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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복사계와 다분광 원격탐사를 이용한

조간대와 화강암의 분광반사율 특성 분석

김 범 준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구물리학과

조간대와 화강암의 다양한 환경에 따른 분광반사율 변화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천 화강암, 몽산포 해수욕장의 모래갯벌, 대부도 펄갯벌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의 분광복사계 센서 각도 변화, 다양한 입도 변화, 수분함량의 변화, 성분비에 따른

분광반사율을 측정 후 분석하였다. 분광반사율 값을 Landsat 7 ETM+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을 적용 후 실제 Landsat 7 영상과 상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강암 시료는 화천에 위치한 산간에서 채취하였으며 모래갯벌 시료는 몽산포 해수

욕장의 해변으로 부터 바닷가 방향으로 5개의 시료를 샘플링 하였다. 펄갯벌은 서

해 대부도에서 채취하였다. 화강암 시료에 대해 분광복사계의 센서 각도의 변화를

주어 분광반사율을 측정한 결과 시료의 평면과 센서가 수직 방향으로 위치했을 경

우 충분한 에너지가 감지됨을 확인하였다. 화강암의 입도가 작아질수록 분광반사율

이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몽산포 해수욕장 시료의 경우 해안

가에서 멀어질수록 입도가 대체가 작아졌으나 분광반사율 값은 파장별로 상이한 분

광반사율을 나타냈다. 수분함량 분석의 경우 수분이 많아질 경우 전체적인 분광반

사율 값은 작아졌으며 특히 물 흡수 파장대역에서의 분광반사율 값이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분비 분석을 위해 화강암 시료와 규암 시료를 다양한

성분비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분광반사율 값은 화강암에 지배적인 양상을 나

타냈다. 이러한 여러 환경에 의해 측정된 분광반사율 값을 Landsat 7 ETM+의

SRF에 적용 결과 환경변화에 따라 분광반사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된

분광반사율 값을 실제 Landsat 7 위성영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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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여러 가지 물질들은 파장별 고유한 분광반사율(spectral reflectance)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분광복사계(spectroradiometer)는 태양 및 인공적인 광원

(light source)을 사용해 암석, 물, 식생 등의 다양한 물질에 대한 분광반사율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복사되는

광원을 이용한 분광반사율 측정은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이온들에 의해 흡

수되어 측정이 불가능한 파장대역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 실내에서 측정되

는 분광반사율은 노이즈 및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과거 50년 동안 분광반사율 특성을 정리한 spectral library 연구가 현재

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ambule et al., 2012; Baldridge et al., 2009;

Hunt and Salisbury, 1970; Lyon, 1962, 1964).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및 함

량 비율에 따라서 특정 파장대역의 흡광특성(absorption features)이 다르게

나타난다. 분광 복사계는 이러한 흡광 특성을 활용하여 측정대상의 외부 손

상 없이 분광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다. 분광복사계를 사용한 많은 연구가 현

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adani(2011)와 Vasques et al.(2014)은 이집

트의 남동쪽 중생대 중기 화산 분지에 대한 화학성분 분포에 관련된 연구와

물리적, 생물적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토양(soil)의 종류를 분석 하였다. 또한

Yinxian et al.(2013)의 하천 및 강에 대한 계절적인 중금속 부유 물질 변화

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석영, 흑운모 등의 광물의

분광특성과 화성암 산성암 섬록암 등의 암석의 분광특성과 이러한 암석을

구성하는 암석 성분의 분광특성을 정리해 놓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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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유한 흡광특징 분석을 위한 수치적인 방법들을 정리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있다(강필종 외, 1990; Clark, 1983; Clark, and Roush, 1984; Clark,

1999). 그러나 분광복사계의 측정방향 즉 분광복사계 센서 각도에 따른 분광

반사율 값의 변화에 관련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물질의 입도에 따른

분광반사율 분석, 수분함량 분석, 서로 다른 물질의 혼합 분석에 관련된 연

구는 발표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해, 남해안에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석영(quartz), 장석(feldspar), 운모(mica) 등으로 구성된 갯벌

은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공간을 제공시켜주는 생물자원이며 해양생태계

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자이다(김종구 외, 2008). 1980년대 후반부터 하구에

둑을 건설하고 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서식처가 파괴 및

오염되고 있다(홍재상, 2003). 현대의 갯벌은 자연적인 요인 특히 인공적인

요인으로 퇴적상의 변화 및 갯벌의 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므로 갯

벌의 특성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위성 원격탐사(remote sensing)는 먼 거리에 존재하는 대상에 직접

적인 접근 없이 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향선,

2013). 최근 다중분광(multi-spectral) 센서와 초다분광(hyper-spectral) 센서

의 개발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넓은 파장대역에서의 분광반사율 측정이 가

능해지고 있다(현창욱과 박형동, 2009).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인위적인 환경변화를 주어 분광복사

계를 사용하여 고유한 파장의 흡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강암과 몽산포

해수욕장 모래갯벌 및 대부도 펄갯벌을 사용하였다. 각 물질에 대한 입도,

수분함량, 성분비 분석과 분광복사계 센서 각도에 따른 분광반사율 특성을

분석하였다. 측정된 분광반사율 값을 위성영상과의 상호 분석을 위해 다중분

광 센서인 Landsat 7 ETM+의 SRF(spectral response function)를 적용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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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 이론

이 장에서는 분광복사계의 원리를 정리하고 물질의 분광반사율 분석을

위해 사용된 이론을 정리하였다. 획득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특정 파장대

역에 대해 연속체 제거를 통한 band depth 및 band area를 계산방법과

Landsat 7 ETM+ 제원 및 SRF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2.1 분광복사계(Spectroradiometer)

태양으로부터 생성되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반사(reflection), 흡수(absorption), 산란(scattering)의 현

상이 발생한다(Slater, 1980).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존(ozone, ), 산소

(oxygen, ), 물(water, ),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에 의한 흡수

가 발생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Fig. 1).

위에서 언급한 가스에 의해 흡수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영역을 대

기의 창(atmospheric window) 이라고 한다.

분광복사계(sptectroradiometer)는 태양 또는 인공적인 광원으로부터 발생

한 복사 에너지가 물질의 표면에 입사되어 반사되는 에너지(radiance)를 감

지한다. 투과율이나 흡수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채효석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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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복사에너지에 의한 분광반사율은 식 (1)과 같이 표현한다.

 


(1)

식 (1)에서 는 분광복사계에서 측정되는 분광반사율(spectral

reflectance)로 단위는 없다. 는 물질로부터 반사된 에너지,

는 태양 또는 인공적인 광원으로부터 발생한 복사에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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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tral distribution of sola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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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속체 제거 (Continuum Removal)

분광복사계로 측정된 물질의 고유한 흡광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광반사

율 곡선을 정규화 시키는 연속체 제거(Continuum Removal)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Clark and Roush, 1984). 이 방법은 흡광밴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Fig. 2는 식생의 분광반사율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Continuum Line은

분광반사율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지점인 Left Continuum Interval과

Right Continuum Interval의 접선을 의미한다. 650 nm파장대역인 red band

와 근 적외선 파장영역(750 nm) 사이에 굉장히 높은 분광반사율 경사(slope)

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두 파장사이에 높은 경사가 형성된다면 Right

Continuum Interval과 Left Continuum Interval값은 반시계 방향으로 왜곡

(shift)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을 수행할 흡광밴드(absorption band)

파장 값의 최소 및 최대값을 scale 1에 맞추어 왜곡을 줄임으로써 흡광밴드

의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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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um removed example for a red band(650 ㎚) absorption in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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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and Depth 및 Band Area

연속체 제거가 수행된 분광반사율 곡선으로부터 흡광밴드에 대한 Band

depth, Band area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Band depth는 분광반사율 곡

선에 노이즈(noise)가 발생했을 경우 흡수 깊이에 영향을 주어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Band area의 경우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분광반사율

곡선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Carrère et al, 2004).

2.3.1 Band Depth

Fig. 3의 Band depth는 식 (2)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Clark and

Roush, 1984).

    


(2)

는 Band depth를 의미하며 단위는 없다. 는 흡광밴드에서 가장 낮

은 분광반사율 값이며, 는 Continuum Line과 가 수직으로 만나는 분광

반사율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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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stimated red band(650 ㎚) absorption in vegetation. (a) continuum removal. Continuum is fit between

selected end point  and ; band-depth () computed using reflectance () and corresponding continuum

reflectance () at the band center; (b) normalized ratio or scaled-band depth(after continuum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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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Band area

Fig. 4의 Band area는 식 (3)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Anne W. Nolin,

2000)..

  







(3)

는 Band area를 의미하며 단위가 없다. Continuum Removal를 통해

얻은 Band depth를 흡광밴드 구간인 에서 까지 integration하면 Band

depth를 구할 수 있다.

Fig. 4. Estimated red band(650 ㎚) absorption in vegetation. (a) continuum

removal. Continuum is fit between selected end point  and ; band-depth

() computed using reflectance () and corresponding continuum

reflectance () at the band center; (d) scaled-band area (in blue) after

continuum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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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pectral Response Function

SRF(Spectral Response Function)는 파장의 함수로써 광원으로부터 입사

된 복사에너지에 대한 반사된 에너지의 비(ration)로 정의된다. 위성 센서의

spectral response 특성은 각 파장대역에 대해 각각의 본질적인 물리적 특성

이 반영된 상대적인 SRF에 의해 도시된다(Kim et al., 2011).

대역폭(bandwidth) 및 분광해상도(spectral resolution) 라고 불리는

FWHM(Full Width at Half the Maximum)과 중심파장(central wavelength)

은 SRF의 2가지 주요인자이다(Fig. 5).

Fig. 6은 electro-optical 센서인 Landsat 7 ETM+, IKONOS, MODIS,

AVHRR의 red band 및 NIR band 파장대역에서 상대적인 SRF 예시를 보여

준다(reference). 실제 위성 영상의 값들은 각각 밴드별 SRF값을 average시

켜 파장별로 한 점의 값으로 도시된다.

Fig. 5. Full Width Half Maximum(FWHM) of spectral response

function(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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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relative spectral response for Landsat 7 ETM+, IKONOS,

MODIS, and AVHRR9. (a) Red Band for Landsat 7 ETM+, IKONOS, MODIS,

and AVHRR9. (b) Near Infrared for Landsat 7 ETM+, IKONOS, MODIS, and

AVHRR9(David James Flemi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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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지역 및 방법

3.1 연구지역

분광반사율 분석을 위해 총 3곳의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먼저 강원도

화천의 화강암 분포지역과, 충청남도 태안반도에 위치한 몽산포 해수욕장의

모래갯벌, 서해 조간대인 대부도의 펄갯벌 지역을 선정하였다.

3.1.1 화천 화강암

화성암은 우리나라의 기반암을 구성하는 암석이며 국토의 약 30%에 이

르며 화성암중 60%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화강암이다(박종관, 2006).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약 90 ㎞ 떨어져 있는 화천 화강암(Fig. 7)은 강원도 화천 경기

육괴의 중앙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부의 중립질 운모 화강암과 북동

부의 반상 흑운모 화강암인 2개의 서로 다른 암체(mass)로 구별 된다(사공

희 외, 1997; Park and Ko, 2004). 경기 육괴 북부에 위치한 화천 화강암 지

역은 특징적인 누대구조(zonal structure) 양상을 나타내는 중성-고철질 화성

암 복합체가 분포하며 주로 흑운모 및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김관영과

박영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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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udy area of granite zone. The box in the higher left image indicates

the location of Hwacheon in Republic of Korea (Landsat-8,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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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몽산포 해수욕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태안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몽산포 해수

욕장(Fig. 8)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질(sand)의 모래갯벌로 이루

어져 폭 500 m, 총길이 6 km로 이루어진 규사(quartz sand)의 해변형태를

이루고 있다(오재경과 금병철, 1998). 이 연구지역의 조석은 하루 2회 나타나

며 이러한 조석 주기가 평균 12시간 25분인 반일주조(semidiurnal tide) 형태

이다. 평균조차는 약 460 cm이며 간조일 경우 최대 3 km폭으로 바닥이 보

일정도로 경사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태안반도 해안은 내해에서 외해로 갈수록 유속이 약해지고, 조류의 경우

왕복성(reversing current)에서 회전성(rotary current)에 가까운 형태로 변한

다(장소영, 2010). 이 지역은 규모가 큰 해안사구(coastal sand)와 해빈

(beach)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강대

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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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udy area of intertidal flat. The box in the lower left image indicates

the location of Mongsanpo in Republic of Korea (Landsat-8,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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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부도 연안 갯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위치한 연안 갯벌로 니질(mud)이 많은

펄갯벌(mudflat)으로 형성되어 있다(Fig. 9). 총 갯벌 면적의 80% 이상이 서

해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해는 긴 만(灣)이라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조

차가 크며 하루에 2번 간조와 만조가 발생한다. 간조일 때 약 1,200 m까지

갯벌이 노출되며 북단에는 시화방조제의 갑문이 위치하고 있다(권개경 외,

1998).

서해안 연안갯벌 지역은 큰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해양 동식물들에게 넓

고 다양한 서식지와 은신처를 제공한다(이윤경 외, 2007). 수온은 국지적인

조건과 계절, 대기온도에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하며, 표층 수온은 겨울에

4℃이하 여름에는 25℃가량으로 높아진다(서인순, 2008). 과거로부터 최근까

지 연안에 방조제를 건설하여 해안을 육지화 시키는 대규모 간척사업 개발

로 인해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은 단순화되고 짧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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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udy area of tidal flats of the Yellow Sea coast. The box in the higher

left image indicates the location of Daebudo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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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자료

3.2.1 현장조사

분광반사율 변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종류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화천 화강암을 사용하

였다. 이 화천 화강암 암석 시료는 2004년에 채취되어 산소와 수소동위원소

조성분석 연구로 활용된 시료로 암실에 보관된 시료이다(Park and Ko,

2004).

태안반도에 위치한 몽산포 해수욕장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100 m간격

으로 총 5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Fig. 10은 몽산포 해안을 나타낸 영상으

로써 S1, S2, S3, S4, S5는 각각 시료의 채취 지점을 나타낸다. S1은 바닷물

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안가 지점이며 S5은 바닷가 방향을 나타낸다. 샘플

채취 당시의 기상 상황은 적은 비가 왔으며 바람이 강한 날씨였다. 2013년 7

월 7일 물이 모두 빠져 간조인 오전 09시 50분에 S5 지점부터 시료채취를

시작 하였으며 마지막 시료채취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총 40분에 걸쳐

길이 약 500 m에 달하는 모래갯벌을 샘플링(sampling) 하였다. 외부요인으

로 인한 시료변형 및 부패를 고려하여 채취 즉시 비닐팩에 밀봉하고 햇빛을

차단시켰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대부도에 위치한 연안갯벌을 2013년 7월 8일 오전 9

시 정각에 채취하였다. 자연상태로 채취 즉시 비닐팩에 밀봉하고 햇빛을 차

단시켰다. 서해안 갯벌은 니질이 많은 펄갯벌 이므로 시료를 싣고 차량이 이

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료와 비교했을 때 비닐팩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광복사계 실험을 위해 비닐팩 3개를 추가하여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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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llected sand tidal flat on five sampling areas in Mongsanpo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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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위성영상

Landsat 7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ETM+)는 1999년 4월 15일

미국 NASA에서 발사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용중인 광학위성이다. Landsat 7

은 태양 동기 궤도 위성으로 고도 705 km 상공에서 폭 185 km의 넓이로 촬

영이 가능하며 재방문(revisit interval) 주기는 16일 이다(Mishra et al,

2011).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은 30 m이며 측정 가능한 파장범위는

0.4 ㎛ ∼ 2.4 ㎛(Excludes thermal band)이다.

Landsat 7-ETM+는 가시광선(Visible) 밴드(Band 1, 2, 3), 근적외선

(Near-Infrared) 밴드(Band 4, 5), 열(Thermal) 밴드(Band 6), 중적외선

(Mid-infrared) 밴드(Band 7), 판크로마틱(Panchromatic) 밴드(Band 8)로 총

8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밴드마다 서로 다른 파장대역과 다른 특징

을 가진다(Table. 1).

Band
Center

 wavelength (㎛)
Wavelength
range (㎛)

spatial resolution (m)

1 0.482 0.450 ∼ 0.515 30 × 30

2 0.565 0.525 ∼ 0.605 30 × 30

3 0.660 0.630 ∼ 0.690 30 × 30

4 0.825 0.750 ∼ 0.900 30 × 30

5 1.650 1.55 ∼ 1.75 30 × 30

6 11.450 10.40 ∼ 12.50 60 × 60

7 2.220 2.09 ∼ 2.35 30 × 30

8 0.710 0.520 ∼ 0.900 15 × 15

Table. 1. Summary of Landsat 7 ETM+ sensor parameters(Luk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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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3.3.1 입도분석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분광반사율 변화를 관측

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입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쇠절구(iron

mortar), 체(sieve), 건조기(dryer)를 사용했다(Fig. 11).

화강암 암석 시료는 해머를 사용하여 파쇄 후 체를 사용하여 >4.75 ㎜,

2.36 ㎜∼4.75 ㎜, 1.18 ㎜∼2.36 ㎜, 600 ㎛∼1.18 ㎜, 300 ㎛∼600 ㎛, 150 ㎛

∼300 ㎛, 75 ㎛∼150 ㎛, <75 ㎛ 크기인 총 8개로 분류 하였다(Fig. 12).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채취한 S1, S2, S3, S4, S5의 5개 시료 및 서해안

연안갯벌은 체 분석을 수행하기 전 건조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시료를 200°C

에서 약 6시간 건조 시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건조가 끝난 후 각각의

시료 435 g을 추출 한 뒤 체를 사용하여 입도를 분류하였다. 몽산포 해수욕

장의 모래갯벌 시료의 경우 1.18 ㎜이상의 입도를 가지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18 ㎜∼2.36 ㎜, 600 ㎛∼1.18 ㎜, 300 ㎛∼600 ㎛, 150 ㎛∼

300 ㎛, 75 ㎛∼150 ㎛, <75 ㎛ 크기로 총 6개로 분류하였다. 또한 서해안

연안갯벌의 경우에는 600 ㎛이상의 입도를 가지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입자 크기를 총 5개로 분류하였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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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quipment used in this paper. (a) iron mortar; (b) dryer; (c)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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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2.36 ㎜ ∼ 4.75 ㎜ 1.18 ㎜ ∼ 2.36 ㎜ 600 ㎛ ∼ 1.18 ㎜

300 ㎛ ∼ 600 ㎛ 150 ㎛ ∼ 300 ㎛ 75 ㎛ ∼ 150 ㎛ < 75 ㎛

Fig. 12. Variation of various particle size classification of granite by using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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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riation of various particle size classification of sand tidal flat of Mongsanpo beach by using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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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분광복사계 측정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환경에 따른 분광반사율 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분광복사계 센서각도(sensor angle), 시료의 입도(grain size), 시료의 수분함

량(water content), 시료의 성분비(mixture)에 따른 분광반사율을 측정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분광복사계는 SVC사의 GER3700 모델로 측정 가능한 파

장대역은 350 ㎚ ∼ 2500 ㎚이다. 총 642개의 밴드가 존재하며 분광해상도는

1.5 ㎚∼ 9.5 ㎚로 중적외선(Mid-infrared, 2,000 ㎚ ∼ 6,000 ㎚) 파장 대역으

로 갈수록 분광해상도가 감소한다(Fig. 14).

분광복사계 실험을 위해 외부와의 빛이 차단된 암실(dark room)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광원으로는 제논가스를 사용하는 제논램프

(xenon lamp)를 사용하였다. 제논램프는 일반 할로겐램프(halogen

lamp)보다 초당 진동수(frequency)가 높아 직진성이 뛰어나다

(reference). 하지만 방출되는 열이 200℃ 가까이 되므로 분광복사계의

센서 및 시료에 변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Fig. 14. Spectroradiometer equipment used in this paper, GER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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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논램프에 의해 시료 손상 및 분광반사율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측정 간격마다 암실의 문을 개방해 환기를 시켜주는 방식

으로 최대한 오차를 줄였다.

Fig. 15는 암실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분광복사계와 받침대,

제논램프 2개, 시료를 올려놓을 받침대의 모습이다. 이 외에 분광복사

계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저장할 노트북과 배터리가 존재한다. Fig.

16의 백색판(white reference panel)이 태양 또는 인공적인 광원으로부

터 복사된 에너지를 100% 반사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백색판의 분광반

사율 값과 대상의 분광반사율 값의 비(ratio)를 계산하여 대상의 최종

적인 분광반사율 값을 계산했다.

분광반사율 측정에 있어 동일한 조건의 실험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 필수적이다. 동일한 시료의 분광반사율 측정시 분광복사계 센서와

시료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시

료에 대해 두께 1 cm로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분광복사계

센서의 FOV(Field of View)가 10°인 점을 감안하여 센서와 시료 사이

의 거리를 8 cm로 고정 한 뒤 분광반사율을 측정하였다(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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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 dark room where the light is completely blocked.

Fig. 16. White referenc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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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Height of spectroradiometer sensor set to 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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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pectral Response Function 적용

위성 영상에서의 물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상에서 획득된 반사도

값과 분광복사계로 측정된 반사도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획득

된 분광 복사계로 측정된 분광 반사율 값에 Landsat ETM+ 파장의 SRF를

적용하였다. GER3700 분광복사계는 350 ㎚ ∼ 2500 ㎚의 파장대역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광학 위성의 SRF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화강암 지역, 서해안 펄갯벌, 몽산포 해수욕장 모래갯벌에 대

한 분광반사율 값을 Landsat 7 위성의 SRF를 적용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8은 Landsat 7은 밴드별 SRF값을 나타낸다. Band 1 ∼ Band 3은

Blue Band, Green Band, Red Band의 가시광선 파장이며 Band 4와 Band 5

는 근적외선, Band 7은 중적외선을 의미한다. 분광복사계로 측정된 분광반사

율 값과 해당 위성의 SRF값을 서로 곱해준 후 average를 수행하면 SRF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8. The spectral response functions of Landsat 7 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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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화천 화강암

화강암 시료의 분광반사율 분석을 위해 4종류의 실내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분광복사계 센서 각도변화에 따른 분석, 입도 변화에 따른 분석, 수분

함량에 따른 분석, 혼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도 변화 분석과 수분함량 분

석 자료를 이용하여 Landsat 7 ETM+의 SRF를 적용시켜 분석을 수행 하였

다.

4.1.1 분광복사계 센서 각도 분석

Fig. 19는 자연상태의 화강암 시료와 분광 복사계 센서와의 각도를 다양

하게 설정한 모습이다. 수평의 지면과 동일한 화강암 시료의 각도를 10°,

20°. 30°. 40°, 50°로 설정하였으며 분광 복사계 센서와 화강암 시료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FOV가 10°인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의 화강

암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광원 또한 손실 없이 일정하게 시료 전체를

비추도록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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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hanges in the angle of the sensor of spectroradiometer.

Fig. 20은 화강암 시료와 수평인 지면과의 각도가 10°, 20°. 30°. 40°, 50°

로 설정한 뒤 측정된 분광반사율 값을 나타낸다. 가로축은 파장(㎚)을 나타

내며 세로축은 단위가 없는 분광반사율(reflectance) 값을 나타낸다. 각도가

증가할수록 분광반사율 값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도는 일정하게 변

화시켜주었지만 그에 따른 분광반사율 값은 일정하지 않다. 이는 자연상태

화강암 시료 측정면의 거칠기로 인하여 제논램프에서 방사된 에너지가 서로

다른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Clark, 1999).

분광복사계 센서가 측정 대상물의 평면과 수직이 되어야 충분한 에너지

를 감지할 수 있다.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태양을 광원으로 하는 실외 시험

을 수행하였을 경우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에서의 정확한 분석을 하기위하여

분광복사계 센서와 시료와의 일정한 거리, 일정한 각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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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ccording to the angle of the spectroradiometer sensor of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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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입도 분석

화강암 시료의 다양한 입도변화에 따라 분광반사율 특성 분석을 위해 8

가지(>4.75 ㎜, 2.36 ㎜∼4.75 ㎜, 1.18 ㎜∼2.36 ㎜, 600 ㎛∼1.18 ㎜, 300 ㎛

∼600 ㎛, 150 ㎛∼300 ㎛, 75 ㎛∼150 ㎛, <75 ㎛)로 분류된 시료(Fig. 12)를

사용하여 분광반사율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21은 8가지 화강암 시료에 대

한 분광 반사율 곡선을 나타낸다.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자(photon)가 grain surface에 도달하게 되면 일

부는 표면에서 반사(reflect)되며 일부는 굴절(refract)되어 통과(pass) 또는

흡수(absorb)가 되는 산란(scatter)의 과정을 거치 된다. 이러한 광자가 또 다

른 grain surface에 도달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광복사계

센서로 감지된다(Clark, 1999). 이 연구에서 측정된 화강암은 입도가 감소할

수록 전체적인 분광반사율은 증가하게 된다. 입도가 4.75 ㎜ 이상인 경우와

75 ㎛이하일 때를 비교해보았을 경우 50% 가량 분광반사율 값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화강암 시료의 입도변화에 따른 분광반사율 측정값을 살펴보면 1410 ㎚

와 1920 ㎚의 파장에서 강한 흡광특성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파장대역은 수

분()에 의한 강한 흡수파장으로 알려진 부분으로 수분함량이 증가할 경

우 흡광깊이(band depth)가 증가한다(Jinguo, 2010). 이 연구에서는 흡광깊이

가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는 1900 ㎚파장주변을 band depth 및 band area방

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흡광특성 분석을 위해 분광반사율 곡선의 기울기

가 변하는 left continuum interval과 right continuum interval은 각각

1898.41 ㎚, 2126.92 ㎚이며 이 파장대역에 대한 continuum removal을 수행

하였다(Fig. 22). continuum removal을 수행 후 band depth 및 band area를

계산하였다.



- 35 -

Fig. 21. Reflectance spectra of different grain size of granite.



- 36 -

Fig. 22. Continuum-removed reflectance spectra of different grain size of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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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은 화강암 시료의 입도(>4.75 ㎜, 2.36 ㎜∼4.75 ㎜, 1.18 ㎜∼2.36

㎜, 600 ㎛∼1.18 ㎜, 300 ㎛∼600 ㎛, 150 ㎛∼300 ㎛, 75 ㎛∼150 ㎛, <75

㎛)에 따른 분광반사율 값에 대한 1898.41 ㎚, 2126.92 ㎚파장 대역의

continuum rimoval의 band depth 및 band area를 계산 후 >4.75 ㎜입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증가 및 감소를 비교했다. 화강암 시료의 입도가 감소할

수록 band depth와 band area는 감소하는 비례 양상을 나타내며 band area

에 비해 band depth가 감소하는 폭이 조금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입도가

감소할수록 band depth와 band area가 감소하는 이유는 시료내부에 존재하

는 공극(air gap)의 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공극 속에 존재하였던 water

inclusion이 쉽게 증발하기 때문이다(강필종 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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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ntinuum-removed relative value spectra of different grain size of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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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수분함량 분석

화강암 시료에 대해 수분함량에 따른 분광반사율 특성 분석을 위해 1.18

㎜ ∼ 2.36 ㎜의 입도를 가지는 화강암 분말 시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W1, W2, W3, W4, W5, W6, W7, saturation). 자연 상태의 화강암 시료를

사용하여 수분을 첨가하면서 분광반사율을 분석하였을 경우 시료에 표면공

극이 적어 원활한 흡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경우 첨가된 수분에

의한 분광반사율 특성이 더 클 염려를 우려해 1.18 ㎜ ∼ 2.36 ㎜ 입도를 가

지는 화강암 분말 시료를 사용하였다. 수분의 양은 분무기를 이용하여 일정

하게 수분을 공급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W1은 같은 양의 수분을 분무기로

3번 주입하였을 경우이며 W2는 6번, W3은 9번으로 3의 배수만큼 수분을 첨

가하여 W7은 21번 주입하였다. 마지막 saturation은 시료가 물에 충분히 잠

기도록 포화시킨 상태이다. 각각의 시료에 수분을 첨가한 뒤 충분히 흡수되

도록 약 10분의 시간이 경과 된 후에 분광복사계를 사용하여 분광반사율을

측정하였다. Fig. 24는 화강암 시료의 수분함량에 따른 분광반사율 곡선을

나타낸다.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분광반사율 값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W1에 비해 saturation일 경우 분광반사율이 약 60%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스펙트럼 형태(Fig. 1)과 비교한 결과 1400 ㎚ ∼ 2000 ㎚파장대역

의 흡수패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화강암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광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수산화이온(hydroxyl)은 특징적인 흡광특성을

지니며 수산화이온의 흡광특성은 1400 ㎚에서 감지가 가능하며 1900 ㎚부근

에서는 수산화이온과 물 이온이 결합되어 더 강한 흡광특성이 나타난다

(Clark, 1999). 이 부분의 흡광특성 분석을 위하여 left continuum interval인

1898.41 ㎚와 right continuum interval인 2220.92 ㎚파장대역에 대한

continuum removal을 수행 후 band depth 및 band area를 계산하였다(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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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flectance spectra of different water contents of granite.

0



- 41 -

Fig. 25. Continuum-removed reflectance spectra of different water content of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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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시료의 수분함량에 따라 W1을 기준으로 band depth 및 band

area의 상대적인 값을 분석하였다(Fig. 26).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을수록 입

사 에너지는 더 많이 흡수되어 적은 에너지의 반사가 일어나며 흡수파장의

흡수 정도, 즉 band depth는 더욱 깊어지며 band area역시 증가하게 된다(채

효석 외, 2002). 수분함량이 많아질수록 band depth는 증가 하다가 완전포화

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band area의 경우 W5에서 미세한 감소를

보이지만 소폭으로 다시 증가하다가 완전포화가 되면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가량은 미미하다. 이는 수분함량 측정에 있어 분무기를

사용한 점, 즉 정량적인 함수율 배분이 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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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ontinuum-removed relative value spectra of different water content of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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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혼합 분석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물질의 분광반사율 특성 분석을 위해 석영

(Quartz)광물의 일종인 규암(quartzite) 분말시료와 화강암 분말시료를 사용

하였다. 각각 시료의 입도는 150 ㎛ ∼ 300 ㎛인 분말가루를 사용하였다.

Clark, 1983의 연구에서는 점토 광물의 일종인 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lonite)에 어두운 물질인 숯(charcoal)을 첨가하면서 분광반사율 분

석을 수행하였다(Fig. 27). 몬모릴로나이트에 숯의 비율을 0.5%, 1%, 2%,

5%, 10%, 20%씩 첨가할수록 분광반사율 값의 일정한 감소가 나타나지만 첨

가한 비율에 비해 감소하는 분광반사율 값이 매우 큰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에 착안하여 규암 분말시료에 화강암 분말시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시

료를 준비하여 1:0, 4:1, 3:2, 2:3, 1:4, 0:1의 비율로 혼합물을 만들었다.

Fig. 28은 150 ㎛ ∼ 300 ㎛입도의 규암 분말가루와 화강암 분말가루의

혼합 분석 결과이다. 분광반사율 값이 큰 곡선이 규암을 의미하며 분광반사

율 값이 가장 작은 곡선이 화강암을 의미한다. 2가지의 물질의 분광반사율

비교 분석에 활용되는 Linear Mixture는 규암과 화강암의 분광반사율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Clark, 1999). 규암 분말시료에 화강암 분말시료를 조금씩

첨가하였을 때 분광반사율 값이 일정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규암

분말시료와 화강암 분말시료의 첨가 비율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분광반사율

패턴 및 분광반사율 값은 화강암시료에 근접하게 나타난다. 화강암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 석영, 장석(feldspar), 흑운모(biotit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박

영록과 고보균, 2004), 석영 광물의 한 종류인 규암과 화강암의 혼합분석에

의한 분광반사율 특성은 화강암 시료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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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Montmorillonite-Charcoal mixture series illustrates the non-linear

spectral properties of mixture. Only a small amount of a dark material mixed

with another material will dominate the spectral properties in greater proportion

than the relative abundances(Clark, 1983).



- 46 -

Fig. 28. Analysis of the mixture of quartzite and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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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Spectral Response Function 적용

화강암의 입도 및 수분함량에 대한 분광반사율 분석 값을 Landsat 7

ETM+의 SRF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Fig. 29는 화강암의 입도별 분광반사율

값의 SRF 적용 결과이다. band 1 ∼ band 7(band 6 제외)의 6개 밴드를 사

용하였으며 각 밴드에 존재하는 SRF 값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했다. 화강암

입도가 감소함에 따라 분광반사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SRF 적용 전

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분광반사율 패턴이 나타난다. 밴드의 수가 6개 이므

로 특정한 파장에서의 흡광특성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900 ㎚ ∼

1500 ㎚와 1800 ㎚ ∼ 2000 ㎚파장에는 밴드가 존재하지 않아 흡광특성 분

석이 불가능하다.

Fig. 30는 화강암의 수분함량에 따른 분광반사율 값에 SRF를 적용한 결

과를 나타낸다. 수분이 W1에서 W7로 증가할수록 분광반사율 곡선이 감소한

다. 수분함량이 saturation으로 쪽으로 이동할 경우 band1 ∼ band4와 비교

했을 때 band5와 band7에서 분광반사율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SRF

적용을 통하여 입도변화와 수분함량 변화에 따른 분광반사율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특정한 흡수파장대의 흡광특성을 명확히 구분할 순 없지만 전체적

인 분광반사율 패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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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he spectral response functions of Landsat 7 ETM+ in granite

of grain size.

Fig. 30. The spectral response functions of Landsat 7 ETM+ in

granite of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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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Landsat 7 ETM+ 영상비교

실내에서 측정된 화강암 샘플의 분광반사율 값을 인공위성에서 측정된

분광반사율 값과의 비교를 위해 Landsat 7 ETM+를 사용하였다. 실제 연구

에 사용된 화천 화강암 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을 관찰해본 결과 대부분 식생

으로 가려져 있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아차산은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돔상의 암산이다(박종관, 2006). Landsat 7 영상으로

관찰한 결과 아차산의 화강암 지대를 구분할 수 있어 2013년 9월 16일에 획

득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Fig. 31은 Landsat 7 ETM+의 아차산 화강암 지대를 나타낸다. G1, G2,

G3, G4, G5는 임의적으로 선택된 화강암 지대의 픽셀(pixel)이다. 각 지점에

서 획득된 분광반사율 값을 Fig.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6개 지점에 대한 분

광반사율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화강암 시료의 입도가 크거나 수분함

량이 많을 경우 분광반사율은 낮게 나타난다. G1지점과 G4지점을 비교했을

때 G4지점에 비해 G1지점의 분광반사율 값은 더 높다. G4지점의 화강암이

G1지점보다 입도가 크고 수분함량 역시 많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해당 지

역의 샘플을 채취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andsat 7

ETM+의 공간해상도가 30 m인 점을 고려하면 1개의 픽셀 내에 화강암의

index만 감지된다고 판단 할 수 없다. 주변 환경이 식생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정확한 화강암의 분광반사율 값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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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tudy area of granite zone. The box in the higher left image indicates

the location of Achasan in Republic of Korea (Landsat-8,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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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e spectral reflectance of the Landsat 7 ETM+ satellite of Ah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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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몽산포 해수욕장 및 연안 갯벌

몽산포 해수욕장 모래갯벌인 5개 지점에 대한 서로 다른 위치별 입도 변

화를 분석하고 각각의 분광반사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래갯벌에 대한 수분

함량별 분광반사율 변화를 분석 하였으며 서해 대부도에 위치한 조간대 펄

갯벌과의 분광반사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5개 지점의 분광반사율 값과 수분

함량별 분광반사율 값을 이용하여 Landsat 7 ETM+의 SRF를 적용시켜 분

석하였으며 몽산포 해수욕장의 Landsat 7 ETM+ 영상에서 분광반사율 변화

를 분석해보았다.

4.2.1 입도 분석

태안반도에 위치한 몽산포 해수욕장의 5개 지점(S1, S2, S3, S4, S5)에

대한 분광반사율 특성 분석을 위해 샘플링을 한 후 1.18 ㎜∼2.36 ㎜, 600 ㎛

∼1.18 ㎜, 300 ㎛∼600 ㎛, 150 ㎛∼300 ㎛, 75 ㎛∼150 ㎛, <75 ㎛의 입도로

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바닷물의 이동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토양 입도의 무

게가 무거운 것부터 퇴적되고 토양 입도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오랫동안 바

닷물에 떠다니다가 바닷물의 이동 속도가 느린 곳에서 퇴적된다(제종길 외,

2012). 즉 에너지가 감소하는 지점인 해안가와 해안가에서 먼 곳의 바닷가에

퇴적된다. 따라서 S2, S3, S4, S5에 비해 해안사구가 위치한 S1지점 시료의

입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S2에서 S5으로 갈수록 세립질의 모래가 증

가할 것이다. 서해안 펄갯벌과 달리 몽산포 해안에서 5개 지점에 대한 샘플

링을 실시한 이유이다. 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퇴적물 입

자크기별 분류표에 의하면 0.0625 ㎜ ∼ 2 ㎜의 입도가 90% 이상일 경우 사

질의 모래갯벌로 분류 된다(Wentworth, 1919). 몽산포 해수욕장의 체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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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봤을 때 0.0625 ㎜ ∼ 2 ㎜의 입도분포가 90% 이상이므로 사질 모래갯

벌로 분류될 수 있다. S1의 세립질 모래의 비율은 S2에 비해 적으며 S2, S3,

S4, S5로 갈수록 세립질 모래의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Fig. 33).

Grain size S1 S2 S3 S4 S5

1.18 ㎜ ∼ 2.36 ㎜ 0.10% 0.47% 0.02% 0.08% 0.01%

600 ㎛ ∼ 1.18 ㎜ 0.13% 0.44% 0.05% 0.10% 0.03%

300 ㎛ ∼ 600 ㎛ 0.72% 0.82% 0.34% 0.32% 0.06%

150 ㎛ ∼ 300 ㎛ 45.21% 46.52% 27.36% 18.45% 4.28%

75 ㎛ ∼ 150 ㎛ 53.68% 51.57% 71.64% 80.71% 94.99%

< 75 ㎛ 0.16% 0.18% 0.59% 0.34% 0.66%

total (g) 100%

Table. 2. Analysis of the sieve of five sampling areas of Mongsanpo

beach.



- 54 -

Fig. 33. Analysis of the sieve of five sampling areas of Mongsanpo beach using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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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광물(mafic mineral)인 흑운모, 각섬석(hornbrende) 등의 규산염광물

( 화합물)은 1000 ㎚부근의 넓게 분포하는 단파장 대역에서의 분광반사

율 값은 낮게 나타나며 방해석(calcite), 백운모(muscovite) 등의 탄산염광물

( 화합물)은 장파장대역(2300 ㎚, 2500 ㎚)에서 분광반사율 값은 낮게 나

타난다(강필종 외, 1990).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가 작아질수록 칼륨

(potassium)과 칼슘(calcium)과 같은 이온의 미세한 입자들을 끌어들이게 된

다. 이러한 이온들은 토양 입자에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아 풍부한 영양

분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한다(Marsh, and Dozier, 1981).

Fig. 34는 체분석을 실시한 S1, S2, S3, S4, S5시료에 대한 분광반사율

곡선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단파장 영역인 1000 ㎚에 넓은 부분의 분광반

사율 값은 S1에서 S5로 갈수록 감소함을 볼 수 있다. S1에서 S5로 갈수록

세립질의 입자가 많이 분포하여 규산염광물인 칼륨과 칼슘이온의 흡착

(adsorption)으로 인한 분광반사율 감소로 판단된다. 장파장 영역인 2300 ㎚

및 2500 ㎚부근의 분광반사율 값에 대한 특별한 상관관계를 밝혀 내지 못하

였다. 이는 토양의 미세한 성분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며 향후

XRF(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분석, 모달(Modal compositions) 분

석을 통한 시료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낀다.

Fig. 35는 대부도에서 채취한 니질이 많은 펄갯벌과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채취한 S2시료와의 분광반사율 비교 곡선을 나타냈다. 펄갯벌에 체분석 결과

75 ㎛∼150 ㎛, <75 ㎛를 구성하는 입도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서

해안 갯벌의 경우 점토질 입자이므로 규산염광물의 흡착이 더 강하게 발생

하고 유색광물이 많아 어둡게 보이므로 S2시료에 비해 분광반사율 값이 상

당히 낮게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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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Reflectance spectra of different area of Mongsanpo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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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spectral reflectance of the Yellow Sea tidal flats and sand 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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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분함량 분석

몽산포 해수욕장 모래갯벌에 대한 수분함량 분석을 위해 S2지점의 시료

를 사용하여 분광반사율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36). W1은 분무기 3번, W2

는 분무기 6번, W3는 분무기 9번을 의미하며 saturation은 완전 포화 상태이

다. 수분을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인 no water과 수분을 최초 추가한 W1과

의 분광반사율 값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0.2 가량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Fig. 24의 화강암 분말가루에 대한 수분

함량 분석의 경우 no water과 W1의 분광반사율 값의 차이는 약 0.1 이다.

화강암의 수분함량 분석에 사용된 시료의 입도는 1.18 ㎜ ∼ 2.36 ㎜이며 모

래갯벌의 수분함량 분석에 사용된 시료인 S2의 입도는 75 ㎛ ∼ 150 ㎛가

46.52%, 150 ㎛ ∼ 300 ㎛가 51.57%이므로 S2의 입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토양 입도가 미세할수록 보다 높은 수분 보유 능력을 가지게

되며 토양 입도가 클수록 훨씬 빨리 배수되며 빠르게 건조가 된다(채효석

외, 2002). 따라서 화강암 시료에 비해 입도가 작은 S2의 시료의 경우 수분

이 추가 되었을 때 빠른 흡수 능력으로 인한 분광반사율 값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물과 수산화이온의 흡광특성이 나타나는 1900 ㎚부근인 1898.41 ㎚에서

2220.92 ㎚의 파장대역에 대한 continuum removal 수행 후 band depth 및

band area를 계산하였다(Fig. 37). 수분을 추가 하지 않았을 경우와 추가한

경우의 분광반사율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수분이 함량 되어 있는

W1, W2, W3, saturation의 분광반사율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W1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band depth와 band area 값을 Fig. 38과 같이 나타

냈다. 수분이 추가된 W1에서 band depth 및 band area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band area의 경우 소폭 증가 한 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

타내며 band depth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

세한 입도에 의한 빠른 수분 흡수 능력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 59 -

Fig. 36. Reflectance spectra of different water contents of Mongsanpo tidal fla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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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ontinuum-removed reflectance spectra of different water content of

Mongsanpo tidal fla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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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ontinuum-removed relative value spectra of different water content of

Mongsanpo tidal fla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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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Spectral Response Function 적용

몽산포 해수욕장의 5개 지점에 대한 모래갯벌의 분광반사율 값과 S2지점

에 대한 수분함량 분석을 Landsat 7 ETM+의 SRF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39는 5개 지점에 대한 SRF 적용 결과를 나타낸다. band 1 ∼ band 5

에서는 점차적인 분광반사율의 감소가 확인된다. band 7에서는 일관된 연관

성을 찾을 수 없으며 세밀한 흡광특성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Fig. 40는 S2시료의 수분함량에 따른 분광반사율 값에 SRF를 적용한 결

과를 나타낸다. 수분이 감소할수록 전체적인 분광반사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특히 중적외선 파장의 band 5와 band 7 에서의 확연한 감소

를 확인할 수 있다. band의 개수가 작고 분광해상도가 낮아 의 물 흡수

파장대역인 1400 ㎚와 1900 ㎚ 부근의 세밀한 분광특성 분석은 불가능하지

만 동일한 물질 또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band 1 ∼ band 4에 비해 band

5와 band 7에서 분광반사율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므로 수분에 의한 영

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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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 spectral response functions of Landsat 7 ETM+ in Mongsanpo

tidal flat.

Fig. 40. The spectral response functions of Landsat 7 ETM+ in water

content of Mongsanpo tidal fla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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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Landsat 7 ETM+ 영상비교

Landsat 7 ETM+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몽산포 해수욕장의 분광반사율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S1, S2, S3, S4, S5를 채취한 시간과 비슷한 날짜에

획득된 Landsat 7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날짜의 영상은 구름의

영향 때문에 분석을 수행 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4년 4월 20일에 획득된

영상을 사용하였다(Fig. x). W1, W2, W3, W4, W5, W6은 임의적으로 선택

한 몽산포 해수욕장 모래갯벌의 픽셀이다. W1는 해안가 해변의 지점이며

W6으로 갈수록 바닷가 방향의 지점을 나타낸다. 조간대의 경우 만조에서 간

조로 변할 때 물이 빠지는 시간차이에 의해 바다 방향인 W6지점이 W1지점

에 비해 수분함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Fig. x는 Landsat 7 위성영상에서의

W1 ∼ W6 지점의 분광반사율을 나타내며 수분함량 차이에 의해 W6지점의

분광반사율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and 1 ∼ band 4에 비

해 band 5와 band 7에서 분광반사율 감소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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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tudy area of tidal flat. The box in the higher left image indicates the

location of Mongsanpo in Republic of Korea (Landsat-7,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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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The spectral reflectance of the Landsat 7 ETM+ satellite of Mongsanpo 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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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토의

이 연구에서는 분광복사계를 사용하여 화강암과 모래 갯벌 및 펄갯벌 시

료를 이용하여 여러 환경 인자에 의한 분광반사율 특성을 규명하였다. 화강

암 시료에 대하여 분광복사계 센서의 각도에 따라 측정되는 분광반사율 크

기가 달랐다. 시료의 평면과 분광복사계 센서가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

우 충분한 분광반사율이 측정된다.

화강암의 입도가 작아질수록 분광반사율은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

났다. 또한 입도가 감소하면 입도 내부에 존재하였던 공극이 사라져 1400 ㎚

와 1900 ㎚파장에서의 흡광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수분함량이 증가

할 경우 전체적인 분광반사율 곡선을 일정하게 감소된다. 특히 1900 ㎚의 물

흡광밴드는 강한 흡수를 일으킨다. 화강암의 입도와 수분함량에 따른 분광반

사율 곡선의 특징적인 흡광파장인 1900 ㎚부근의 band depth와 band area를

분석한 결과 입도가 작아질수록 band depth, band area 모두 작아지는 비례

관계가 성립되며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band depth, band area 모두 증가

하지만 증가하는 폭은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화강암과 규암을 다양한 성분비도 혼합한 후 측정한 분광반사율은 대체

적으로 화강암에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규암은 화강암을 이루는 구성성분중

하나로 화강암과 규암이 섞였을 경우 흡광성질이 화강암에 지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몽산포 해수욕장은 S1에서 S5로 갈수록 세립질의 입도분포가 증가하였

다. 단파장 영역(1000 ㎚주변)에서의 규산염광물 광물인 칼륨, 칼슘의 흡착으

로 인하여 S1에 비해 S5시료에 대한 분광반사율이 작다. 장파장 영역인

2300 ㎚ 및 2500 ㎚부근은 토양의 미세한 성분차이로 인하여 분광반사율 차

이의 상관관계를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몽산포 해수욕장의 S2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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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수분함량 측정 결과 수분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분광반사율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강암 시료의 수분함량 분석과 비교했을 경우

S2의 시료가 화강암 시료보다 입도가 작아 빠른 흡수 능력으로 인한 분광반

사율 값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화강암과 몽산포 해수욕장 각각의 시료에 대한 Landsat 7 ETM+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적용 결과 분광반사율의 전체적인 값의 변화 및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은 밴드의 수(6개)로 인하여

특정 파장에서의 흡광특성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SRF 분석결과와

Landsat 7 위성영상으로 획득된 분광반사율 값을 상호 비교해본 결과 서로

비슷한 분광반사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밴드의 수가 적으며

낮은 분광해상도의 한계로 인하여 흡광밴드 및 성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기엔 부족하다. 향후 초다분광 센서(hyperspectral)를 탑하고 있는 초

다분광 위성영상의 SRF적용과 실제 위성에서 측정된 값을 이용한다면 현장

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할 필요 없이 분광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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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Spectral Reflectance of Granite and Tidal

Flat by using Spectroradiometer and Multi-spectral

Remote Sensing

Bumjun Kim

Department of Geophysic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make an analyze of tidal flat and granite exposed to a

variety of environmental changes. Samples are used to collecting the granite of

Hwacheon, sand flat of Mongsanpo, mud flat of Daeboodo. Seperated samples

are measured that there are change in spectroradiometer sensor angle, change in

a diversity of grain size, change in water content, reflectance of mixture. The

research has proved that indicator of reflectance in indoor compare indicator of

multi-spectral using Landsat 7 ETM+. Sampling for sample is collecting granite,

sand flat, mud flat with a regular ratio. One of sampling is a granite sample

changing in a spectroradiometer sensor angle. Finally, in case of vertical

direction of sample and sensor, fulled energy are inspected. In addition, the

smaller grain size of granite, the more increase reflectance. In case of sand flat,

as grain size becomes smaller the farther away from the land, reflectance shows

respectively different wavelengths. In the event of analyzing water content, all

of the reflectance are smaller as the moisture more greater. Especially, the

reflectance significantly changes in water absorption in the wavelength band.

For analyzing composition, granite and quartzite are classified according a

regular ratio. Measured a indicator of reflectance shows an aspect of the

dominant granite. As measured a indicator of reflectance are similar to a

indicator of practical satellite image, it is based on the feasibility of a research.

As a result, a indicator of reflectance that exposed to a variety of environmental

changes is applicable to SRF of Landsat 7 ETM+. Following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shows that tidal flat and granite exposed to a variety of

environmental changes can measure a indicator of reflec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