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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Envisat ASAR, JERS-1 SAR 영상과 현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ridge-runnel 구조 및 연흔이 잘 발달해 있는 태안 몽산포 조간대를 분석하였다. Envisat
ASAR 영상에서는 밝고 어두운 띠가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3-5회 반복되어 관찰되었으
며, 이는 노출된 조간대에서 ridge-runnel 구조로 판단하였다. 배수가 이루어져 지표잔존수
가 없고 연흔이 발달해있는 runnel에서는 강한 후방산란을 보이고, 연흔이 없는 ridge나 배
수가 잘 되지 않아 연흔이 물속에 잠겨 있는 runnel에서는 산란이 거의 없다. 반면에
JERS-1 SAR 영상에서는 조간대 전체가 매우 약한 신호를 보였으며, ridge-runnel 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측정된 연흔의 파장은 대부분 4-10 cm 범위 내에 분포하
며, 이는 C-밴드인 Envisat ASAR 영상에서 Bragg 산란의 첫 번째 모드에 의한 강한 후방
산란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지만, L-밴드인 JERS-1 SAR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본 연구
에서는 SAR 영상을 이용하여 광학영상으로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 ridge-runnel 구조 및 연
흔이 발달된 조간대의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향후 조간대 퇴적상 연구에 SAR 영상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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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간대 갯벌은 조차와 지형구조, 갯벌 구성 입자에 따라 다양한 퇴적구조를 나타낸다. 우
리나라 서해안의 갯벌들은 대부분이 대조차의 특성을 갖지만 지역적으로 지형 및 퇴적물 입
자가 상이하여 지질학적, 물리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이러한 조간대 갯
벌의 연구에는 넓은 면적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가능한 인공위성 영상이 많이 활용되어 왔
다. 광학영상의 경우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조간대 표면의 모습을 잘 나타내며, 근적외선 및
중적외선 영역의 영상에서는 조간대에 서식하는 수생 식물과 표면의 수분함량에 관한 정보
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광학영상은 기후와 태양의 고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양질의 자료
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Synthetic Aperture Radar(SAR) 영상
은 날씨나 태양고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상 획득이 가능하며, 후방산란(backscattering)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학영상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퇴적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성
이 매우 크다(Van der Wal et al., 2005). 이러한 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후방산란은 지표
면의 거칠기와 유전율, 토양수분함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SAR 영상으
로부터 올바른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간대에 대한 현장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SAR 영상과 현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간대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
어 오고 있다. Van der Wal et al.(2005)은 ERS-1 SAR 영상을 이용하여 연흔(ripple mark)
이 형성되어 있는 조간대를 관찰하였고, SAR 영상에서 추출된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와 현장에서 측정된 연흔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여 퇴적상을 분석하였다. Park
et al.(2009)은 다편파 SAR 영상과 다양한 산란 모델을 이용하여 조간대 펄 갯벌에서의 지
표 산란 특성을 분석하였고, 조간대 연구를 위한 다편파 SAR 영상의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류주형 외(2000)는 다중시기 동안 다양한 조석의 상태가 관찰된 광학영상과 SAR 영상을 이
용하여 해안선을 추출하고 조간대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개발하여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박정원 외(2009)는 TerraSAR-X 자료를 이용하여 조간대 갯벌 관측의 적용 가
능성을 시험하였다. X-밴드 영상에서 연안의 레이더 반사도 특성 연구 및 waterline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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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를 평가하였으며, 추출된 waterline을 이용하여 조간대 DEM을 생성하였다. 또한 단
일편파 및 이중편파 자료를 이용하여 조간대에 서식하는 식물의 산란특성과 DEM 제작 연
구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는 SAR 영상과 현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히 퇴적상을 분석하
거나 DEM을 생성하여 조간대의 지형적인 변화를 관측하였으며, 지표 산란특성의 차이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SAR 영상으로부터 조간대의 지형구조 중 하나인 ridge-runnel
의 구조적 특성과 연흔의 물리적 성질을 분석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시기에 획득된 C-밴드의 Envisat ASAR 영상과 L-밴드의 JERS-1
SAR 영상을 이용하여 몽산포 조간대를 관찰하였다. C-밴드인 Envisat ASAR 영상에서 조
간대 표면에 밝고 어두운 띠의 패턴이 나타남을 관찰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조간대에서
ridge-runnel 구조와 연흔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SAR 영상에서 후방산란계수를 추
출하여 ridge-runnel 구조와 연흔에 의한 산란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배수에
따른 후방산란 특성도 분석하였다. 또한 레이더의 파장과 현장에서 측정된 연흔의 파장을
비교분석하여 조간대의 퇴적구조에 따른 레이더 산란특성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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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1. 연흔(ripple mark) 및 Ridge-Runnel 퇴적지형
1) 연흔(ripple mark)
대부분의 퇴적물은 강에서의 물의 흐름과 조수(tide)를 통해 운반되며, 퇴적물의 상호작용
에 따라 다양한 퇴적구조가 형성된다(박병권과 정대교, 1993). 이 때 물과 공기 중에 존재하
는 퇴적물은 뜬짐(suspended load) 또는 밑짐(bed load)으로 운반되며, 세립질 퇴적물은 부
유(suspension)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조립질 퇴적물은 바닥(bed)면을 따라 튀거나 구르면
서 밑짐의 형태로 운반된다.
조간대에서 연흔은 조수에 의해 생성된다. 해수가 파형의 형태로 전파될 때 해수와 그에
포함된 퇴적물 입자는 원형의 궤도를 따라 회전운동을 한다(Allen, 1979). 이 회전운동의 강
도는 해수면에서 가장 강하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약해져 바닥에서는 회전운동의 궤도가 납
작한 타원형의 모양으로 변형된다(Fig. 1). 이 때 바닥에서 회전운동의 최대 수평속도가 입
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물결모양의 대칭연흔이 만들어진다. 해면의 모양과 진행 속도에 따
라 파랑이 일정 방향으로 진행될 때에는 연흔의 모양은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동
일한 진폭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의 파동이 조합될 경
우에는 반대방향의 연흔이 형성된다. 따라서 연흔은 파랑의 운동과 흐름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대칭 연흔과 비대칭 연흔으로 구분될 수 있다(Tanner, 1967). 대체로 모래로 구성된
조간대에서는 대칭 연흔과 비대칭 연흔이 모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연흔은 조류의 운동 및 속도, 퇴적물의 입자크기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다
(Vincent, 1990). 입자크기가 0.18 mm이고 바닥에서 궤도의 최고 속도가 0.09 m/s를 초과했
을 때 연흔이 형성되며, 0.67 m/s 이상일 때 연흔이 지워진 평평한 바닥이 된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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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mponents into which ripple-forming
wave-generated currents can be divided, together with features of the
resulting ripples and ripple patterns(Allen, 1979).

Fig. 2. The type of ripples expected with various sediment grain sizes under the
action of wave-generated oscillatory currents(Vincen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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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dge-Runnel 퇴적지형
퇴적물들의 운반은 유체의 흐름과 유속, 입자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표면 위에 형성되는 퇴적층의 형태인 층형 구조(bed form)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연구
지역인 몽산포 조간대는 1.71-3.45  (0.1-0.6 mm)의 평균 입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
균 입도에서는 연흔, 사구, sand wave, upper flat bed가 차례로 나타나는 층형 구조 형태가
나타난다(박병권과 정대교, 1993). 현장조사를 통해 관찰된 연구지역은 물이 최대로 많이 빠
진 간조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모두 이루어진 곳과 아직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널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퇴적지형 중의 하나인 ridge-runnel로 판단하
였다.
Fig. 3의 ridge-runnel 퇴적지형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모래 해변 및 조간대에서 고도
가 높고 낮은 채널 형태의 구조가 해안선에 평행하게 발달하는 퇴적지형을 의미한다(King
and Williams, 1949; Orme and Orme, 1988). 일반적으로 연안사주(Longshore bar)와 비슷
하게 형성되지만, 연안사주는 물이 모두 빠진 간조시기에도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
지만 ridge-runnel 퇴적지형은 조간대에서 노출되어 드러나는 구조이다.
Fig. 4는 ridge-runnel 퇴적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만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수에
의해 이동된 퇴적물이 쌓여 주변부보다 고도가 높은 swash bar가 형성되는데 이를 ridge라
한다. 그리고 ridge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swash bar의 미세 퇴적물들은 물의 순환에 의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주변부로 침전된다. 이 부분을 runnel이라 한다. 간조시기에는
ridge에서 배수가 빠르게 일어나고 runnel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리다(Moore et al., 1984;
Owens and Frobel, 1977). 이러한 ridge-runnel은 조간대로 이동되는 입자의 크기와 유속에
따라 그 지형이 변화할 수 있으며, 연흔의 잔존에도 영향을 준다(Carling et al., 2009;
Chauhan, 2000; Vincent et al., 1990; William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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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llustration of beach morphology.

Fig. 4. Sequence (a-f) of events and processes that produce megaripples in a
runnel system(Moore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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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구경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마이크로파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나 구름, 먼지 등의 입자크기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호를 직접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태양의 고도에 상관
없이 영상을 획득하여 원격탐사에 널리 쓰이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이훈열, 2005). 그 중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구경레이더(SAR)는 거리방향(range)으로 빔 모양의 펄스를
지표면에 보내어 대상물체로부터 되돌아오는 후방산란을 수신하여 그 신호로부터 지표면 영
상을 얻는 것으로서, 위성의 진행방향(azimuth)에 대해 위치를 점점 변화시켜 가면서 수신
한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기록, 처리하여 실제 안테나 길이보다 긴 가상의 안테나(synthetic
aperture)를 이용하여 관측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김영섭 외, 1998).
SAR의 원시자료는 focusing 작업을 통해 영상화된다. 거리 방향 분해능은 펄스의 지속시
간(펄스 폭)이 짧을수록 높아지지만, 펄스폭을 좁게 할 경우 송신전력이 떨어지므로 S/N 비
(signal to noise ratio)가 작아진다. 이에 SAR 시스템에서는 광대역펄스를 chirp 신호로 변
조하여 송신하고, 수신한 후에는 주파수와 시간의 관계가 송신 쪽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
는 matched 필터 기법을 통해 가상의 좁은 펄스폭으로 큰 출력을 얻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이 방법을 통하여 먼저 수신된 저주파의 마이크로파를 많이 지연시키고 나중에 수신된
보다 높은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는 덜 지연시켜 수신된 신호를 펄스폭이 작은 압축된 신호로
추출하게 되며, 이를 range compression이라 한다. Range compression이 이루어지면 지상
에서 획득된 강한 신호들이 azimuth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각각의
chirp 신호가 지상에 보내어졌다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휘어진 형태
를 보이게 되며, 따라서 이를 지상의 한 목표물에 대한 각각 펄스의 신호가 azimuth 방향으
로 일정하게 정렬되도록 range migration을 수행한다. 그 후 지상 목표물에 빔을 쏘고 계속
해서 반사펄스가 수신됨으로써 위성의 진행에 따라 위성과 목표물의 상대적인 위치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반사펄스에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편이가 생기며 이를 matched 필
터를 통해 azimuth compression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range 및 azimuth 방향에
대한 분해능이 향상되며, 신호의 영상화를 이룰 수 있다.
SAR는 안테나가 사용하는 파장에 따라 L-밴드, C-밴드, X-밴드, Ku-밴드, Ka-밴드 등
으로 나뉘고, 송신 및 수신신호의 편파에 따라 HH, VV, HV, VH 영상을 획득한다.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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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전자기파의 반사에 따른 밝기를 이용하여 지표면을 구별하는 광학 영상과는 달리 전
자기파의 위상(phase)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시간과 위치를 변화하면서 획득된 영상들의
위상차를 이용한 SAR 간섭기법(interferometry)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SAR 간섭 기법은
수 센티미터의 미세한 지표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반 침하, 지진, 빙하의 움
직임, 화산 등과 같은 지표 변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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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visat ASAR(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
Envisat ASAR(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는 2002년 3월 1일에 토양수분함량,
식물, 해빙 등과 같은 넓은 범위의 환경 연구를 위해 발사되었으며, 5.331 GHz의 C-밴드 안
테나를 사용하며 HH와 VV의 dual 편광모드로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레이더 시스템이다
(ESA, 2002). Look angle은 15˚-45˚, 안테나 크기는 10 m×1 m이며 지상궤도는 800 km로,
촬영 폭은 57-400 km에 달한다. 이 위성의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25 m이나, Image
Mode(IM), Wave Mode(WM), Wide Swath Mode(WSM), Global Monitoring Mode(GMM),
Alternating Polarisation(AP)의 서로 다른 5개의 빔 모드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빔 모드
마다 그 해상도가 다르다(Fig. 5).

Fig. 5. The ASAR operating modes(Desnos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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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ERS-1 SAR
일본 국립우주개발국(NASDA)은 1978년 발사되었던 Seasat과 매우 흡사한 사양을 갖춘
JERS-1 위성을 1992년 2월 11일 발사하였다(채효석 외, 2002). 11.9 m×2.4 m 크기의 안테
나와 L-밴드 HH 편광모드의 영상레이더 시스템으로 39°의 입사각을 가지고 있다(Table 1).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3-look 방식으로 처리되어 azimuth와 range는 모두 약 18 m이다. 약
568 km의 지상궤도에서 75 km의 촬영 폭을 가지고 있으며, 얻어진 자료는 디지털방식으로
처리되었다. JERS-1 위성은 1998년 10월 12일 임무가 종료되었다. 본 논문에 사용된
JERS-1의 track은 89_239이다.
Table 1. JERS-1 SAR characteristics.
Frequency/Band
Bandwidth
Antenna Polarization
Altitude
Inclination
Period
Mean Local Time at Descending Node
Attitud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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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GHz/L-band
15 MHz
HH
568 kilometers
97.67 degrees
96 minutes
AM 10:30 to 11:00
3-axis Control

3. 후방산란계수
1) 후방산란(Backscattering)
SAR 영상은 레이더의 안테나가 산란체 위를 이동하면서 일정한 주기의 신호(pulse)를 송
신하고 레이더의 안테나로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마이크로파의 특징 중 하나인 후방산란으로
나타낸다(채희삼, 2007). 후방산란은 지표면으로부터 산란되어 수신 안테나에 도달되는 에너
지를 산란체의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마이크로파가 지표면에서 산란된 후 반사되어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신호의 파워  은 식
(1)과 같이 레이더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레이더 방정식은 지표면에서 산란되는 마이크로파
의 에너지가 모든 방향에 대해 퍼져 나가 수신 안테나에는 일부만이 도달하게 될 때, 단위
면적당 파워의 크기는 가까이 있는 산란체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산란체에서 더 작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이더 신호의 되돌아오는 파워를 결정하는 시스템 변수, 전파 기하학
(propagation geometry) 및 산란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식 (1)에서  는 송신 마이크로파의 파워,  는 송신안테나 이득,  은 수신안테나 이득,
 는 마이크로파의 파장,  는 RCS(Radar Cross Section)로서, RCS는 입사되는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면적의 단위를 가진다. 단위 면적(  )의 RCS 중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양인 레이더 후방산란계수(  )는 식 (2)에서 구할 수 있다.








  

(2)

후방산란계수(  )는 지표면의 기하, 거칠기, 수분 함유량 등의 지표면과 관련된 변수들과
파장, 입사각, 편광 등 시스템과 관련된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채효석 외, 2002). 후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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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계수는 단위가 없으며, 단위 넓이의 지표면에 대한 마이크로파 산란특성을 정의된다. 또한
그 값의 범주가 매우 커서 로그를 이용한 데시벨(dB)로 주로 표현된다. 후방산란계수는 토
양의 수분함유량이 많을수록, 지표면의 거칠기가 클수록 후방산란계수가 크게 나타난다. 반
면 입사각은 그 각도가 커질수록 후방산란계수는 작게 나타난다.
SAR 영상 자료는 화소(Digital Number, DN)의 밝기로 나타나며, 그 밝기는 지표면으로
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마이크로파 신호의 파워와 지표면의 후방산란계수에 비례한다.

2) Bragg 산란(Bragg Scattering)
일반적으로 Bragg 산란은 바다의 파형이 sine 곡선을 나타낼 때 gravity wave가 아닌
capillary wave에 의해 강한 산란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 주기를 갖
는 산란체로부터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기초로 한다(Robinson, 2003). 따라서 Bragg 산
란은 레이더의 파장과 입사각 및 일정 주기를 갖는 산란체의 파장에 따라 보강 간섭의 조건
이 달라지며, Bragg 산란이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입사각과 산란체의 파장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일반적인 Bragg 조건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 (3)에서  은  이고,  는  로서 전파 상수에 해당하며  는 지표각(grazing
angle)이다. Bragg 산란이 발생하는 조건식을 일정한 주기의 sine 곡선 형태의 연흔이 존재
하는 지표면에 적용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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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agg wavelengths for a number of active microwave
typical incidence angle within its normal range(Robinson, 2003).
Radar
Incidence
Frequency
Sensor
angle
Band wavelength
(cm)
( ˚)
Seasat SAR
L
23.5
23
Seasat
Ku
2.1
25-55
Scatterometer
SIR-B
L
23.5
15-64
X-SAR
X
3.1
15-55
Almaz-1
S
10
30-60
ERS SAR
C
5.7
19.5-26
ERS scatterometer
C
5.7
14-51
JERS-1
L
23.5
39
Radarsat-1
C
5.7
20-50
ASAR
C
5.7
20-50
NSCAT
Ku
2.14
14-55
Sea Winds
Ku
2.24
46 and 54

sensors, each at a
Bragg resonant
sea wavelength
(cm)
30
2.5-1.3
45.0-13.0
6.0-1.9
10.0-5.8
8.5-6.5
11.8-3.6
18.7
8.3-3.7
8.3-3.7
4.42-1.3
1.56 and 1.38

Fig. 6. Bragg scattering. The Bragg equation defines the ripple
wavelengths (  ).  is radar wavelength and  is incidenc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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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llustration of mechanisms which predominate in the radar backscatter from the
ocean at the various angles of incidence(Valenzuela, 1978).
그 결과 식 (4)를 통해 연흔의 파장에 대한 Bragg 산란 조건식을 나타낼 수 있었다(Long,
2001). 식 (4)에서  은 연흔의 파장,  는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의 파장,  는 입사각이며, 
은 Bragg 산란이 발생하는 모드의 순서이다.





        
si n 

(4)

Specular point model은 입사각이 0에서 20도일 때 적용되고, Bragg model은 20도 보다
큰 입사각에서 산란이 일어나며, 레이더 반사율은 90도 근처를 제외하고 완만하게 감소한다
(김덕진, 2005). 이상적인 Bragg 산란 조건은 SAR 시스템의 입사각의 범위가 20도에서 60
도 사이의 범위에서 발생한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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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지역 및 위성자료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서해 중부 태안반도에 접하고 있는 사질 해빈으로 폭이 최장 500 m, 총길이
약 6 km에 달한다(오재경과 금병철, 1998). 이 연구지역에는 몽산포, 청포대, 달산포 해수욕
장이 있으며, 세 개의 해수욕장을 모두 포함하여 몽산포 조간대라고 일컫는다(Fig. 8). 이 지
역은 다른 서해안의 해안과 달리 주로 직선 해빈(straight beach) 형태로 발달해 있으며, 지
형적으로는 연안사주가 없고 외해로 열린 상태인 개방형의 특징을 가진다(해양수산부,
2005).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퇴적물의 공급원이 되는 하천이 북쪽과 중간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지역의 조석은 일조부등이 심한 반일 주조 형이며, 평균조차가 468 cm에 달하는 대
조차 지역이다. 태안반도 부근의 해안에서는 유속이 강한 편이나 외해로 갈수록 유속도 약
해지고 왕복성에서 회전성에 가까운 조류 형태가 형성된다.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여름
철에는 남남서풍이 우세하다.
이 지역의 표층 퇴적물은 니질(mud) 함량이 부족한 사질(sand)이며 약간의 역사질
(slightly gravelly sand)이 포함되어 있고, 중립질 모래와 조립질 모래가 6%, 세립질 모래가
94%로서 기원이 다른 두 가지 모래가 존재한다(강대균, 2003). 연구지역의 대부분의 퇴적물
은 조간대 하부에서보다 조간대 상부에서 더 강한 파랑 작용이 발생하여 세립한 퇴적물이
재 부유되어 외해로 이동된다. 또한 하절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조석의 영향으로
인해 쇄파대의 계속적인 승강 작용과 파랑 작용이 세립한 퇴적물을 외해로 이동시킨다. 따
라서 본 연구지역은 시기적으로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갈수록,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외해로
갈수록 세사가 집중되는 상향 조립화의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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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ngsanpo intertidal flat(Landsat-7 ETM+,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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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R 영상처리
본 연구에서는 몽산포 조간대를 관찰하기 위하여 2004년에 획득된 2개의 Envisat ASAR
영상과 1992년부터 1998년까지 획득된 JERS-1 SAR 영상 26개를 사용하였다(Table 3).
Envisat 영상(Fig. 9)과 JERS-1 영상(Fig. 10)은 모두 간조시기에 획득되었으며 descending
궤도의 자료이다. 모든 SAR 영상은 multi-look 작업을 수행하고 기하보정을 통해 20 m 해
상도로 재배열하였으며, 후방산란계수를 추출하였다. 후방산란계수는 calibration factor와 레
이더의 입사각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1) Envisat ASAR images calibra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Envisat ASAR image mode 영상(ASA_IMS_1P)의 후방산란계수는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ESA, 2004).




 



 

  
 

      


 


si n    

for     and   

= absolute calibration constant
 = pixel intensity at image line and column "i, j"
 = sigma naught at image line and column "i, j"
   = two-way antenna gain at the look angle corresponding to pixel "i, j"
 = look angle corresponding to pixel "i, j"
 = slant range distance to pixel line and column "i, j"
 = reference slant range distance
 = incidence angle at pixel line and column "i, j"
L, M= number of image lines and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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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JERS-1 SAR images calibration
JERS-1의 후방산란계수는 식 (9)와 (10)을 이용하여 beta naught로부터 구할 수 있다
(Zhu and Myeong, 2006).


  
si n    

   si n     

(9)
(10)

= beta naught
 = digital number of the backscatter image
 = reference incidence angle
 = calibration factor


 

실제 계산에서 연구지역은 조간대로서 매우 편형하기 때문에 국지적 경사각을 0으로 가정
하면 후방산란계수(sigma naught)는 beta naught와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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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ormation of Envisat ASAR images and JERS-1 SAR images used in
this study.
Aquisition
Satellite

data
(yyyymmdd)

Envisat

Beam
mode

Resolution
Position

Orbit

Polarization

ASAR

20040806

JERS-1

19920925
19921108
19921222
19930204
19930320
19930503
19930616
19940122
19940830
19950222
19960324
19960507
19960620
19960803
19961213
19970126
19970424
19970721
19971130
19980113
19980226
19980411
19980525
19980708
19980821
19981004

Range×Azimuth
(m)

20040702
Swath

Local time

IS2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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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10:46

22.84

10:46

22.83

11:13

38.85

11:13

38.99

11:14

39.18

11:14

38.39

11:14

38.24

11:14

38.49

11:13

38.86

11:11

38.98

11:11

38.82

11:15

38.65

11:20

38.64

VV

11:20
RAW

Incidence

20×20

38.64

11:20

38.80

11:20

38.48

11:20

38.94

11:20

38.81

11:19

38.97

11:19

39.01

11:23

38.94

11:24

38.78

11:25

39.17

11:26

38.97

11:27

39.01

11:28

39.13

11:28

38.82

11:29

39.15

HH

(a) Envisat ASAR

site 1
site 2
site 3

(b) 20040702
171 cm, flood

(c) 20040806
380 cm, ebb

Fig. 9. Envisat ASAR backscattering images used in this study. Site 1, 2, and 3
are the location of in-situ observation. Yellow lines in each image represent the
wat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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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ERS-1

(c) 19921108

(b) 19920925
234 cm, flood

(d) 19921222

330 cm, flood

(e) 19930204

272 cm, flood

(f) 19930320

384 cm, flood

297 cm, flood

Fig. 10. JERS-1 SAR backscattering imag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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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9930503

(h) 19930616
433 cm, flood

433 cm, flood

(i) 19940122

(j) 19940830
407 cm, ebb

470 cm, flood

(k) 19950222
427 cm, ebb

(l) 19960324
226 cm, ebb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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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9960507

(n) 19960620
232 cm, ebb

195 cm, ebb

(o) 19960803

(p) 19961213

157 cm, ebb

(q) 19970126
48 cm, ebb

4 cm, ebb

(r) 19970424
83 cm, ebb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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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9970721

(t) 19971130
123 cm, flood

101 cm, flood

(u) 19980113

(v) 19980226
146 cm, flood

74 cm, flood

(w) 19980411
142 cm, flood

(x) 19980525
206 cm, flood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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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19980708
288 cm, flood

(z) 19980821
225 cm, flood

(aa) 19981004
309 cm, flood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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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terline 추출
일반적으로 waterline 작성은 조간대의 DEM을 생성하기 위해 수행되어지는 방법으로서,
waterline을 통해 획득된 DEM은 연안에서의 지형변화를 관측할 때 조석에 의한 영향을 보
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류주형, 2001). Waterline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인공신경망,
MSP_RoA(Maximum Strength Edge Pruning ratio of Average)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몽산포 조간대와 가장 가까운 조위 관측소인 안흥 관측소에서 관측된 조위 자료
를 이용하여 Envisat ASAR 영상에서 육안으로 waterline을 추출하였다(Table 4). 하지만
스펙클(speckle)과 파도가 부서지는 효과에 의해 waterline 추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ASAR
영상(Fig. 9)에서의 노란색 실선은 영상이 촬영된 시각의 waterline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DEM 제작에 필요한 고도 정보가 부족하였으나 조간대의 고도차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사를 가지면서 고도가 변화하므로 대략적인 DEM 생성이 가능하였다. 이렇
게 생성된 DEM을 이용하여 조간대와 바다의 구별이 쉽지 않은 JERS-1 SAR 영상에서
waterline을 추출하였고, 이를 Fig. 10의 각 영상에 노란색 실선으로 나타냈다.
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조간대의 산란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실측 조사가
수행되었다. 현장조사가 수행된 지역은 Fig. 9(b)에 3개의 적색 점선(site 1, 2, 3)으로 표시
하였다. 현장조사는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조간대의 ridge-runnel
퇴적지형을 확인하고 연흔의 유무와 파장, 파고를 측정하였다. 또한 지표 잔존수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흔의 파장과 파고 측정은 총 2회의 현장조사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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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M of Mongsanpo inter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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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idal height and weather conditions of SAR acquisition date.
Satellite

Aquisition

Tidal

Date

Height

(yyyymmdd)
Envisat
ASAR

JERS-1

20040702
20040806
19920925
19921108
19921222
19930204
19930320
19930503
19930616
19940122
19940830
19950222
19960324
19960507
19960620
19960803
19961213
19970126
19970424
19970721
19971130
19980113
19980226
19980411
19980525
19980708
19980821
19981004

㎝)
171
380
234
330
272
384
297
433
433
470
407
427
226
195
232
157
4
48
83
101
123
74
146
142
206
288
225
309

Maximum
Tidal

(

direction of
the wind

flood
ebb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ebb
ebb
ebb
ebb
ebb
ebb
ebb
ebb
ebb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flood

SSW
SW
N
NW
N
WSW
N
NNE
SW
NNW
SSW
WSW
NNW
SW
SSW
SW
SSW
WNW
SW
SSW
N
NE
WSW
SSW
NNE
SW
WSW
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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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wind
speed

㎧)
3.7
2.1
4.1
2.3
2.4
1.7
1.5
1.3
1.9
1.8
2.0
1.3
1.5
2.0
2.5
1.5
1.1
1.0
2.2
3.5
1.2
1.5
1.6
1.9
3.4
6.4
1.0
1.7

(

Temperat

Relative

ure

Humidity

℃)
23.3
28.3
19.8
9.9
0.6
1.5
2.3
12.9
21.7
-3.9
26.1
-1.2
4.5
15.4
20.4
28.6
1.6
-1.2
10.7
27.2
4.5
0.7
4.2
13.1
17.1
24.1
23.5
17.9
(

(%)

90
75
63.0
81.3
59.3
84.5
68.3
69.0
83.0
80.3
82.8
69.5
82.5
66.0
88.3
75.8
77.0
75.3
76.4
76.3
69.0
79.9
74.0
76.8
49.0
94.6
82.6
73.6

Rainfall

㎜)
14.0
4.2
0.8
0.0
2.8
6.1
1.2
12.2
14.4
(

3. SAR 영상분석
간조시기에 획득된 Envisat ASAR 영상(Fig. 9)에서 밝고 어두운 띠 패턴이 조간대 전체
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펄 갯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ridge-runnel 퇴적지형이 잘 발달된 사질해변에서 연흔에 의한 산란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JERS-1 SAR 영상(Fig. 10)에서는 간조 시기임에도 이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채널 형태의 패턴이 광학영상에서도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4
년 3월 23일에 획득된 Landsat-7 ETM+(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영상을 확인하
였다(Fig. 12).
Fig. 12(a)는 ETM+ 가시광선 영상의 RGB 조합으로 Envisat A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패턴은 관측되지 않았다. ETM+의 각 파장에 따른 영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적외선 영상
인 밴드-5 영상에서 띠 모양의 패턴이 희미하게 관찰되었다(Fig. 12b). ETM+의 밴드-5는
토양의 수분함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55∼1.75 ㎛의 파장 범위를 사용하므로 배수가 완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널에서 반사도가 약하게 관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패턴의 구분이 쉽지 않으며, 조간대 전체에 걸쳐 수분이 존재할 경우 Fig. 12(b)에서 확인되
는 희미한 패턴도 관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흔의 유무에 따른 반사도의 특징은 공
간해상도 1 m급 혹은 수 십 cm급의 광학영상에서도 표현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몽산포 조간대에서 관찰되는 채널 형태의 패턴은 SAR 영상에서만 뚜렷이 관찰될 수 있
는 퇴적지형이며, 이를 바탕으로 SAR 영상이 광학영상보다 연흔이 발달한 조간대 퇴적지형
연구에 더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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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GB

(b)

Band

Fig. 12. Landsat-7 ETM+ image (2004/03/23). (a) An RGB image with band-3, 2,
1 composite does not show any pattern of ridge-runnel. (b) The Band-5 image
(mid-infrared) of ETM+ that faintly shows the ridge-runnel pattern.
Fig. 13, Fig. 14는 Envisat ASAR 영상과 JERS-1 SAR 영상으로부터 현장조사가 이루어
진 site 1, 2, 3과 영상에서 임의의 지점으로 선택한 site 4에 대한 후방산란계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각각 바다(A, B, C, D)에서부터 육지(A', B', C', D')까지의 후방산란계수를 추출
한 것이다. 후방산란계수는 Fig. 13(a), Fig. 14(a)의 흰색 실선을 따라 추출되었다. Fig.
13(b), (c), (d), (e)에서 적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세로 막대는 ridge-runnel 퇴적지형과 연
흔이 존재하는 구간과 바다 및 육지를 구분한다. Fig. 14(b), (c), (d), (e)에서는 바다와 조간
대의 후방산란계수가 비슷하여 구별이 잘 되지 않으므로, 육지와 구분되는 곳에서 한 개의
적색 세로 막대를 표시하였다. Envisat ASAR 영상에서 어둡게 보이는 채널은 빠르거나 느
린 유속에 의해 형성되는 편평한 plane bed로서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는 ridge라 판단되었
으며, 이 부분에서의 후방산란계수는 약 -16.5∼-27 dB의 범위를 가졌다. 반면에 배수가 잘
이루어지고 연흔이 존재하여 밝게 보이는 채널(runnel)에서의 후방산란계수는 -3∼-12.5 dB
의 범위에 후방산란계수가 분포하였다. 반면, JERS-1 SAR 영상에서의 후방산란계수는 조
간대와 바다에서 모두 작은 값(-10∼-17.5 dB)을 가지며, 육지에서는 조간대와 바다보다 후
방산란이 강하여 최대 -1 dB의 값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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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1
A
site 2
B
site 3
C
site 4
D

A'
B'
C'

D'

(a) ASAR_20040702

A

A'

(b)

B'

B

(c)

Fig. 13. Backscattering coefficient of Envisat ASAR images. (a) Backscattering
coefficient lines for the site 1, 2, 3, and 4 shown over the ASAR image (2004/07/02).
Backscattering coefficient profiles of the site 1 (b), site 2 (c), site 3 (d), and site 4 (e).
The solid lines are backscattering coefficient of Envisat ASAR image. Ridge-runnel
structure and ripple marks reside between the two vertica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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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d)

D

D'

(e)

Fig. 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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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1
A
site 2
B
site 3
C
site 4
D

A'
B'
C'

D'

(a) JERS-1_19960620

A'

A

(b)

B

B'

(c)

Fig. 14. Backscattering coefficient of JERS-1 SAR image. (a) Backscattering coefficient
lines for the site 1, 2, 3, and 4 shown over the JERS-1 SAR image (1996/06/20).
Backscattering coefficient profiles of the site 1 (b), site 2 (c), site 3 (d), and site 4 (e).
Backscattering coefficient estimated from sea and tidal flat is similar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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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d)

D'

D

(e)

Fig. 1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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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nge 방향과 연흔 방향에 따른 밝기 비교
일반적으로 후방산란의 강도는 LOS(Line-of-Sight)의 방향과 연흔이 형성된 방향이 직각
을 이룰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내며, LOS와 연흔의 방향이 평행할 경우 직각을 이루는 경우
에 비해 8-10 dB 정도 작은 후방산란 값을 나타내고 있다(김형수 외, 2003). 본 연구지역에
서는 Envisat ASAR 영상에서 ridge-runnel 구조에 존재하는 연흔에 의한 산란이 관찰된다
(Fig. 15). Descending 궤도인 Envisat ASAR 영상에서는 조간대의 북쪽보다 남쪽에서 더
강한 산란이 일어나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성의 궤도에 따라 강한 후방산란이 나타나는 지역이 다른 것은 위성의 range 방향과
연흔이 형성된 방향 사이의 각이 궤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간대의 남쪽지
역만이 연흔의 방향과 range 방향이 수직을 이루게 되며, 북쪽지역은 연흔과 range 방향의
사이 각이 수직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러므로 조간대의 남쪽에서 가장 강한 산란이 관찰된
다고 판단하였다.

Envisat ASAR (2004/07/02)

Fig. 15. Difference in backscattering by range and ripples direction. Envisat ASAR
image of descending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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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조사자료 분석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Fig. 9(b)에 나타낸 적색
점선이 현장조사가 수행된 지점이다. 간조시기에 해안선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향하면서 연
흔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20 m 지점마다 연흔의 파장과 파고를 측정하였으며, 지표잔존수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16은 몽산포 조간대에서 간조시기에 촬영한 현장 사진으로, ridge-runnel 퇴적지형과
연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6(a)의 왼쪽 부분에서 연흔과 지표잔존수가 남아있는
runnel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오른쪽으로 배수가 모두 이루어지고 연흔이 없어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는 ridge를 볼 수 있다. 연흔은 밀물과 썰물 때 바닥에서 파의 진동에 의해 생
성된 후 간조시기에 Fig. 16(b)과 같이 물 밖으로 노출된다. 연흔이 노출된 경우 레이더의
파장에 따라 Bragg 산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매우 강한 후방산란을 일으키게 된다. 조간대
현장에서는 Fig. 16(c)과 같이 매우 느린 유속에 의해 연흔이 생기지 않는 lower plane bed
가 형성되거나 빠른 유속에 의해 바닥면이 편평해지는 upper plane bed가 형성된다. 이러한
경우 거칠기에 의한 산란이 약해져 SAR 영상에서 작은 후방산란이 관찰된다. Fig. 16(d)은
runnel에서 연흔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으나 간조 시 배수 초기에 연흔이 물 밖으로 노출되
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배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흔의 형태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 후방산란은 매우 작아진다. 이러한 지역은 waterline 근처에서도 자주 발견되었으
며, 노출시간이 짧은 runnel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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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6. Ripples and ridge-runnel structure in Mongsanpo intertidal flat. (a) Runnel in
the left of the image with ripples and ridge with no ripple on the right (2007/08/23).
(b) Well-drained symmetric ripples on runnel (2007/08/23). (c) Smooth surface of a
ridge with no ripple (2009/12/16). (d) Ripples under water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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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흔의 파장에 따른 Bragg 산란
1) Bragg 산란의 발생 조건
SAR 영상의 후방산란계수와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ridge-runnel 퇴적지형
에서는 연흔의 유무뿐만 아니라 조석의 순환에 의한 배수의 여부도 레이더의 산란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한 후방산란의 주된 원인은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
져 지표잔존수가 없는 지역에서 공기 중에 노출된 연흔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Envisat A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연흔에 의한 후방산란은 단순한 표면 거칠기와 유전상수
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강한 것으로서, 레이더의 파장과 입사각 및 연흔의 파장에 따라 보강
간섭의 조건이 달라지는 Bragg 산란에 의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식 (4)로부터 Bragg 산란의 첫 번째 모드인 n=1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C-밴드의
Envisat ASAR 영상에서는 연흔의 파장이 약 7.2 cm일 경우 Bragg 산란이 발생하는 반면,
L-밴드인 JERS-1은 약 18.7 cm 파장의 연흔에서 Bragg 산란이 발생할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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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흔의 파장에 따른 Bragg 산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총 5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연흔의 파장은 총 2회 측정되었다
(Table 5). Bragg 산란을 일으키는 파장이 몽산포 조간대에 분포하는 연흔의 파장과 일치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측정된 연흔의 파장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6).
Table 5. Weather conditions of in-situ observation dates.
Aquisition
Date

Maximum direction

20070823
20080309

wind speed

㎧)
1.2
1.6

of the wind

(yyyymmdd)

Average
(

NNW
NNW

Temperature

℃)
23.7
4.1
(

Relative
Humidity
(%)

78
76

Rainfall
(

㎜)
-

Table 6. Statistics of ripple wavelength.
Date
In-situ
site
Number
of data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imum
Minimum
Median
Variation

20070823

20080309

site 1

site 2

site 3

All site

site 1

site 2

site 3

All site

128
6.77
1.03
11
4.3
7
1.06

104
7.14
1.21
11
4.1
7
1.46

27
10.06
2.43
14.2
5.85
9.9
5.90

259
7.26
1.63
14.2
4.1
7
2.64

86
8.68
1.14
11.5
6.57
8.3
1.30

76
9.02
0.74
10.5
7.25
9.06
0.55

100
8.65
0.97
11.5
6.43
8.4
0.94

262
8.77
0.98
11.5
6.43
8.75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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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a)과 (b)는 각각 2007년 8월과 2008년 3월의 현장조사에서 측정된 연흔의 파장을
히스토그램(histogram)으로 나타낸 것이다. 히스토그램은 도수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
로서, 본 논문에서의 도수는 Fig. 17에서 세로축의 빈도수(frequency)에 해당하고, 1 cm의
간격으로 나눈 계급을 현장에서 측정된 연흔의 파장으로 가로축에 나타내었다. 측정 시기
별로 파장의 차이는 약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4-10 cm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이는 C-밴
드인 Envisat ASAR 영상(Fig. 11)에서 Bragg 산란의 첫 번째 모드(n=1)를 유발하는 조건
에 해당한다. 반면에 JERS-1 SAR 영상(Fig. 12)에서는 간조 시기의 영상임에도
ridge-runnel 퇴적지형과 연흔에 의한 강한 후방산란이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L-밴드의 긴
파장에 비해 연흔의 파장이 짧아 거칠기나 Bragg 산란에 의한 후방산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n>1인 경우 n=1일 때 계산된 파장의 n 배수에 해당하는 파장의 연흔에서 Bragg 산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n=2 일 때, Envisat ASAR 영상에서는 14.4 cm, JERS-1 SAR 영상에
서는 37.4 cm의 파장을 가지는 연흔이 존재해야 Bragg 산란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몽산
포 조간대의 연흔에서는 n=1인 경우에 Bragg 산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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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7. Histograms of ripple wavelength measured on (a) 23 August 2007 and
(b) 9 March 2008. The first order Bragg scattering occurs at the ripple
wavelength of 7.2 cm for C-band and 18.7 cm for L-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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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Envisat ASAR 영상과 JERS-1 SAR 영상을 이용하여 ridge-runnel 퇴적
지형이 나타나는 태안 몽산포 조간대의 연흔을 관찰하고 산란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Envisat ASAR 영상에서는 조간대의 표면에서 밝고 어두운 띠의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A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띠 패턴 중 강한 후방산란은 배수가 잘 된 연
흔에 의한 것이며, 약한 후방산란은 유속에 의해 편평한 plane bed로서 표면의 거칠기가 감
소한 ridge이거나 배수가 불량한 runnel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흔에 의한 산란은
Bragg 산란에 의한 보강간섭 효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관찰된 연흔의 파장을 분
석한 결과 C-밴드인 Envisat ASAR 영상에서 강한 Bragg 산란이 일어나는 반면에 L-밴드
인 JERS-1 SAR 영상에서는 Bragg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ridge-runnel 구조가 잘 발달되고 연흔이 많은 사질해변의 연구에 SAR
영상이 광학영상에 비하여 탁월함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SAR 영상에서
몽산포 조간대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서해안의 퇴적상을 분류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기와 파장 및 편파에서 촬영된 SAR 영상을
사용하여 시기별 분석이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 TerraSAR-X 및 COSMO-SkyMed
영상을 이용하여 X-밴드에서의 분석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지상용 SAR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여 다양한 파장, 편광, 조간대의 배수조건에 따른 후방산란 실험이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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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ridge-runnel structures and ripple marks by using Envisat
ASAR and JERS-1 SAR images and in-situ data in Mongsanpo intertidal flat located in
Taean-Gun, Korea. A group of light-and-dark lines parallel to the shoreline, alternating
3-5 times, were observed in the intertidal flat in Envisat ASAR images. The patterns
are related to the ridge-runnel structures in the intertidal flat exposed to air.
Well-drained runnels, typically with ripple marks, showed strong backscattering while
runnels submerged by surface water or ridges, typically smooth with no ripple, have
weak backscattering coefficients in Envisat ASAR images. In JERS-1 SAR images,
however, the backscattering was very low on the entire intertidal flat and no
ridge-runnel structure could be observed. The wavelengths of ripple marks measured
from in-situ observations have ranges from 4 to 10 cm that satisfies the Bragg
scattering condition of the 1st-order in Envisat ASAR images operating in C-band, but
not in JERS-1 SAR that used L-band. Through this study using SAR images, we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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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ly analyze the sedimentary conditions of intertidal flats with ridge-runnel and
ripple marks which are not easily observed by optical sensor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SAR images will contribute to the sedimentary research over
intertidal fl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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