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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에서는 Envisat, JERS-1 영상과 현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ridge-runnel
구조 및 연흔이 잘 발달해 있는 태안 몽산포 조간대를 분석하였다. Envisat ASAR 영상
을 분석한 결과, 공기 중에 노출된 조간대에서 밝고 어두운 띠가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
으로 3-5회 반복되는 ridge-runnel 구조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물 밖으로 노출 된 연흔
이 있는 곳은 밝게 보이며, 연흔이 없는 ridge 혹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연흔이 물속에
잠겨 있는 runnel은 어두운 띠로 나타났다. 반면에 JERS-1 SAR 영상에서는
ridge-runnel 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후방산란이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이 현상을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연흔의 파장과 SAR 영상의 마이크로파 파장과의 상관성에 의한
Bragg scattering 효과로 분석하였다. 연흔의 파장은 대부분 4.0-10.0 cm 범위 내에 분포
하였고, 이는 C-밴드를 사용하는 Envisat 영상에서 Bragg scattering을 유발하는 조건에
해당하지만, L-밴드인 JERS-1 영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ridge-runnel 구조가 잘 발달되고 연흔이 많은 사질해변의 관찰에 SAR 영상이 매우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서해안의 퇴적상 분류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조간대 갯벌은 조차와 지형구조, 갯벌
구성 입자에 따라 다양한 퇴적구조를 나
타낸다(해양수산부, 2005). 우리나라 서해
안의 갯벌들은 대부분이 대조차 지역이지
만 서로 다른 퇴적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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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지질, 퇴적, 및 물리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면적이 넓어 동시적 접근이 어
려운 조간대 연구에는 인공위성 영상이
많이 활용되어 왔다. 특히, 날씨나 태양고
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후방산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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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and examples of SAR images used in this study. (a) ENVISAT ASAR
image (2004/07/02, flow). (b) ENVISAT ASAR image (2004/08/06, ebb) (c) JERS-1 SAR
image (1996/06/20, ebb). (d) JERS-1 SAR image (1997/07/21, flow). Site 1, 2, and 3 are
the location of in-situ observation. Yellow lines in each image represent the waterline.

을 이용하여 광학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퇴적상 분석이 가능한 Synthetic
Aperture Radar(SAR) 영상의 활용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Van der Wal et al.,
2005). 현재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SAR 영
상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조간대의
퇴적구조 및 산란특성 분석, DEM 추출
기술개발이 수행되었다(Van der Wal et
al., 2005; 류주형 외, 2000; 박정원 외,
2009). 하지만, 조간대의 지형구조 중 하나
인 ridge-runnel과 혼성갯벌의 특징인 연
흔(ripple mark)을 SAR 영상을 이용해 분
석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Ridge-runnel 구조는 작은 진폭과 완만
한 기울기를 가지는 모래 해변 및 조간대
에서 해안선에 평행하게 발달하는 퇴적구
조를 의미한다(Antony and Amalie, 1988;
King and Williams, 1949). 만조가 진행되
는 동안 조수에 의해 이동된 퇴적물이 쌓
여 주변부보다 고도가 높은 swash bar가
형성되는데 이를 ridge라 한다. 그리고
ridge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swash bar의
퇴적물들은 물의 순환에 의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주변부로 침전된다. 이 부분
을 runnel이라 한다. 간조시기에 배수는
ridge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runnel에서는

Table 1. SAR images and tide information used in this study.
Aquisition
Satellite

Date

Polarization

Orbit

VV

D

HH

D

(yyyymmdd)

ENVISAT
JERS-1

20040702
20070806
19960620
19970721

상대적으로 느리다. (Moore et al., 1984;
Owens and Frobel, 1977). 이러한
ridge-runnel은 조간대로 이동되는 입자의
크기와 유속에 따라 그 구조가 변화할 수
있으며, 연흔의 잔존에도 영향을 준다
(Vincent et al., 1990; Singh Chauhan,
2000; Willians et al., 2008; Carling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SAR 영상에서 매우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몽산포 조간대의 연흔
과 ridge-runnel 구조를 관찰하였으며, 현
장 조사 자료와 함께 조간대의 퇴적구조
에 따른 레이더 후방산란 메커니즘을 해
석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자료처리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포
는 평균조차가 468 cm로

조간대(Fig. 1)
대조차 지역에
해당하며, 지형적으로는 연안사주가 없고
외해로 열린 상태인 개방형의 특징을 가
진다(해양수산부, 2005). 모래와 실트가 우
세한 사질 해빈으로서, 폭이 최장 500 m,
해안선 길이가 6 km에 달한다(오재경, 금
병철, 2003).
몽산포 조간대를 관찰하기 위하여 2004
년에 획득된 2개의 Envisat ASAR 영상과
1996년, 1997년에 획득된 JERS-1 SAR
영상 2개를 사용하였다(Table 1). Envisat
영상(Fig. 1a, 1b)과 JERS-1 영상(Fig. 1c,
1d)은 모두 간조시기에 획득되었다. 모든
SAR 영상은 multi-look 작업을 수행하고

Incidence angle

Local time

Tidal Height

(degree)

(hh:mm)

(cm)

22.84
22.83
38.80
39.01

10:46
10:46
11:20
11:19

171
380
232
101

Tidal

flow
ebb
ebb
flow

후방산란계수를 추출한 후, 기하보정을 통
해 20 m 해상도로 재배열하였다.
각각의 SAR 영상에서는 몽산포 조간대
와 가장 가까운 안흥 관측소의 조위자료
와 연안정보도의 등수심선을 이용하여 대
략적인 조간대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였다. Fig. 1의 각 영상에
서 노란색 실선은 SAR 영상이 촬영된 당
시의 waterline이다.
Fig. 1(a)에 나타낸 3개의 적색 점선은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위치(site 1, 2, 3)를
나타낸다. 현장조사는 2007년과 2009년 사
이에 총 5회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ridge-runnel 구조를 확인하였고, 연흔의
유무, 파장, 파고와 지표 잔존수 및 토양
의 수분함량 정도를 파악하였다. 조간대
연흔의 파장과 파고 측정은 총 2회의 현
장조사에서 이루어졌다.

3. 자료 해석
Fig.

1(a), (b)의 Envisat 영상에서 밝고
어두운 띠 패턴이 조간대 전체에 걸쳐 나
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펄 갯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ridge-runnel 구조가 잘 발달된 사질해변
에서 연흔에 의한 산란 때문으로 판단하
였다. 반면에 JERS-1 영상(Fig. 1c, 1d)에
서는 간조 시기임에도 이 패턴이 나타나
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는 몽산포 조간대의 간조시기에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서, ridge-runnel

(a)

(b)

(c)

(d)

Fig. 2. Ripples and ridge-runnel structure in Mongsanpo intertidal flat. (a) Runnel in the
center of the image with ripples and ridges with no ripple on both sides (2007/08/23). (b)
Symmetric ripple after drainage (2007/08/23). (c) Ridge with no ripple (2009/12/16). (d)
Ripples under water (2009/04/24).

구조가 드러난다. Fig. 2(a)의 가운데 부분
에서 연흔 위에 지표잔존수가 약간 남아
있는 runnel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양
옆으로 배수가 모두 이루어지고 연흔이
없는 매끄러운 ridge를 볼 수 있다. 연흔
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 생성된 후 간조시
기에 물 밖으로 노출된다(Fig. 2b). 이 경
우 Bragg scattering에 의해 강한 후방산
란을 일으킨다. Fig. 2(c)와 같이 ridge에
서는 연흔이 세파대(swash zone)와 빠른
유속에 의해 지워진 흔적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후방산란은 약하게 나타난다.
Fig. 2(d)와 같이 runnel에서는 대부분 연
흔이 보존되나, 배수 초기에 연흔이 물 밖
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후방산란은 매우
작아진다. 이러한 지역은 waterline 근처
에서도 자주 발견되었으며, 노출시간이 짧

은 runnel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와 같이 ridge-runnel 구조에서는 연
흔의 유무뿐만 아니라 조석의 사이클에
의한 배수의 여부도 레이더의 산란 특성
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주된 산란의
원인이 조간대에 노출된 연흔임을 알 수
있었다. 연흔에 의한 후방산란은 단순한
표면 거칠기와 유전상수로는 설명하기에
는 매우 강한 것으로서, 레이더의 파장과
입사각 및 연흔의 파장에 따라 보강간섭
의 조건이 달라지는 아래의 Bragg
scattering에 의한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Bragg scattering은 주로 해파에서
Capillary wave에 의한 강한 후방산란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조건식은 다음과 같
다(Long, 2001).

였으나, 대부분 4.0-10.0 cm 범위 내에 분
포하였다. 이는 C-밴드인 Envisat 영상에
서 Bragg scattering을 유발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반면에 JERS-1 영상(Fig. 1c,
1d)에서는 간조 시기의 영상임에도
ridge-runnel 구조가 관찰되지 않는데, 이
는 L-밴드의 긴 파장에 비해 연흔의 파장
이 짧아 거칠기나 Bragg scattering에 의
한 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n=2
일 때의 Bragg scattering이 일어날 연흔
파장의 조건은 Envisat은 14.4 cm,
JERS-1은 37.4 cm로서, 연구지역의 연흔
파장에서는 n=1인 경우에만 Bragg
scattering이 나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a)

4. 결론

(b)

Fig. 3. Histograms of ripple wavelength
measured on (a) 23 July 2007 and (b) 9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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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을 1로 가정하였을 때, C밴드를 사용하는 Envisat 영상에서는 연
흔의 파장이 약 7.2 cm일 경우 Bragg
scattering에 의한 후방산란이 발생하는
반면, L-밴드인 JERS-1은 약 18.7 cm 파
장의 연흔에서 발생한다. Fig. 3은 현장에
서 측정된 연흔의 파장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3(a)와 (b)는 각각
2007년 8월과 2008년 3월 현장조사 시 측
정된 모든 site에서의 연흔의 파장이다. 측
정 시기 별로 파장의 차이는 약간 존재하
식

본 연구에서는 C-밴드의 Envisat
ASAR 영상과 L-band의 JERS-1 SAR
영상을 이용하여 ridge-runnel 구조가 나
타나는 태안 몽산포 조간대의 연흔을 관
찰하고 산란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띠 패턴 중 강한 후방
산란은 배수가 잘 된 연흔에 의한 것이며,
약한 후방산란은 연흔이 지워진 ridge이거
나 배수가 불량한 runnel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흔에 의한 산란은
Bragg scattering에 의한 보강간섭 효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관찰된 연흔
의 파장을 분석한 결과 C-밴드인 Envisat
영상에서 강한 Bragg scattering이 나타나
며, L-밴드인 JERS-1 영상에서는 거칠기
나 Bragg scattering에 의한 산란이 측정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ridge-runnel 구조가
잘 발달되고 연흔이 많은 사질해변의 연
구를 위해 SAR 영상이 기타 광학영상에
비하여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이용
하여 서해안의 퇴적상을 분류하는데도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기와
파장 및 편파에서 촬영된 SAR 영상을 사
용하여 시기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TerraSAR-X 및
COSMO-SkyMed 영상을 이용하여 X-밴
드에서의 분석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용 SAR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여
다양한 파장, 편광, 조간대의 배수조건에
따른 후방산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
실용위성 5호 시스템종합개발사업의 지원
을 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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