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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갯벌과 암석에 대한 다양한 환경인자에 따른 분광반사도(spectral reflectance) 변화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모래갯벌, 펄갯벌 및 화강암 시료에 대한 센서각, 입도, 수분함량
및 성분비에 따른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펄갯벌은 서해안 구봉도 인근에서 채취하였고, 모
래갯벌은 성분 및 종류에 따른 반사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몽산포 해안에서 바다 방향
으로 100 m간격으로 6개의 샘플을 채취하고, 동해안 양양의 모래갯벌 시료도 채취하였다.
펄갯벌과 모래갯벌의 반사도 값을 비교하였을 때 반사도 패턴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지만,
펄갯벌의 경우 단파장에서 장파장 대역으로 갈수록 반사도 변화폭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반사도 값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입도(grain size)에 따른 반사도 값의 변화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반사도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수분함량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는 수분함량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반사도 값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광반사
계 센서의 각도에 따른 반사도 변화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반사도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성분에 따른 반사도 차이를 위해 규암(quartzite)과 화강암 분말가루의 함량별
반사도를 분석결과 반사도의 패턴 및 반사도의 값이 규암보다는 화강암의 영향이 지배적
인 양상을 보였다.
1. 서론

2009). 2000년에 발사된 NASA EO-1 인공위

암석, 물, 식생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은 파

성의 초다분광 센서인 hyperion 센서를 이용

장별 고유한 분광반사도 특징을 가지고 있

하여 획득한 영상의 픽셀값은 분광복사계

다. 최근 다중분광(multispectral) 센서와 초다

(spectroradio meter)를 이용한 시료의 실내

분광(hyperspectral) 센서의 개발 및 기술 발

실험값과 비슷한 분석이 가능하다(현창욱과

전으로 인해 넓은 파장대역에서의 분광반사

박형동, 2013). 또한 hyperion 영상은 넓은

도 측정이 가능해지고 있다(현창욱과 박형동,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hyp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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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대기보정의 필요성 및 노이즈밴드
(noise band) 제거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EO-1 hyperion 영상을 이용한 광물맵핑과
토양입자의 크기와 깊이, 수분함량에 따른
분광반사특성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Joseph W. et al., 2003; 정원교 외 2000).
이 논문에서 사용한 분광복사계는 hyperion
센서에 비해 고해상도이며 대기의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으며, 타겟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기존의 연구에 여러 환경 인자를 추가시

Figure 1. According to the angle of the
spectroradiometer sensor of granite.

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분광복사계
를 이용하여 모래갯벌, 펄갯벌 및 화강암 시
료의 입도(grain size), 수분함량, 성분비 및
센서각에 대한 분광반사도를 측정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시료채취 및 실험준비
니질(mud)이 많은 펄갯벌은 서해안 구봉도
인근에서 채취하였고, 모래갯벌은 성분 및
종류에 따른 분광반사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

Figure

2.

Spectral

reflectance

of

the

해 몽산포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100 m간

Mongsanpo sand flat, West Coast mud flat

격으로 6개의 샘플을 채취하였으며, 동해안

and East Coast sand flat.

양양의 모래갯벌 시료도 채취하였다. 화강암

센서와 시료사이의 거리 및 온도를 일정하게

은 성분 분석이 되어 있는 화천 일대의 화강

유지시켜 주었으며 외부와의 빛이 차단된 암

암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입도 및 성

실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비 분석을 위해 체를 사용하여 입도 분류
를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1은 분광복사계 센서와 화강암 시료의

2.2 연구 방법

측정각도에 대한 분광반사도 값의 결과이다.

사용한 분광복사계는 SVC사의 GER3700모

가로축은 파장(wavelength)을 나타내며, 세로

델이며 측정 가능한 파장대역은 350 nm ~

축은 시료의 분광반사도를 나타낸다. 각도가

2500 nm이며, 642개의 밴드가 존재한다.

50˚에서 10˚로 감소할수록 전체적인 분광반

밴드 간격은 1.5 nm ~ 9.5 nm으로 중적외

사도 값이 증가한다. 시료의 측정면과 분광

선(Mid-infrared) 파장 대역으로 갈수록 밴드

복사계 센서와의 각이 90˚일 경우 충분한 에

간격(resolution)이 증가한다.

너지를 감지할 수 있어 반사도 값이 증가하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
한 실내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광복사계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해의 니질(mud)이 많은 펄갯벌 및 몽산

반사도 값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몽산포 해안에서 채취한 6개의 시료에 대한
각각의 체 분석 결과 해안가에서 바다로 갈
수록 세립질 모래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3(a)는 채취한 6개의 샘플에 대한 반사
도 값을 나타낸다. S1으로 표시한 지점이 해
안선에서 가까운 부분이며 S6으로 표시한 지
점은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이다.
S1, S3, S6 시료의 XRD(X-Ray Diffraction)분
석을 통한 대략적인 성분분석 결과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6개의 시
료를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S1지점에서 S6
지점으로 갈수록, 즉 해안가에서 바닷가로
갈수록 샘플의 색상이 어둡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사도 값을 비교해본결과 가
시광선 파장대역 구간에서 반사도 값의 감소
를 보였다. 하지만 중적외선 파장대역 구간
에서는 어떠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각각 샘플의 성분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
며, 모달 분석(modal compositions)분석을
통해 정량 및 정성분석을 수행할 경우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반사도 값들의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체를 사용하여 화강암 시료의 입도 분석을
위해 8분류의 크기로 나눈 후 반사도를 측정
Figure 3. Spectral reflectance of the three

하였다(Fig. 3(b)). 입도가 감소할수록 전체적

materials. six areas of the Mongsanpo sand

인 반사도 값은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파

flat (a), grain size of the granite (b),

장대역에서 전체적인 반사도 패턴은 일정하

moisture of the granite (c)

지만 물의 강한 흡수 파장대역인 1400 nm부

포 해안의 모래갯벌과 동해안의 모래갯벌에
대한 반사도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몽산
포 해안의 모래갯벌과 동해안의 모래갯벌은
밝기 및 색상이 비슷하였으며 반사도 값 또
한 비슷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서해안
펄갯벌의 경우 단파장에서 장파장 대역으로
갈수록 반사도 변화폭이 감소하고 모래갯벌
에 비해 유색광물이 많아 어둡게 보이므로

근과 1900 nm부근의 파장대역에서의 반사도
값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Roger N. Clark, 1999). 입도가 감소할수
록 1400 nm, 1900 nm부근 파장대역에서의
흡광 깊이는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료
의 입도가 감소할수록 시료내부에 존재하는
공극의 부피가 줄어듬과 동시에 공극내에 존
재하였던 물이 쉽게 증발하게 되므로 물 흡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다

양한 환경인자(입도, 수분함량, 성분비 및 센
서각)에 대해 갯벌 및 화강암의 분광반사도
를 측정하였다. 입도, 수분함량 그리고 분광
복사계 센서 각도에 의한 분석은 반사도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지만, 성분에 의한
반사도의 차이는 분광복사계의 측정만으로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성분 파악에는 어려움이
Figure 4. Mixture of the quartzite and

있다.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위한 모달분석

granite.

(modal compositions)의 뒷 바탕의 자료로써

수밴드의 입도별 서로 다른 반사도 값이 나

의 분광복사계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

타난다고 판단된다.

된다.

수분함량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는 입도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와 같이 확연한 반사도
차이를 볼 수 있다. Fig. 3(c)는 화강암 분말
시료에 대한 수분함량별 반사도 값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반사도 값은 감소함을 나타낸다.
특히 물의 강한 흡수 파장대역인 1400 nm부
근과 1900 nm부근의 파장대역에서의 반사도
값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4는 성분비(mixture)분석을 위해 화강
암 분말가루와 규암(quartzite)분말 가루를 다
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측정한 분광반사도의
결과이다. 규암시료와 화강암 시료의 반사도
를 비교했을 때 규암시료의 반사도가 화강암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1 비율과 linear mixture를 비교했
을 때 1500 nm ~ 1800 nm파장대역을 제외
한 나머지 파장대역에서 비슷한 분광반사도
값을 나타낸다(Roger N. Clark, 1999). 화강
암시료와 규암시료의 첨가 비율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반사도 패턴 및 반사도 값은 화강
암시료의 반사도 값에 근접하게 나타난다.
이는 반사도 값은 규암에 비해 화강암의 성
분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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