 등, 2000). 하지만 

1970년부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서해안 간척사업과 내륙개발

로 인하여 전국 습지면적의 급격한 감소와 함

께 습지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하구지역은 그 면적이 약 39.24㎢로

서 하구와 개펄, 모래사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종 생물과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계보호 구역이다

(환경부, 2005). 한때 한국 조류의 72.8%나 

되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낙동강 하류에 살

았을 정도로 이곳은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개발

과 환경파괴로 인하여 습지지역이 대부분 훼손

되고 남아 있는 습지마저도 빠르게 변형되고 

있어, 이러한 현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

이다.

이러한 낙동강 하구 지역에 대한 연구동향

을 간략히 살펴보면, 부산발전연구원(2008)의 

낙동강하구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낙동강 

하구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생태

계 변화양상 등을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반용부(2009)는 낙동

강 하구의 삼각주에 대한 연안사주지형의 변화

에 대하여 고지도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낙동강 하구의 성장과 변화에 관하여 시기별로 

연구하였으며, 오건환(1999)은 항공사진을 이

용하여 197년과 1984년의 낙동강 사주 분석

과 하구둑 건설이후 변화되는 을숙도 지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감래 등(2003)은 항공사진 영상과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지형지물의 판독과 정확도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재원 등(2007)은 

RTK-GPS(Real Time Kinematic-GPS)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해안선 변화에 대한 장기

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지형의 변화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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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강인준 등(1993)은 자연환경변화

에 대하여 1980년과 1990년 10년 간격의 삼

림면적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하여 변화율을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을숙도 지역

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변화양상에 대한 정성

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 및 자료 취득

1. 실험지역 및 연구 흐름도

을숙도 지역에 대한 정성적 변화 분석을 위

하여 그림 1과 같이 실험지역 현황도를 나타내

었다. 표 1에는 연구에 사용된 다중 영상 정보

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FIGURE 1. 실험지역 현황도

아날로그 영상은 디지털 스캔 과정을 거쳐 

수지지형도와의 중첩을 통한 기하보정을 수행

하였으며, 최근 촬영한 디지털 항공사진은 지

상기준점 설치를 통하여 오차를 검증하였다. 

연구지역의 범위는 가로, 세로 약 2㎞×0.3㎞

이다.

구      분 자료취득일 해상도

항공
사진

아날로그
1980년 ∼ 2007년

pixels (9,181×11,157)
0.5m

디지털
2009년 3월

pixels(11,912×14,379)
0.25m

위성

영상

Alternative
1996년 4월

pixels(27,461×25,015)
2m

Kompsat-2
2008년 11월

pixels(2,399×2,401)
1m

구      분 자료취득일 해상도

위성영상 1996년 4월 2m

항공사진(아날로그) 1980년 ~ 2007년 0.5m

항공사진(디지털) 2009년 4월 0.25m

촬영

일자
코스번호

사진

번호
매수

촬영

일자

코스

번호

사진

번호
매수

1980.

04.22

23 6~9 4
1992.

05.19

23 15~18 4

34 8~13 6 34 17~20 4

25 6~11 6 25 13~17 5

1981.

10.11

23 8~11 4
2002.

05.25

33 20~24 5

34 6~10 5 34 17~22 6

25 7~12 6 35 17~22 6

1983.

05.31

23 6~10 5
2007.

11.28

33 24~28 5

34 6~10 5 34 25~29 5

25 6~11 6 35 25~30 6

1987.

05.08

23 7~11 5
항공사진

(1980.04~2007.11)합계
11134 6~10 5

25 5~12 8

TABLE 1. 다중 영상 정보

그림 2에는 연구의 실험순서도를 제시하였

으며, 영상처리의 경우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

상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모자이크 영상을 최

종 제작하여 을숙도 지역에 대한 30년간의 변

화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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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연구 흐름도

2. 현지 조사 및 지상 기준점 측량

우선 연구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과거 영상 정보를 시기

별로 수집 정리하였다.

FIGURE 3. 지상기준점 및 현지 측량

그림 3은 GPS와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지형도 제작과 항공측량의 표정점 등으로 사용

될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한 모

습이다.

1000

1002

1001

1004

1003

1007

1008

1005

1006

FIGURE 4. 지상기준점 설치 현황도

그림 4는 을숙도 지역에 대하여 고정 기준

점을 설치하는 모습이다. 유실과 손실에 대비

하여 총 9점에 대하여 고루 설치하였으며, 표 

2에는 고정기준점의 좌표(GRS-80)를 나타내

었다.

No X Y Z

1000 195040.770 178653.450 15.488

1001 195031.230 178661.760 15.541

1002 195058.460 178642.950 15.544

1003 195082.530 178725.170  3.097

1004 195104.470 178760.100  3.822

1005 194698.230 178287.640  4.043

1006 194708.030 178292.650  4.159

1007 195097.410 178401.710  4.068

1008 195096.990 178413.710  4.067

TABLE 2. 지상 기준점 좌표(GRS-80)

3. 영상 처리

3.1 정사영상 처리
본 연구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상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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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기하보정과 정사보정을 거쳐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하였다.

FIGURE 5. 원시영상파일 및 EO 산출

그림 5에는 원시 영상파일을 생성하는 과정

을 나타내었으며, 밝기 값을 조정을 통하여 노

출 및 콘트라스트 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GPS/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처리 

과정을 거쳐 Raw-pos 데이터를 취득하였으

며, 이를 기반으로 외부표정요소(EO)를 산출

하고 Time event 파일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영상의 외부표정요

소를 산출한 다음, 카메라 정보와 GPS/ INS 외

부표정요소, 지상점 측량좌표를 입력하였다. 그

리고 지상 측정 좌표와 이미지 매칭을 통하여 

영상 보간과 영상에 대한 수치 값을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영상의 정사보정은 수치 

보정된 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의 중첩을 통하여 

정사보정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실

험지역의 영상을 수치표고모델과 정사영상과의 

중첩을 통하여 그림 6과 같이 정사 모자이크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FIGURE 6. 정사 모자이크 영상 생성

3.2 아날로그 필름 스캔 및 기하보정
을숙도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양화필름)은 

고정밀 스캐너를 작업을 거쳐 영상매칭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난 뒤 동일한 년도에 촬영

된 영상에 대하여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하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날

로그 영상의 정사보정은 HIST DPW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내부, 외부 표정과정을 거쳤다.

FIGURE 7. 내부·외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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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을숙도 지역에 대한 내 ․ 외부표정 

처리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8에는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나타내었고(1982년), 영상내 

수치 값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URE 8. 영상중첩 및 기하보정

을숙도 지역의 정성적 변화 분석

을숙도 지역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위하여 

취득된 다중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1980년 ∼  

2009년) 약 30년간의 변화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9에는 연구지역의 영상에 대하여 대표

적으로 나타내었으며(왼쪽은 1996년 위성영

상, 중간은 2002년 항공사진, 오른쪽은 2009

년 디지털 영상), 4개의 구역(A, B, C, D)으

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FIGURE 9. 영상의 영역별 구분도

FIGURE 10. 항공사진 비교

(1980년 04월 ~ 1981년 10월)

그림 10에는 1980년과 1981년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당시 을숙도는 교량의 연결

이 전혀 없는 섬으로서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

다. 이 시점의 을숙도에서는 많은 경작지들과 

자연 습지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안 경계의 

좌, 우측 부분에 대하여 퇴적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을숙도 지형은 현시

점 보다 상당히 큰 면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은 1981년과 1983년을 비교한 영상

이며, B, C 지역에 대하여 침식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A, D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FIGURE 11. 항공사진 비교

(1981년 10월 ~ 198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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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는 1983년과 1987년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때에는 대규모의 낙동강 하구

둑과 수문 건설로 인하여 전체적인 낙동강 하

류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경

작지를 정리하였고, 상단의 흙을 준설하여 하

천 폭을 확장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

토를 이용하여 사하구 및 장림 일대의 대규모 

매립 공사를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2. 항공사진 비교

(1983년 05월 ~ 1987년 05월)

FIGURE 13. 항공사진 비교

(1987년 05월 ~ 1992년 05월)

그림 13에는 1987년과 1992년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을숙도 하구둑과 수문의 공사가 

완료되고 상단부분의 부지가 근린 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하단 부

분은 부분적인 침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좌측 상단의 제방 둑 공사가 완료됨으로

서 공사 등으로 인한 퇴적 현상이 줄어듦으로

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4.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비교

(1992년 05월 ~ 1996년 04월)

FIGURE 15. 위성영상과 항공사진 비교

(1996년 04월 ~ 200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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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1992년과 1996년에 대하여 비

교하였으며, C구역에 대해서는 1,2차 쓰레기 

매립지 조성공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5는 1996년과 2002년에 대하여 비

교하였으며, A구역에 대해서는 생태 공원 조성

을 B구역의 하단 부분에서는 무분별한 경작지

를 정리하고 자연 생태 습지로 복원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에는 2002년과 2007년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경작지 정리로 인한 자연 생태 

습지 복원을 진행하였고, 남단에는 새로운 을

숙도 대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 중에는 지형과 자연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 분석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6. 항공사진 비교

(2002년 05월 ~ 2007년 11월)

그림 17에는 2007년의 항공사진(컬러영상)

과 2009년의 디지털 영상을 상호 비교하였으

며, A구역에는 조류 동물 병원 조성을 그 외의 

지형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을숙도 지역에 대하여 30년간 변화 모습을 

정성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성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을숙

도 지역의 하단부는 생태 조성 사업으로 인하

여 습지 복원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단부는 근린 체육공원, 휴게 편의

시설 등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에는 을숙도 지역에 대한 정성적 분석

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FIGURE 17. 항공사진과 디지털 영상 비교

(2007년 11월 ~ 2009년 04월)

결    론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지역을  대

상으로 다중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30년간의 

정성적 변화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을숙도 지역에 대하여 항공사진과 위성영

상을 중심으로 정성적 지형공간정보를 구

축할 수 있었다.

2. 1980년대의 을숙도는 자연적인 섬 지역

으로서 습지지역이 아닌 수많은 농경지 

개간으로서의 인공지형 형태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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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 하구둑

과 제방을 건설함으로서 본격적인 을숙도 

개발 및 보전을 통한 지형의 모습으로 변

화함을 알 수 있었다.

3. 그 후 1996년의 위성영상에서는 을숙도 

하단부분부터 무분별한 경작지를 정리하

고 자연 습지 형태로 복원하기 시작하였

다.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을숙도 습

지 복원 사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작

지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생태학습

관 건립 및 인공 습지 복원 등의 변화가 

있었다.

비교년도 구역 변화 분석

1 1980 ~ 1981

A 농경지의 변화는 없음
B 우측 해안경계를 따라 퇴적현상이 발생

C 낙동강 지류 부분의 퇴적현상이 발생
D 우측 하단 퇴적현상

2 1981 ~ 1983

A 변화 없음
B 좌측 하단 부분 침식현상이 발생

C 낙동강 지류 부분의 침식현상이 발생
D 변화 없음

3 1983 ~ 1987

A 경작지 정리 및 생태 습지 복원 공사
B 넓은 지역에 걸쳐 사구 퇴적 현상 발생

C 하천 폭 확장 및 제방 설치 공사

D
낙동강 하구 둑 건설, 우측 상단 낙동강 하천 폭 확장 및 제방 공사, 

근린시설 공사, 경작지 정리 등 상단 부분은 대규모 공사 진행

4 1987 ~ 1992

A 불법 경작지 조성

B 해안 경계부분 침식

C 우측 해안 제방 둑 조성

D 제방 둑 공사, 근린시설 조성 중

5 1992 ~ 1996

A 변화 없음

B 변화 없음

C 1, 2차 쓰레기 매립지 조성 중

D 근린시설 조성 중

6 1996 ~ 2002

A 생태학습관 조성

B 경작지 정리로 인한 생태 습지 복원(하단)

C 변화 없음

D 축구장, 문화회관 조성

7 2002 ~ 2007

A 경작지 정리, 주차장, 습지 생태 공원 조성

B 경작지 정리로 인한 생태 습지 복원(상단)

C 을숙도 대교 공사 중

D 회관 건물 조성 중

8 2007 ~ 2009

A 조류 동물 병원 조성

B 변화 없음

C 변화 없음

D 변화 없음

TABLE 3. 을숙도 지역의 정성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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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의 영상의 하단부에서는 인공습지 조

성 사업이 완료되었고, 시민들이 습지와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 건립과 대형 인공 구조물

인 을숙도 대교 건설 등 지난 시간동안 을

숙도 지역에서는 많은 변화와 개발이 진행

되고 있음을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향후, 구축된 다중 영상정보를 정량화하여 분

석하고, LiDAR 위치정보를 결합하여 3차원 DB

를 제작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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