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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서남해에 분포하는 갯벌의 면적은 약 2,393㎢로 국토의 2.5%에 해당한다. 

이 중 서해안에 전체 갯벌 면적의 83%인 1,980㎢가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남해안

에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6). 조간대 갯벌은 육지의 강과 외해에서 유

입되는 퇴적물이 해수의 순환에 의해 집적되는 곳으로써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인근해역에 영양을 공급하며,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등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조간대의 광역적인 지형과 퇴적물의 유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원격탐

사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인공위성 광학영상과 합성구경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를 이용한 지형의 분석과 퇴적상의 분류들이 연구되고 있다(안

충현 외 1989; 안충현 외 1992; 류주형 외 2000; 류주형 외 2003; Chae et al., 2006). 

  SAR 영상은 마이크로파를 지상에 쏘아 지표면의 기하(geometric), 표면 거칠기

(surface roughness), 유전상수(dielectric constant)에 의해 되돌아오는 후방산란

(backscatter)의 크기를 영상화 한 것으로 수동형의 광학영상과 달리 구름, 밤낮의 영향

이 없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토양에서 레이더 후방산란의 주요원인인 유전상수

는 토양의 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SAR 영상을 통한 토양의 수분함유 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다(Jackson, 1990; Peplinski et al. 1995; Sabburg et al. 1997).

  토양의 수분과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에 의

해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토양수분과 거칠기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의 상관성, 입사각과 

주파수, 편광에 의한 토양수분과 후방산란계수의 관계, 토양의 종류에 따른 관계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Narayanan et al., 1994; Champion and Faivre, 1997; 

Srivastava et al., 1997). 특히 토양수분의 변화가 큰 논의 경우 계절적으로 SAR 영상

의 밝기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편광 산란계

(Polarimetric scatterometer)를 이용하여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Inoue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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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편광 산란계는 지상의 안테나에서 마이크로파를 송신하여 대상체(target)에서 산란

되어 되돌아오는 후방산란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SAR영상과의 검보정과 대상체의 산

란특성인 후방산란계수의 측정을 위에 사용되고 있다(Ulaby et al., 1988; Whitt and 

Ulaby, 1988).

  이 연구는 다시기(multi-temporal) SAR영상을 이용하여 조간대 갯벌을 관찰할 경우 

시기적으로 영상의 밝기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의문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기존의 원격탐사를 이용한 조간대 연구들은 지형 분석과 소수의 영상만을 이용한 것

으로 다시기 SAR 영상에서의 밝기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어, 조간대 갯벌의 공

간적 퇴적양상 및 시간에 따른 수분 변화에 의한 후방산란의 변화와 그 원인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조간대 갯벌에서는 약 12시간 25분을 주기로 조석간만이 발생하며, 특히 썰물시 해수

면 위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조간대에서는 다음 밀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배수, 증발, 건

열, 생물체 교란 등이 일어나면서 갯벌 표면의 구조적, 전기적 성질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갯벌이 건조될 때 갯벌의 수분함유와 거칠기의 변화로 인한 레이더 

후방산란계수(σ˚)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간대 갯벌의 노출시간과 

증발량을 수분함량의 지표로 하여 15개 Radarsat-1 SAR 영상의 후방산란계수를 분석

하였으며, 다편광 산란계를 구성하여 갯벌에 대한 실내 건조 실험과 조간대 갯벌에서의 

현장 실험을 수행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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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론

1. 후방산란계수

  SAR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란체에서 레이더의 안테나로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마이크로파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표면으로부터 산란되어 수신 안테나에 

도달되는 에너지를 산란체의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을 후방산란이라고 한다. 지표면에

서 산란되는 마이크로파 에너지는 모든 방향을 향해 퍼져 나가므로 수신 안테나에는 

그 일부만이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파워의 크기는 가까이 있는 대상체에 

의한 것보다 멀리 있는 대상체에 의한 것이 더 작게 된다.

  마이크로파가 지표면에서 안테나로 산란되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의 파워 은 

다음과 같은 레이더 방정식으로 주어진다(Ulaby et al., 1990)

                                  




                             (1)

 

 여기서 는 송신 마이크로파의 파워, 는 송신안테나 이득, 은 수신안테나 이득, 

는 마이크로파의 파장, 는 RCS(Radar Cross Section)이다. RCS는 입사되는 마이크

로파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면적의 단위를 가진다.  

  단위 면적( )의 RCS중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양인 레이더 후방산란계수(σ0)는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후방산란계수(σ0)는 지표면의 기하, 거칠기, 수분 함유량 등의 지표면과 관련된 변수

들과 파장, 입사각, 편광 등 시스템과 관련된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후방산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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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위가 없는 값으로써 단위 넓이의 지표면에 대한 마이크로파 산란특성을 정의하며 

그 값의 범주가 매우 커서 로그를 이용한 데시벨(dB)로 주로 표현된다(채효석 외, 

2002).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의 수분함유량, 표면 거칠기는 fig. 1과 같이 수분함량이 많을수

록, 거칠기가 클수록 후방산란계수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입사각이 클수록 후방산란계

수는 낮게 나타난다(Ulaby et al, 1986). 

  SAR 영상 자료는 화소 값의 밝기로 나타내며 밝기는 해당 지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마이크로파 펄스의 파워에 비례하게 되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마이크로파 

신호는 해당 지표면의 후방산란계수(σ0)에 비례한다. 지표면에서의 입사 에너지에 대한 

후방산란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 해당 지표면과 관련된 각종 변수들은 표면의 거칠기

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유전상수와 같은 전기적 특성에 기초한다.

(a) (b)

Fig. 1. Comparison of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 for wet and dry soil(mv: soil volume 

moisture content): (a) smooth surface, (b) rough surface(Ulaby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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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구경레이더

  합성구경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수동형 광학센서와 달리 마이크

로파를 사용하는 능동형 센서로서 밤, 낮의 구분 없이 촬영이 가능하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테나가 사용하는 파장에 따라 L(15.0～30.0cm), C(3.9～7.5cm), X(3.9～

7.5cm), Ku(1.67～2.4cm), Ka(0.75～1.18) 밴드 등으로 나뉘고, 수직 또는 수평편광에 의

해 VV, HH, HV, VH 편광조건으로 영상을 얻는다.    

  합성구경레이더는 거리방향(range)으로 폭이 좁은 빔 모양의 펄스를 쏘아 대상물로

부터 되돌아오는 후방산란을 수신하고 그 신호로부터 지표면 영상을 얻는 것으로서, 위

성의 진행방향(azimuth)에 대해 위치를 점점 변화시켜 가면서 수신한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기록․처리하여, 실제 안테나 길이보다 긴 가상의 안테나를(합성구경: synthetic 

aperture) 이용하여 관측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거리방향 분해능은 펄스의 지속시간(펄스 폭)이 짧을수록 높다. 그러나 펄스폭을 좁

게 하면 송신전력이 떨어져 반사펄스의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낮아진

다. 따라서 광대역펄스를 chirp 신호로 변조해서 송신하고, 수신한 후에는 주파수와 시

간의 관계가 송신 쪽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matched 필터를 함으로서, 가상적인 좁

은 펄스 폭(pulse width)으로 큰 출력을 얻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즉, 먼저 수신된 

낮은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matched 필터로 많이 지연시키고, 나중에 수신된 보다 높

은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는 덜 지연시킴으로서, 수신신호를 펄스폭이 작은 압축된 신호

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거리압축(range compression)이라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거리분해능을 향상시킨다.

  합성구경레이더에서는 지상 목표물에 빔을 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반사펄스가 수신

된다. 위성의 진행에 따라 위성과 목표물의 상대적인 위치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반사

펄스에는 도플러효과에 의한 주파수 편이가 생긴다. 주파수 편이는 시간에 대해 선형이

므로, 반사펄스는 chirp 신호 변조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파수 편이의 반대 

특성에 대응한 matched 필터를 통해 진행(azimuth)방향의 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처리를 진행방향압축(azimuth compression)이라 한다(김영섭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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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 사용된 Radarsat-1은 이러한 합성구경레이더를 탑재한 위성으로서 1995

년 11월 4일 캐나다의 CSA(Canadian Space Agency)에 의해 발사되었다.

  이 위성은 15m×1.5m 크기의 5.3GHz(C-Band)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으며, HH편광모

드로 작동된다. 위성의 궤도는 지구상공 798km의 극궤도인 태양동기궤도(sun 

synchronous orbit)로 돌고 있으며 지역시간(local time)으로 오전 6시 30분(descending 

orbit) 및 오후 6시 30분(ascending orbit)경에 한반도의 촬영이 이루어진다. 궤도의 기

울기는 98.6°이며, 100.7분을 주기로 하여 하루에 약 14회 지구를 돌고 있고 24일

(revisit time)을 주기로 동일지점을 통과하게 된다.

  또한 이 위성의 장점으로는 fig. 2와 같은 다중 빔 모드(multi-beam mode)의 촬영조

건을 가지고 있어 촬영폭(swath)과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빔 위치에 의해 입사

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자세한 빔 모드에 의한 특징은 Table 1과 같다.

Fig. 2. Radarsat-1 SAR operating modes(Natural Resources Canad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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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Mode
Beam
position

Incidence Angle
(degrees)

Resolution
Range×Azimuth

(m)

Real Time swath 
(km)

Standard: S1 24-31 24×27 100

S2 30-37 20×27

S3 34-40 25×27

S4 36-42 23×27

S5 41-46 22×27

S6 45-49 20×27

S7 39-42 19×27

Fine: F1 37-41 8.3×8.4 50

F2 39-42 7.9×8.4

F3 41-44 7.6×8.4

F4 43-46 7.3×8.4

F5 45-47 7.1×8.4

Wide: W1 20-31 33×27 150

W2 31-39 25×27

W3 39-45 21×27

Extended Low: EL1 10-23 39×27 170

Extended High: EH1 49-52 18×27 75

EH2 50-53 18×27

EH3 52-55 17×27

EH4 54-57 17×27

EH5 56-58 16×27

EH6 57-60 16×27

ScanSAR Narrow: SNA 20-39 50×50 300

SNB 31-46 50×50

ScanSAR Wide: SWA 20-49 100×100 500

SWB 20-46 100v100 450

Table 1. Radarsat-1 beam mode(RADARSAT Internation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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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란계의 구성

  다편광 산란계(Polarimetric Scatterometer, PolScat)는 안테나, 고정 스탠드,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zer), GPIB(General Purpose Interface Bus)-USB, 노트북 컴퓨

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안테나는 중심주파수가 Radarsat-1과 같은 5.3GHz인 Dual-Polarization Square Horn

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하였으며, 대역은 600MHz로서 거리해상도는 25cm이고, 빔폭은 

15°이다. 자세한 안테나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안테나 스탠드는 1.5m～3m로 높이 

조정이 가능하며, 안테나의 입사각을 조절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Agilent Technologies사의 8753ES 모델을 사용하였다. 가용한 주

파수 범위는 30KHz～6GHz이며, 시스템 임피던스는 50Ω, 송신부의 송신전력은 -85～

+10dBm이다(조성준 외, 2002; Agilent Technologies, 2005). 이 네트워크 분석기는 2개

의 포트가 있으며, 포트 1과 2에서 각각 마이크로파의 송신과 수신을 하게 된다. 네트

워크 분석기는 대상체의 S-parameter인 S11, S12, S21, S22 의 신호를 복소수로 받게 된

다. 이 때, 첫 번째 첨자는 수신 포트를, 두 번째 첨자는 송신 포트를 지칭한다. 네트워

크 분석기의와 안테나의 수직편광(Vertical Polarization) 및 수평편광(Horizontal 

Polarization) 포트에 연결하여 산란체의 VV, VH, HV, HH 편광 특성에 대한 

S-parameter를 측정하게 된다. 

  디지털카메라는 캐논사의 IXUS400을 사용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시

각, 촬영 간격을 조정하였고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였다. 촬영된 사진을 통해 대상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기와 카메라 등 모든 장비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통제된다. 이 때, 네트

워크 분석기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하여 National Instrument사의 GPIB-USB 커넥터

를 사용하였다. GPIB는 8bits 통신을 하는 버스로서 계측장비와 컴퓨터 사이의 자료통

신장치로서 호환성이 뛰어나다.

  네트워크 분석기를 제어할 컴퓨터 프로그램은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TM

를 사용하였다. LabVIEW
TM
 는 그래픽 아이콘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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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 언어로 다른 텍스트 기반의 언어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페이스뿐

만 아니라 원시 코드 또한 그래픽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

제어와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최적화된 언어이다(곽두영, 2004). Fig. 3의 네트워크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간격, 측정횟수를, 측정시간을 제어하였으며, 측정된 자

료는 실시간으로 아스키(ascii)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저장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

트사의 엑셀을 통해 처리되어 그래프로 최종 결과물을 얻는다.

  다편광 산란계는 대상 산란체에 대하여 HH, HV, VH, VV 편광의 크기(amplitude)와 

위상(phase) 정보를 동시에 얻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다편광 산란계를 갯벌실내실험 

및 갯벌현장 실험을 통해 관찰된 조간대 갯벌의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를 SAR영상에서

의 후방산란계수의 변화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Product Item Specification Test Result

Dual-Polarime

tric

Square Horn 

Antenna

Frequency(GHz) 5.0～5.6 5.0～5.6

Beam Width

E-Plane(deg) 15(nominal) 12.1～13

H-Plane(deg) 15(nominal) 15.5～17.5

Gain(dBi) 20(nominal) 20.5 min.(20.5~21.8)

VSWR 1.5 max. 1.4 max.

Isolation 35dB under 50dB under

Weight(kg) 4 max. 3.1 max.

Input Impedance(Ω) 50 5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C-band dual-polarimetric square horn antenna.



- 10 -

(a) Front Panel

(b) Block Diagram

Fig. 3. Polscat control program by LabVIEW
TM
 (Modified from the original code of Dr. 

Seong-J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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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란계의 원리

  네트워크 분석기는 frequency sweep을 통하여 자료를 얻은 후 이를 시간영역

(time-domain)으로 역푸리에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하여, 마치 시간적으

로 짧은 sinc 소스를 발사하여 되돌아오는 신호를 얻는 레이더의 효과를 얻는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훈열, 2005).

  아래와 같이 짧은 싱크 신호()를 중심 주파수 로 변조하여 안테나를 통해 발사

하는 레이더를 생각하자.

    sincexp (3)

  여기서, 는 밴드폭이다.

  이 신호가 목표물과 반응 후 다시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신호 는 후방 산란 계수 

함수 와의 convolution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4)

  네트워크 분석기는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 수식을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ation)을 통해 나타나는 아래 수식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5)

  이 때, 는 중심이   이고 밴드 폭이   인 box function이다. 즉, 안테나는 네트

워크 분석기가 만들어낸 특정 진동수인 를 continuous wave 형태로 쏘아 보내고, 이 

단일 진동수의 마이크로파가 목표물 전체에 반응하는 후방산란 계수 를, 다시 안

테나에 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얻게 된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계속하여 진동수를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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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frequency sweep) 주어진 진동수 영역에서 를 모두 얻게 된다. 이 때, 

calibration이 잘 된 네트워크 분석기의  값은 주어진 밴드 폭에서 1의 값을 가지

게 되므로, 위와 같은 진동수증가를 통해 식(5)의  함수가 얻어지고, 이를 역푸리

에 변환을 통해 시간 영역으로 변환시키면 식(4)과 같은 레이더의 작동 원리가 구현된

다. 

  만약 목표물이     에 있으며     , 즉 한 점(point target)이라면 

레이더에서 얻어진 값은 식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sinc  exp   (6)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기에서 시간 영역으로 변환된 측정값의 크기와 위상 는 다음

과 같다. 

  sin   sin  (7)

            (8)

  즉, 위상은 안테나와 목표물간의 거리의 함수이다. 시스템에서 위상의 오차를 

라고 한다면, 거리 측정의 오차 는 다음과 같다. 

  


 (9)

  즉, 시스템과 목표물이 안정된 상태에서 수 차례 위상을 측정 했을 때 그 변화가 1도 

정도라면   가 되고, 파장   인 시스템에서    정도가 

되어 매우 정밀한 slant range 값을 줄 수 있다. 보통 위성 시스템에서는 위성 체의 잡

음이나 측정 시간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로 보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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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하더라도    가 되어 매우 정밀한 지표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

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실험에서는    이고,   이다. 식 (7)의 sinc function의 최대

값에서 3dB 떨어지는 시간을 보통 레이더의 시간 해상도 로 정의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0)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다. 이를 안테나와 목표물과의 왕복거리를 고

려하면 거리 해상도(slant range resolution)은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c 는 빛의 속도이며, 이 시스템에서는    에 해당한다. 즉, slant 

range 방향으로 25cm 떨어진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이 레이더 시스템의 최대 거리 m ax는 네트워크 분석기의 frequency sampling 수

가 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12)

  이 시스템에 사용된 Agilent 8753ES의 최대 은 1601이며, 이때 max  이다. 

이러한 최대 거리는 frequency sweep 밴드 폭을 줄이면 식(10)～(12)에 의해 무한대까

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기의 파워가 10dBm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최대 거리에는 한계가 있다.

  네크워크 분석기를 통해 측정된 신호의 크기(U)는 송신 마이크로파 전압  에 대한 

수신 마이크로파 전압 의 비로써 다음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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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를 통해 측정 대상체에 대한 후방산란계수()를 다음의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레이더 방정식 (1)을 dB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dB)=log=log (dB) (dB) log log log (14)

  여기서,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는 동일하기 때문에  , 은 20dBi로 동일하다

(Table 2). 는 C밴드인 0.0565647m 로 주어진다. 따라서 (dB)는 다음과 같다.

(dB) logdBlog (15)

  여기서    이다.

  대상체에 대한 후방산란계수는()는 식(2)로 구할 수 있다. 식(2)의 는 산란계의 

수평해상도에 따른 산란체의 면적으로서   cos· 로 dB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dB)=log  log∆cos log (16)

  이때, 은 식(5)의 안테나의 거리 해상도인 0.25m, 는 입사각이며   ·로서 

은 대상체의 거리(m)이고 는 안테나의 빔폭으로   이며, 는 C-band인 

0.0565647m, L은 안테나의 폭인 0.25m로써 빔폭은 0.22625라디안(약 15°)이다. 식(1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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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B) log log logcos (17)

  위 식을 식(2)와 식(10)으로 다시 정리하면 안테나에서 (거리)만큼 떨어진 대상체의 

후방산란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B) logdBloglogcos (18)

 예를 들어, 안테나의 입사각이 45°인 경우 (거리)만큼 떨어진 대상체의 후방산란계

수()는 다음과 같다.

(dB) log dBlo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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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AR 영상분석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서시면의 제부도, 송교리, 백미리에 걸쳐있는 조간대 갯벌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 지역을 통칭하여 제부도 조간대 갯벌이라 하

였다(Fig. 4).

 한반도의 갯벌 면적은 서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나, 방조제 건설에 의한 간척지개

발로 인하여 자연적인 조간대 갯벌의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지역인 

제부도 조간대 갯벌은 서해안에서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조간대의 일부이다. 

 일반적인 조간대는 조차에 의한 침수시간 및 퇴적 작용에 의한 생태적, 퇴적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부조간대, 중간조간대, 하부조간대로 나누어진다. 상부조간대는 세

립의 퇴적물인 이토(mud)가 우세하게 집적되는 곳이고 게와 갯지렁이들의 서식처가 된

다. 중간조간대는 상대적으로 상부조간대에 비해 조차에 의한 침수시간(약 2시간 이상)

이 더 길어 퇴적물 입자는 상부조간대의 퇴적물보다 조립질(실트우세)인 것이 특징이

다. 평균 간조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 조간대 이하를 하부조간대라 하며, 이 부분의 

퇴적환경은 조립질 퇴적물(모래입자 퇴적물)이 우세한 것이 특징이다(대한지질학회, 

1999).

  제부도 조간대갯벌의 경우 2005년 5월에서 2005년 9월까지 3회의 현장관측결과 상부

조간대에서는 이토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부조간대로 갈수록 모래입자 퇴적물

과 조개껍데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부도 앞 하부조간대에서는 폭 

10m, 길이 1km의 돌무더기가 혼재되어 있었고 백미리 앞 조간대에서도 일부 돌무더기

가 관측되었다. 

  제부도 조간대의 조석은 평균고조 694.90cm, 평균저조 171.10cm, 평균조차 523.80cm 

이며 평균 해면은 433cm로서, 조차가 4m 이상인 대조차를 보이고 있다(국립해양조사

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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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earch area(background image: Landsat-7). A. Region of sigma naught 

extraction, B. Region of mud sampling, C. Region of field experiment by Polscat. 

Dots line for fiel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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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처리

  이 논문에서는 Radarsat-1 SAR 영상을 조간대 갯벌의 후방산란계수 분석에 사용하

였다. 사용된 영상은 총 15개이며 이중 2001년 영상이 1개, 2003년～2004년 영상 14개

이다(Table 3).

  이 영상들은 모두 S5의 빔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ascending orbit으로 18:30분경(지

방시)에 촬영되었다. SAR 영상은 Single Look Complex(SLC)영상으로, SLC영상의 이

미지픽셀은 마이크로파 신호의 크기(magnitude)와 위상(phase)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

수(real number) I와 허수(imaginary number) Q의 복소수(complex number)로 되어 있

으며, 신호의 크기는 다음식과 같다. 

magnitude=    (20)

  SLC 영상은 스페클(speckle) 노이즈가 심하게 나타난다(Fig. 5a). 이 스페클을 줄이

기 위해 5×1 평균 필터를 이용하여 해상도 20m×20m의 multi-look(4-Look) 이미지로 

모든 영상을 변환하였다(Fig. 5b). 

  이렇게 변환된 4-look 영상을 다중시기 SAR 영상의 산란특성을 고려하고 15개 영상

간의 밝기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방산란계수(dB)로 변환하여 방사보정 

하였다(Shepherd, 2000).


  

   logsin dB (21)  

  여기서, 
는 번째 거리방향픽셀의 보정된 레이더 밝기이고, 는 입사각으로서, 픽

셀의 레이더 밝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og dB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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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번째 거리방향픽셀의 신호의 크기로서, 16bit gray level의 디지털넘버

(Digital Number, DN)이고, 는 Radarsat-1의 자료(radiometric data record)에 주어

진 이득(gain)값을 선형 내삽 하는 방법으로 획득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6bit gray level의 15개 SAR 영상을 후방산란계수로 변환하였

다(Fig. 6). 후방산란계수로 변환된 15개 SAR 영상을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기준

점(Ground Control Point, GCP)을 선정하고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을 실시하

였다.

Image
No.

Aquisition 
Date

(yyyymmdd)
Beam mode Position Orbit

Resolution
Range×Azimuth

(m)

01 20010703

Standard S5 Ascending 20×20

02 20030506

03 20030530

04 20030623

05 20030717

06 20030810

07 20030927

08 20031021

09 20040218

10 20040711

11 20040804

12 20040828

13 20040921

14 20041015

15 20041108

Table 3. Aquisition date of The Radarsat-1 SA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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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Reduce of speckle by multi look: (a) 

SLC(Single Look Complex) image, (b) 4-loo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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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dal height : 842cm, ebb (b) Tidal height : 820cm, ebb

(c) Tidal height : 576cm, ebb (d) Tidal height : 546cm, ebb

Fig. 6. Sigma naught images of 15 Radarsat-1 SAR images of Jebudo area (tidal height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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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idal height : 461cm, ebb (f) Tidal height : 406cm, ebb

(g) Tidal height : 392cm, ebb (h) Tidal height : 273cm, ebb

Fig.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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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idal height : 266cm, ebb (j) Tidal height : 263cm, ebb

(k) Tidal height : 288cm, flow (l) Tidal height : 544cm, flow

Fig.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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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idal height : 648cm, flow (n) Tidal height : 730cm, flow

(o) Tidal height : 775cm, flow

Fig.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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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발시간

  후방산란계수와 갯벌의 수분함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상 획득 당시 현장

에서 계측된 수분함량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전무하며, 조간대갯벌이라는 

특성상 TDR(Time Domain Reflectometry)을 설치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따

랐다. 또한 조간대의 토양은 염분의 농도가 높아 TDR을 이용한 측정시 평균 98% 이

상의 수분함유율이 측정되어 측정값을 사용하기에는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간대 갯벌이 썰물에 의해 해수면 위로 갯벌이 노출되었을 

때부터의 시간을 ‘노출시간’이라 하고, 노출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갯벌의 수분함량을 나타내는 지표라 하였다. 즉, 노출시간의 증가에 따라 

갯벌의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반비례의 관계로 볼 수 있다.  

  Radarsat-1 영상의 촬영시각인 18시 30분은 12.42시간의 조석간만주기에 따라 주로 

낮 시간 동안 일어나는 갯벌표면의 건조를 관측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조간대의 고도에 따라 갯벌이 물 밖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연구지

역 갯벌의 노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간대의 연속적인 표면의 고도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DEM)가 필요하였다. DEM은 해수와 조간대의 경계선의 조위를 고도

로 하는 해안선(waterline)방법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이 해안선 방법은 측선에 대한 

수준측량 보다는 정밀도 면에서 떨어지나 영상을 통해 조간대의 지형을 파악하기에 적

합한 장점이 있다(류주형 외, 2000).

  15개 SAR 영상은 촬영일의 차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조석에 의한 해안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으며, 이 때 해안선은 등고선으로 볼 수 있다. 각 영상의 해안선을 벡터

(vector)파일로 추출하고 촬영시각의 조위를 고도로 사용하였다. SAR 영상의 경우 해

수면과 같이 평탄한 지역은 특히 HH 편광에서 마이크로파의 전반사가 두드러지게 일

어나 해수면보다 표면이 거친 갯벌에 비해 어둡게 보여 해안선을 추출하기에 용이하였

다. 단, 썰물 시에는 완전히 배수되지 않은 해수에 의해 일부지역에서 해안선의 구분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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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 구축을 위한 조위는 제부도의 경우 조위를 측정하고 있는 검조소가 없어 제부

도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인천검조소의 1시간 단위로 기록된 검조기록

부를 이용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인천검조소의 검조기록부를 1999년 자료부터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다.

  인천검조소와 제부도는 거리상, 지리상의 차이가 있어 인천검조소의 조위가 제부도의 

실질적인 조위라고 할 수 없다. 그 대안으로 제부도의 조위를 표준항(인천)에 대한 개

정수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 인천검조소의 조위자료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부도의 조위로 산출하였다(국립해양조사원, 2006).

조시 = 표준항의 조시(인천) + 조시차(제부도, -10분) (23)

조고 = (표준항의 조고(인천) - 표준항의 평균해면(인천, 464cm))

× 조고비(제부도, 0.96) + 평균해면(제부도, 450cm) (24)

  이렇게 산출된 조위를 바탕으로 한 15개 SAR영상이 촬영된 시각(18시 30분경, 

ascending orbit)의 제부도 조위는 Table 4와 같다.

  해안선 방법으로 추출한 수치표고자료는 조위에 따른 불연속적인 등고선만을 나타낸 

것이다(Fig. 7a). 조간대의 조수에 따른 갯벌의 정확한 노출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간대 전체에 대한 연속적인 표면의 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부도 조간대에 대한 

연속적인 표면의 고도를 ESRI사 ArcVIEW 소프트웨어의 등고선에 부정형 삼각형 네

트워크 구조(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Fig. 7b). 

TIN 데이터 모델에서 표면은 표본 추출된 표고점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형성된 겹

치지 않는 부정형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식으로 표현된다. TIN 데이터 모델

은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규칙적으로 표본지점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곳은 조밀하게 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이희연, 2003). 

  TIN 데이터모델을 SAR영상과의 비교를 위하여 10m×10m 해상도로 그리드(grid)화 

하였으며 이를 바이너리래스터(binary raster)파일로 변환하였다(Fig. 7c). 이로써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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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갯벌에 대한 DEM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축된 DEM을 바탕으로 조간대의 조위곡선과 영상 획득당시의 조위를 비교

하여 고도에 따른 시간차에 의해 갯벌이 노출된 시간을 파악하여 ‘노출시간’을 해안선

에 따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Fig. 8과 같이 고도가 544cm인 지역의 영상촬영일의 

조위에 따라 13시 20분에 노출이 시작되었다면, Radarsat-1의 촬영시각인 18시 30분경

에는 해수의 노출시간은 5시간 10분이 된다.

  DEM에 따른 노출시간(Fig. 9a)을 TIN 모델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표면의 노출시간

으로 산출하였다(Fig. 9b). 또한, TIN 모델을 후방산란계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10m×10m 해상도로 그리드 하여 바이너리래스터파일로 변환하였다(Fig. 9c).

  노출시간은 각 영상의 촬영일 마다 조위가 다르므로 15개의 모든 영상에 대하여 노

출시간을 산출하였다(Fig. 10).

  그러나 이 노출시간은 단순히 해수의 배수에 의한 갯벌의 건조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당시의 날씨와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 갯벌의 건조 정도는 달라 질 수 있어 

증발량 자료를 노출시간과 함께 사용하였다.

  증발량은 지표면에 접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나 풍속의 연직분포, 바람의 흐트러짐, 

기온, 일사량, 지표면의 상태, 땅속으로부터의 수분공급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은 것으로서 임의 시간 내에 단위면적의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증발에 의

해 잃어버린 수분을 말한다(기상청, 2006). 이러한 증발량은 갯벌의 건조, 수분증발정도

에 큰 지표가 된다.

  연구지역인 제부도의 증발량 자료가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같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인천기

상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천기상대에서는 증발량을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증발량을 

관측하고 있으며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비의 양을 감하여 증발량을 구하며 강수량과 

같이 mm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증발량은 24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인천기상대 자료의 경우 1949년 이후부터 2005년 12월 26일까지 증발량 기록

되어 있어 Table 4에서와 같이 위성촬영일의 증발량을 알 수 있었다.

  이 증발량을 영상의 촬영시기인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증발량의 최대치인 8.5m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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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영상획득일의 증발량을 정규화 하여 [0, 1]로 나타내었다. 이 값에 노출시간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증발시간’을 정의하였다.

 

                            증발시간 = 노출시간 × 정규증발량               (25)

  즉, 증발시간은 갯벌의 노출시간과 증발량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서, 영상획득 당시의 

갯벌 수분함량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 증발시간 또한 Fig. 11a와 같이 DEM에 따라 산출되어진 것을 TIN으로 연속적인 

표면의 증발시간으로 표현하였고(Fig. 11b), SAR 영상의 후방산란계수와 비교하기 위

하여 10m×10m 해상도로 그리드 하여 바이너리래스터로 변환하였다(Fig. 11c). 또한 노

출시간과 마찬가지로 15개 영상에 대하여 증발시간을 산출하였다(Fig. 12).

SAR
Imag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Date
(yyyy
mmdd)

2001
0703

2003
0506

2003
0530

2003
0623

2003
0717

2003
0810

2003
0927

2003
1021

2004
0218

2004
0711

2004
0804

2004
0828

2004
0921

2004
1015

2004
1108

Tidal 
Height
(cm)

392 648 576 288 730 406 842 266 546 263 775 461 544 820 273

Evaporation 
loss
(mm)

1.2 1.0 4.9 1.5 1.1 1.1 2.8 0.9 2.3 0.9 6.5 3.0 2.5 2.8 0.9

Normalized 
Evaporation 
loss

(1=8.5mm)

0.14 0.12 0.58 0.18 0.13 0.13 0.33 0.11 0.27 0.11 0.76 0.35 0.29 0.33 0.11

Table 4. Tidal height and evaporation los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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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DEM of Jebudo tidal mudflat generated by waterline method: (a) Waterline, (b) TIN 

model of waterline and (c) DEM grid (10×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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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ample of exposure time calculation by Jebudo tid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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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Example of exposure time calculation: (a) Exposure time by waterline, (b) TIN model 

of exposure time and (c) Exposure time grid(10m×10m, image of 11 Ju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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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dal height : 842cm, ebb(3 Sep, 2003) (b) Tidal height : 820cm, ebb(15 Oct, 2004)

(c) Tidal height : 576cm, ebb(30 May, 2003) (d) Tidal height : 546cm, ebb(18 Feb, 2004)

Fig. 10. Exposure time grid(10m×10m, 15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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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idal height : 461cm, ebb(28 Aug, 2004) (f) Tidal height : 406cm, ebb(10 Aug, 2003)

(g) Tidal height : 392cm, ebb(3 Jul, 2001) (h) Tidal height : 273cm, ebb(8 Nov, 2004)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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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idal height : 266cm, ebb(21 Oct, 2003) (j) Tidal height : 263cm, flow(11 Jul, 2004)

(k) Tidal height : 288cm, flow(23 Jun, 2003) (l) Tidal height : 544cm, flow(21 Sep, 2004)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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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idal height : 648cm, flow(6 May, 2003) (n) Tidal height : 730cm, flow(17 Jul, 2003)

(o) Tidal height : 775cm, flow(14 Aug, 2004)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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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1. Example of evaporation time calculation: (a) Evaporation time by waterline, (b) TIN 

model of evaporation time and (c) Evaporation time grid(10m×10m, image of 11 Ju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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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dal height : 842cm, ebb(3 Sep, 2003) (b) Tidal height : 820cm, ebb(15 Oct, 2004)

(c) Tidal height : 576cm, ebb(30 May, 2003) (d) Tidal height : 546cm, ebb(18 Feb, 2004)

Fig. 12. Evaporation time grid(10m×10m, 15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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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idal height : 461cm, ebb(28 Aug, 2004) (f) Tidal height : 406cm, ebb(10 Aug, 2003)

(g) Tidal height : 392cm, ebb(3 Jul, 2001) (h) Tidal height : 273cm, ebb(8 Nov, 2004)

Fig.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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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idal height : 266cm, ebb(21 Oct, 2003) (j) Tidal height : 263cm, flow(11 Jul, 2004)

(k) Tidal height : 288cm, flow(23 Jun, 2003) (l) Tidal height : 544cm, flow(21 Sep, 2004)

Fig.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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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idal height : 648cm, flow(6 May, 2003) (n) Tidal height : 730cm, flow(17 Jul, 2003)

(o) Tidal height : 775cm, flow(14 Aug, 2004)

Fig.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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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조간대의 갯벌은 상부조간대, 중간조간대, 하부조간대의 퇴적상의 조성이 달라 토양

의 종류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ig. 4A에서와 같이 상부조

간대의 비교적 단일종류로 퇴적된 지역에 대해 영역을 설정하여 SAR 영상과 노출시

간, 증발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영역으로 추출하였다(인공적인 구조물인 도로와 

돌무지지역 그리고 갯벌의 식생지역 제외).

  이렇게 균질한 영역으로 추출된 15개의 SAR 영상과 노출시간, 증발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영상을 1개의 모자이크 영상으로 처리하였으며 영상의 밴드 1을 

후방산란계수, 밴드 2를 노출시간, 밴드 3을 증발시간으로 하고, 이를 아스키 파일로 추

출하여 노출시간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의 변화와 증발시간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의 변화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노출시간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는 Fig. 14와 같이 노출 시간에 따라 매우 복

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SAR 영상 촬영일의 날씨, 계절에 의한 증발량을 

무시하였고 노출시간에 따른 유기적인 변화 양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이 증발시간에 따른 후방산란계수 변화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양수분함량이 작아지면 유전율의 감소로 인하여 마이크로파의 후반산

란이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Ulaby et al., 1986). 그러나 분석 결과, 증발시간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의 변화가 단조로운 감소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4).

  대신, 증발시간 초기에는 후방산란이 증가(AB)하였다가 감소(BC)하고, 다시 증가

(CD)하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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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adar backscattering coefficient with exposure time of 

mudflat.

Fig. 14. Radar backscattering coefficient with evaporation time of 

mud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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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란계 실험

1. 안정성 평가

  다편광 산란계에서 측정되는 마이크로파의 크기와 위상은 매우 정밀한 값으로 장기

간의 측정시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료의 정밀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

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Calibration kit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

으나, 장기간의 측정시 시스템의 부하에 의한 다편광 산란계 신호의 미세한 변화양상을 

볼 필요가 있었다.

  다편광 산란계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구조적, 전기적 변화가 없는 대상체인 한 변

의 길이가 50cm인 삼면코너리플렉터(trihedral corner reflector)를 사용하였고 무인자동

화 시스템으로 사람의 출입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 하였다. 안테나의 입사각은 45°로 하

였으며 안테나의 높이는 2m로 하였다. HH, HV, VH, VV 편광의 크기와 위상의 변화

를 30분 간격으로 10일간 측정하였다.

  Fig. 15는 10일간 측정된 HH 편광에서의 크기와 위상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먼저 

신호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이 최

대 신호크기의 0.1unit 중에서 0.005unit 이하로서 약 5% 미만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측정 기간 중 온도와 습도의 미세한 변화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또한 바람에 의한 코너리플렉터의 위치 및 각도의 미세한 변

화, 안테나와 네트워크분석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위치 변화, 안테나의 미세한 위치변

화 등의 마이크로파의 신호에 큰 오차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위상의 변화양상에서는 실험 시작 후 6일 동안에는 약 1°의 위상 감소가 나타났다. 

  인 경우 파장   인 시스템에서    정도로 기기의 오차 정도로

서 매우 안정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일 이후인 1월 29일 이후에는 감소의 

폭이 심화되어 실험 종료 시기인 1월 31일 오전까지 약 6°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실험실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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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mplitude

(b) Phase

Fig. 15. Stability test of Polscat: (a) Variation of HH amplitude, (b) Variation of HH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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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실험결과

  위에서 살펴본 Radarsat-1 SAR 영상의 증발시간에 따른 후방산란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와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이용한 다편광 산란계를 구성하여 

실내 갯벌건조실험을 하였다(Fig. 16, 17). 

  연구지역의 상부조간대인 Fig. 4B 지역에서 채취한 1톤가량의 갯벌 샘플을 가로 2m, 

세로 2m, 높이 0.2m인 스티로폼 틀에 넣었다. 스티로폼은 그 내부에 공기층을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웨이브의 반사가 적어 갯벌건조실험에서 타 재질에 비해 틀에 의한 주변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안테나의 입사각은 Radarsat-1의 S5 모드와 유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45°로 하

였으며, 안테나의 높이는 실내임을 감안하여 2m로 하였다. 샘플링수(sampling number)

는 201로 하였다.

 갯벌건조실험은 2005년 12월 6일에서 2006년 1월 20일까지 44일간 실시하였다. 갯벌 

건조시 실내 온도는 약 20°C, 습도는 약 30%를 유지하였으며 10분 간격으로 HH, HV, 

VH, VV의 진폭과 위상을 측정하였고, 1시간 간격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측정과정

은 무인자동화로 이루어져 인위적인 출입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 하였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갯벌이 노출되기 직전의 갯벌을 모사하기 위해 샘플에 물을 채

웠다. 실험시작 직후 샘플 채취 시 숨어있던 갯지렁이, 칠게 등이 나와 돌아다니면서 

자연적인 갯벌의 표면에 가깝게 되었다.

  Fig. 18은 실내 실험의 갯벌 건조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스티로폼 틀의 균열로 인하여 물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썰물에 의해 갯벌표면의 

물이 배수되는 자연현상을 모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Fig. 18a). 물이 배수된 후 개

벌표면에는 웅덩이에 의해 배수가 안 된 물이 부분적으로 고여 있었다(Fig. 18b). 증발

에 의해 갯벌샘플이 건조되면서 부피가 감소하여 수직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수직 침하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체적 수축에 의해 수평적인 수축이 발생하기 시작하

였다. 이와 동시에 갯벌의 건조가 심화 되면서 샘플의 후면부에서부터 건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갯벌 샘플의 후면부에서 건열이 시작되었고(Fig. 18c'),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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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의 중심부분으로 건열이 확대되었다(Fig. 18c). 이후 건열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

고 구조적으로 안정화 되었으며(Fig. 18d), 지속적인 건조가 이루어지면서 소금기가 올

라오기 시작 하였고(Fig. 18e) 갯벌 샘플의 침하 또한 안정화 되었다. 실험 기간을 단

축하고자 실험 실험시작 30일 후(06년 1월 5일) 온풍기와 선풍기를 가동하여 실내 온

도를 약 28℃, 습도 약 20%로 유지하여 건조를 가속화하였다. 표면에 소금기가 전체적

으로 올라 왔으나 구조적인 큰 변화는 없었다.

  토양의 수분 측정을 위해 TDR 방식의 토양수분측정기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염분에 

의해 함수율이 99%에 육박하는 측정결과를 나타내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토양의 수

분은 필요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초기질량을 측정하고 오븐에 넣어 건조시킨 후 건

조 질량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중량법을 이용한 방식으로 하였다.

토양수분함량 = (초기질량/건조질량-1)×100% (26)

  수분이 포화된 초기의 토양수분함량은 약 60%, 실험이 시작된 지 2주후 온풍기 가동 

직전은 15%, 온풍기 가동 후 완전 건조 시에는 5%까지 낮아진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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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chematic diagram of laboratory experiment on drying mud 

using a polarimetric scatterometer (Polscat).

 

Fig. 17. Picture of laboratory experiment on drying mud using a 

polarimetric scatterometer(Pol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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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c)

(d) (e)

Fig. 18. Photos of the laboratory experiment on drying mud pictured at antenna position: (a) 

initial flood state, (b) after drainage, (c') crack development at far range (21ns), (c) cracks 

at mid range (19ns), (d) fully developed cracks; (e) continuous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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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편광 산란계로 측정한 자료 중 이 논문에서는 Radarsat-1 SAR 영상에서의 후방산

란계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HH 편광의 후방산란계수 자료만을 변화분석에 사용하였다.

  Fig. 19는 안테나와 갯벌샘플간의 거리에 따른 후방산란 변화로서 15ns～25ns에 걸

쳐 후방산란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험초기에 신호의 크기가 커서 샘플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지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이동하여 19ns에서 신호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실험 초기에 갯벌 샘플의 중심부에서는 고인 물의 특성상 신호의 크기가 매우 

약하고 샘플 주변부에서 수분이 많이 존재하여 후방산란계수가 매우 큰 값을 보이는 

것이다. 그 후 주변부 수분이 빠르게 건조하고 갯벌에 배수와 증발이 일어나면서 19ns

로 신호의 중심이 이동하여 갯벌의 후방 산란 값을 대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심이 미미하게 이동하는데 이것은 갯벌의 건조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르

게 나타나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수치도 미약하여 19ns를 갯벌의 중심

으로 갯벌의 후방 산란 값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ns를 중심으로 

갯벌의 건조 과정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의 변화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갯벌이 건조해짐에 따라 후방산란계수는 단순한 증가나 감소를 보이지 않고 

유전율과 표면 거칠기의 변화에 따라 Fig. 20과 같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갯벌 중앙부인 19ns의 후방 산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실험 초기에는 갯벌이 물로 

가득 차 있어 전반사를 일으켜 후방산란계수가 아주 낮았다(Fig. 18a, Fig. 20A). 그 후 

물이 빠지자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후방산란이 증가하였다(Fig. 18b, Fig. 20B). 표면

에 고여 있던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후 건조가 시작되면서는 갯벌의 유전율 감소로 후

방산란 또한 감소하였다(Fig. 18b-c, Fig. 20B-C). 시간이 지나 갯벌 샘플이 충분히 건

조되면서 건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Fig. 18c, Fig. 20C). 건열로 인한 표면 거칠기가 

계속 증가하면서 후방산란도 증가하였다(Fig. 18c-d, Fig. 20C-D). 건열이 충분히 발달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후(Fig. 18d, Fig. 20D)에는 건조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유

전율이 감소하여 후방산란도 감소하였다(Fig. 18d-e, Fig. 20D-E). 

  실험 후반부에 건조를 증대시키고자 온풍기와 선풍기를 가동하여 실내 온도 28°C, 

습도 20%로 유지시키자 후방산란계수의 감소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 18e, 

Fig. 20E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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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썰물시 갯벌의 후방산란계수는 초기 배수에 따라 증가(AB), 증발에 따른 

감소(BC), 건열발생에 따른 증가(CD), 그리고 지속적 증발에 따른 감소(DE)의 M형 변

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Fig. 20A의 A-B 중간에 후방산란계수가 잠시 감소하였다. 이것은 갯벌 샘플 

전면부의 바닥과 스티로폼에 있던 수분이 증발한 영향으로서, 자연 상태에서는 볼 수 

없는 실내실험의 경계효과이다. 이는 샘플의 전반부인 17ns에서 후방산란이 특히 급격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열이 샘플 후면부에서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1ns에서 후방산란 증가가 19ns 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Fig. 18c', Fig. 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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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Backscattering coefficient with range(2-way travel time) of 

laboratory experiment.

Fig. 20. Varia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of laboratory 

experiment on drying mud by PolScat(M-shape, increase - decrease 

- increase -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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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험결과

  자연 상태의 갯벌에 대하여 건조시 후방산란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현장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지역은 Fig. 4C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조간대 갯벌로 하였다.

  제부도는 인근 삽교리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조간대의 최상부로 만조

시 해수에 의해 잠겨 있다가 간조시 노출된다. 마이크로파 산란계의 설치를 조간대 갯

벌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옆 송전탑의 기반위에 설치하여 조석에 의한 노출시간을 최대

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갯벌의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삽교리와 백미리 조간대의 

경우 어부들의 진입 도로가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중간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어 갯벌

의 노출시간을 최대화 할 수 없고, 산란계 설치상의 어려움이 따라 현장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장 실험시 조석에 의한 해수의 노출을 최대화 하고 낮 동안의 증발을 관찰하기 위

하여, 오전부터 저녁까지 제부도 통행이 가능한 날을 택하였으며 통상 8시간 통행이 가

능하였다. 또한 증발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날씨와 온도를 고려하였다. Table 5에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다편광 산란계의 안테나 입사각(look angle)은 40°, 50°, 45°로 하였고, 안테나의 높이

는 4m(스탠드: 3m, 기반: 1m)로 하였다. HH, HV, VH, VV 편광의 마이크로웨이브의 

크기와 위상을 1분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갯벌표면의 변화 관찰을 위해 사진 촬영 또한 

1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은 무인 자동화로 하였다(Fig. 21). 썰물시 낮 동안

의 증발에 의한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측정은 썰물 직후에서 밀물 직전

까지 약 7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Date(yyyymmdd) Measure Time(hh:mm) Look angle(°) Antenna height(m)

20060510 11:05～17:15 40 4

20060830 10:45～17:40 50 4

20060913 10:55～17:30 45 4

Table 5. Dates of field experiment by Pol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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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icture of field experiment on natural mudflat by Pol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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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편광 산란계를 이용한 자연갯벌 현장갯벌 실험에서 측정 장소는 칠게의 서식지여

서 측정 시간 내내 활동을 하여 마이크로파의 측정시 안정된 자료를 얻기 어려웠다. 이

는 칠게의 이동과 파놓은 굴에 의한 생물체 교란으로 협소한 지역에서의 다편광 산란

계 해상도에 의한 문제로 자료해석에 어려움이 따랐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 갯벌의 10ns～60ns의 range 범위 중 34ns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후방산란계수 범위를 보이고 있어 34ns가 갯벌의 대표 값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

다(Fig. 22).

  HH편광의 34ns를 중심으로 갯벌의 시간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를 보면 초기 

측정시 해수가 배수된 직후로 갯벌 표면에 해수가 잔잔히 도포되어있어 후방산란계수

가 낮게 나타 낮다(Fig. 23A, 24a). 이후 표면에 도포되어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갯벌 

표면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후방산란계수가 높아졌다(Fig. 23B, 24b). 시간이 흐른 뒤 

수분이 증발되면서 갯벌이 건조되기 시작하면서 후방산란계수가 다시 낮아졌다(Fig. 

23C, 24c). 이는 실내실험 결과에 의해 갯벌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변

화에 의해 후방산란계수가 다시 높아졌다가 지속적인 증발에 의한 갯벌의 건조로 인하

여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진관측 결과에서는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으나 후방산란계수가 다시 증가하였다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Fig. 

23C-E, 24C-E). 첫 번째 실험시 날씨는 좋았으나 증발에 의한 건조가 진행되어 건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변지역에서는 미세한 건열이 일부 관측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실험결과, 안테나의 입사각을 50°로 조절하여 갯벌의 중심이 far range인 

45ns에서 후방산란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g. 25). 후방산란계수 

또한 평균 0.0012U에서 0.0005U로 감소하여 안테나에서 대상체가 멀어질 수 록 후방산

란이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Fig. 26).

  HH편광의 45ns에서는 후방산란계수가 초기에 낮았다가(A) 높아지고(B) 다시 낮아진 

후(C) 높아지는(D)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선 첫 번째 실험에서와 같이 초기 썰물

시 물로 덮여 있던 갯벌이 고여 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구조적인 노출에 의해 후방산란

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수분의 증발에 의해 유전상수가 감소하여 후방산란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실험에서도 지속적인 증발에 의한 건열은 관측하기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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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후방산란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27).

  세 번째 실험에서 안테나의 입사각의 45°로 하여 갯벌을 대표할 만한 중심은 35.5ns

에서 나타났다(Fig. 28). 이 실험도 앞선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배수에 의한 후방산란의 

증가(Fig. 29A-B, 30A-B) 증발에 따른 후방산란의 감소(Fig. 29B-C, 30B-C), 구조적

인 변화에 의한 후방산란의 증가(Fig. 29C-D, Fig. 30C-D)를 보이고 있으며 후방산란

의 감소(Fig. 29D-E, Fig. 30D-E)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갯벌에서의 다편광 산란계를 이용한 현장 실험결과 후방산란계

수는 초기 배수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가 증발에 의해 감소하고 미약한 건열의 발생 또

는 생물체의 교란에 의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날씨 관계상 건열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서 실내실험에서 보여 주었던 건열 후 지속적 건조 양상은 관찰할 수 없

었다. 또한 생물체 교란에 의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 현장 실험에서는, 실내 

실험을 통하여 갯벌의 건조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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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Backscattering coefficient with range(2-way travel time) of 

natural mudflat(look angle: 40°).

Fig. 23. Varia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on natural mudflat by 

PolScat(10 Ma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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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24. Photos of the field experiment on drying mud pictured at antenna position: (a) 

11:07, (b) 12:20, (c) 13:35, (d) 15:45 and (e) 17:10(10 Ma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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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Backscattering coefficient with range(2-way travel time) of 

natural mudflat(look angle: 50°)

Fig. 26. Varia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on natural mudflat by 

PolScat.(30 Au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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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7. Photos of the field experiment on drying mud pictured at antenna position: (a) 

10:48, (b) 14:23, (c) 16:54 and (d) 17:37(30 Au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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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Backscattering coefficient with range(2-way travel time) of 

natural mudfla(look angle: 45°)

Fig. 29. Varia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on natural mudflat by 

PolScat(13 Se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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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30. Photos of the field experiment on drying mud pictured at antenna position: (a) 

11:00, (b) 12:52, (c) 14:20, (d) 16:00 and (e) 17:15(13 Se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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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조간대 갯벌에서의 마이크로파의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시기의 

15개 Radarsat-1 SAR 영상의 분석과 다편광 산란계를 이용한 갯벌 실내건조실험, 갯

벌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15개 Radarsat-1 SAR 영상을 후방산란계수(σ°)로 변환하였고, 해안선과 조위를 이용

한 DEM 구축으로 조간대 갯벌의 노출시간, 증발량을 이용한 증발시간을 산출할 수 있

었다. 노출시간과 증발시간을 조간대 갯벌의 수분함량 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

출시간에 따른 후방산란계수는 노출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 없이 매우 복잡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출시간은 증발량을 무시한 결과로 노출 시간에 따른 유기적

인 변화 양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증발량을 이용한 증발시간을 이용하여 후방산

란계수를 분석한 결과, 후방산란계수가 증발시간에 따라 단순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

며, 증가-감소-증가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SAR 영상의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다편광 산란계를 구성하였다. 장기 관측시 다편광 산란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코너리플렉터를 이용하여 9일간 시험한 결과, 마이크로파 신호의 크기는 5%미

만의 상승을 보이며, 위상은 1°의 오차범위 정도의 위상차를 보여 기기상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다편광 산란계를 이용한 실내실험은 직접 채취한 갯벌에 대하여 6주간 실시하였다. 

실험 초기에는 갯벌이 물로 가득 차 있어 후방산란계수가 낮았고 이후 배수에 의해 갯

벌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면서 후방산란계수가 증가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에 

의해 갯벌이 건조되면서 유전상수가 감소하여 후방산란계수 또한 감소하였다. 이후 건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후방산란계수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발에 의해 갯벌의 유전상수 감소로 후방산란계수 또한 감소하였다.

  자연 상태의 갯벌 현장 실험에의 후방산란계수의 변화 분석에는 앞선 실내실험이 해

석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해수에 의해 덮여 있던 갯벌은 썰물에 의해 배수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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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구조의 노출이 발생하게 되고(후방산란 증가), 이후 증발에 의해 갯벌의 건조가 발

생하게 되며(감소) 지속적인 증발 및 생물체 교란에 의해 구조적인 변화(증가)를 보여 

갯벌이 노출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후방산란계수의 증가-감소-증가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조간대 개벌의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는 단순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갯벌의 배수, 증발, 건열, 건조에 따르는 M자 형태(증가-감소-증가-감소)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단, SAR 영상 분석 결과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초기의 증가-감소-증가 형태

만이 관측되었으며, 현장 실험에서도 초기의 증가-감소-증가의 형태만이 관측되었다. 

이는 앞으로 보다 많은 SAR 위성자료의 축적과 노출시간이 긴 조간대에서 고온 건조

한 날의 실험을 통해 온전한 M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해 자연적인 조간대갯벌에서의 SAR 영상 해석 시 조석 주기와 날씨에 

따른 노출과 증발, 건열 및 생물체 교란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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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variation of radar backscattering coefficient of 

natural mudflat, when it is above the sea level and subject to structural change 

and evaporation by using a set of Radarsat-1 SAR images, tidal height record, 

evaporation record and polarimetric scatterometer experiments on drying mud.

  The 15 Radarsat-1 SAR data, obtained one in 2001 and the others from 2003 to 

2004 were all in S5 ascending mode taken at around 18:30pm local time which is 

an ideal time for evaluating daytime evaporation effect considering 12.42-hour tidal 

cycle. The exposure time of mudflat is calculated by combining the tidal height 

record and a DEM of mudflat constructed by the waterline extraction method,  

defined the 'evaporation time' by multiplying the exposure time with the normalized 

evaporation index, which are compared with SAR backscattering coefficient.

  The result was not a monotonic decrease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which the 

evaporation time but a complex variation of M shaped (increase-decrease-increase- 

decrease) sequence due to structural and moisture  change of mud. In the first few 

hours of exposure, the remnant water pools act as specular reflectors 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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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ness of the surface and the backscattering was very low. As the water pool 

dries out the backscattering increases due to roughness increase. After the water 

pools have vanished, the backscatteing decreases as evaporation goes on due to the 

decreasing dielectric constant. Another backscattering jump follows when the mud 

cracks being to appear until they fully develop. After that the tidal mudflat is 

structurally stabilized and the backscatteing decreases monotonously. This variation 

was confirmed by Radarsat-1 SA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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