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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과제의 목표는 SAR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안습지 면적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안습지는 조위에 따른 시공간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중센서를 

융합하여 연구를 수행해야한다. 첫째, SENTINEL-1 SAR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레이

더 자료의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위 변화를 고려한 연안습지 면적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셋째, 시간에 따른 연안습지 면적의 변동성을 연구하였다. 

넷째, 연안습지 연구를 위한 다중센서 융합연구를 위해 SAR 연구결과와 무인항공기와 

광학영상으로부터 얻은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전 국내 갯벌 면적 산출 

연구는 최대 노출지에 국한되었지만, 본 과제에서는 갯벌 노출 시간에 따른 갯벌 면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갯벌의 생산성 추정에 더 정확한 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평균 갯벌 노출 면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SUMMARY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algorithm that calculates the area of   a 
coastal wetland using SAR big data. Since coastal wetlands have large temporal and 

temporal variability according to tide level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by fusion 

of multiple sensors. First, SENTINEL-1 SAR big data was collected, and radiation 

correction and geometric correction of image radar data were performed. Second, an 

algorithm for calculating the area of   a coastal wetland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change in tide level. Third, the variability of the coastal wetland area with time was 

studied. Fourth, for multi-sensor fusion research for coastal wetland research, the results 

of SAR research were compared with research results obtained from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optical images. Previous studies on calculating the tidal flat area in 

Korea were limited to the maximum exposed area, but in this project, the change of 

the tidal flat area according to the tidal flat exposure time was studied. In order to 

provide more accurate area information for estimating the productivity of the tidal 

flat, information on the average tidal flat exposed area in Korea wa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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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KIOST는 조간대 및 갯벌에 대한 연구들을 인공위성 자료 중에서 광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퇴적상 분포 및 연안선 추출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구름과 같은 기상조건에 

덜 민감한 레이더 영상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미비했기에 다중위성센서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이용한 해양 및 연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예: SWOT-Surface Water and Ocean Topography), 국내에서는 

SAR에 대한 연구는 육상에 비해 해양에 대한 적용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ESA(European Space Agency)에서 제공하는 SENTINEL-1 SAR 자료 

2015-2020년을 이용하여 서해 연안습지에 대한 시공간적 변동성 연구를 제안하고, 향후 

국내 습지생태와 해일 침수범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한반도 갯벌에 대한 면적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최대노출 면적에 대한 연구에 제한되었

습니다. 조위와 기후 변화에 따른 갯벌 면적의 변화를 최대노출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노출 면적 뿐만 아니라, 조위에 따른 평균노출 면적 및 

최소노출 면적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측면

  우리나라 연안 환경은 자연적 인위적 용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변동성을 광역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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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연안습지 연구는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광학 위성영상자료 기반의 연구를 해왔

기에, 좀더 지형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SAR 자료처리 기술은 물체에 대한 탐지 기능뿐만 아니라 거리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에, 화산/지진/지반침하에 관련된 지형변화 연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해양관측을 위한 SAR 위성 미션인 SWOT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SAR에 대한 활용분야가 육상에 제한되고 있습

니다. 

  육상에서의 수체 (호수,저수지) 면적 계산에 대한 자동화 알고리즘이 활발히 진행되어, 

수문학적으로 전지구적 규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안 면적에 대한 시

공간적 변동성은 조위 변화와 함께 전지구적 규모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

습니다. 

  본 연구는 수체 면적 분석에 적용되었던 알고리즘을 토대로 조위에 따른 변동성이 큰 

연안습지 면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효과적으로 빅데이터 기반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

후 및 조위에 따른 연안습지의 변동성 연구를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다중 위성자료들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경제산업적 측면

  연안 지형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해양 산업활동을 (수산업, 해양레저, 항만) 지원하는 

일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양위성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태풍에 따른 연안 침수범람에 대한 예측기술 및 재

해도 작성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성자료 기반의 연구는 광역적인 남해안과 동해안의 적조현상 및 선박의 유류사고 

등에 대한 자료 제공에 활용될 수 있기에, 해양에서의 재난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위 변화와 함께 지형 및 연안 퇴적물 분포상에 대한 연구는 국방 분야의 상륙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써, 국방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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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측면

  서해안 매립지 공사와 개발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연안환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생태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국내 연안환경들이 어떻게 반응해왔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필요

합니다. 

  연안경비 및 해양안전 능력 향상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첫째, SAR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안습지 면적산출 알고리즘 개발합니다.

  둘째, 조위에 따른 연안습지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합니다.

  셋째, 연안습지 연구를 위한 다중센서 융합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연구개발 목표 설정근거

  광학영상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KIOST 이전 연구들의 자료들이 있기에, 본 과제의 

레이더자료를 이용한 결과들과 비교분석이 가능합니다.

  추후 다중위성 자료들을 위한 연안관측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로 SENTINEL-1은 ASF 아카이브로부터 무료로 국내 연안습지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기가 용이합니다.  

○ 핵심기술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다른 날짜의 많은 SAR 자료들을 이용하여 speckle noise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연안습지 면적 산출에 적용합니다.

  조위와 하천 방류와 같은 외부 환경에 따른 연안면적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계산하는 

경험식을 개발합니다. 

기상, 태풍, 조위에 따라 급변하는 연안 면적에 대한 예측 기술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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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제 1 절 국내 동향

○ 국외 연안습지 관련 위성 및 기술 현황

  광학영상 Landsat 자료를 기반으로 전지구적 육상 및 연안 습지 분포에 대한 연구가 

시작했습니다 (Giri  et al., 2011).  

  ASF (Alaska SAR Facility)에서 NASA 지원 아래, 다중위성자료로 저해상도 (25km) 

전지구적 습지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를 (SWAMPS: Surface WAter Microwave Product 

Series) 생성하고 있습니다.

  NASA & CNES에서 지원하는 SWOT (Surface Water and Ocean Topogray) 위성은 

2022년 발사 예정이고, Ka-band SAR interferometer (https://swot.jpl.nasa.gov/) 기술로 

해양 및 연안 연구에 있어서 고해상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해양 관련 위성 미션들은 nadir-viewing radar altimeter를 이용하여 large scale 

(대략 200 km 이상) 공간 해상도에서 관측되는 해수면 및 해류에 대한 현상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 Interferometric SAR (InSAR) 기술을 바탕으로 한 SWOT 자료는 전지구

적으로 mesoscale  (15 km) 해상도로 해양 및 연안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NASA에서 지원하는 ICESAT-2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 2) 위성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laser altimeter (https://icesat-2.gsfc.nasa.gov/)이며, 극지방 

연구뿐만 아니라, 육상 자료 상품 가운데 하나인 ATL13 자료는 연안의 수심에 관련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DLR에서 지원하는 TanDEM-X 위성은 X-band SAR 위성으로서, 고도 차이가 

적은 갯벌에서도 DEM (Digital Elevation Map) 작성할 수 있는 위성 궤도 운영을 해온 

시기가 있기에, 한반도 조간대에서의 활용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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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동향

○ 국내 연안습지 관련 연구 현황

  경기도 강화도 지역에서 Landsat 영상 23장을 이용하여 waterline 기법으로 1999년

부터 2002년 사이에 해안선 변화를 관측하고, 퇴적물 분포상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Lee et al., 2011).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서 제방 건설에 따른 해안선 변화를 Landsat 광학 영상을 이용

하여 1991년, 2002년, 2012년 해안선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Lee et al., 2015).

  경기도 소이작도에서 무인항공기 영상에서 얻은 waterline을 이용하여 DEM을 제작

하였고 GPS 관측치를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Kim et al., 2015).

  충청남도 황도 갯벌에서 고해상도 광학영상인 IKONOS 및 KOMPSATt-2을 이용하여 

퇴적상 변화를 연구하고, 저서생물 서식지 분포도와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Choi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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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SAR 빅데이터 처리

1. SENTINEL-1 빅데이터 수집

  ESA (European Space Agency) 에서 배포하는 SENTINEL-1 SAR 자료들 가운데, 

남한 서해 갯벌지역을 촬영한 총 6년간 (2014-2020년) 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지역으로 위도 125-128도, 경도 33-38도를 선정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위치한 갯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SF (Alaska SAR Facility) 아카이브로부터 SENTINEL-1 SAR 빅데이터를 keyword를 

이용하여 API (Application Processing Interface) 에서 자동화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성센터 운영동 서버실에 SENTINEL-1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자료처리할 서버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림 1. SENTINEL-1 빅데이터 저장 및 자료처리 서버구축, Dell PowerEdge R540_20Core.

  SENTINEL-1A,-1B  자료를 2014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188장 (ascending 

mode-path 127:#376; descending mode-path134:#597; descending mode-path032: #215)  

수집하고, 기본 SAR 자료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GPT 언어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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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서해 갯벌지역을 촬영한 SENTINEL-1 영상 파일 기록들과 영상 swath를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현함.

2. GPT 언어를 이용한 SAR 자료 처리

  SENTINEL-1 데이터들 가운데, Level 1 Ground Range Detected (GRD) High 

Resolution (HR) 이고 beam mode은 IW (Interferometric Wide Swath) 인 상품을 이용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Single Look Complex (SLC) 자료를 받은 이후, 기본적인 후

처리 과정을 (radiometric correction, multilook processing and speckle noise removal, 

incidence angle correction, orthorectification)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SAR 자료는 DN (Digital Number)로 제공하고 입사각과 최고 세기값에 

대한 상대치인 dB 값으로 표현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DN 값들을 Gamma Nought로 

변환시켜서 타 연구들과의 비교분석에 용이하도록 radiometric correction를 수행하였습니다.

  레이더 영상은 능동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이기에 지표면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speckle 노이즈가 많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5x5 윈도우 크기의 median filter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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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kle noise를 제거하고 3x3 윈도우 크기로 range 와 azimuth 방향에 대해서 multilook 

processing 적용하였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는 비행궤도에 따른 좌표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반 영상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정사 영상으로 변환하였습니다 (orthorect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SRTM DEM 자료를 이용하여 SENTINEL-1 자료를 좌표변환하였습니다. 최종 공간해상

도는 30m 자료로 생성하여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림 3. SAR 기본 자료처리에 대한 GPT  언어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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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AR 전처리 과정을 마치고 모자이크한 SAR Gamma nought 평균값과 이용된 

영상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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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안습지 면적산출 알고리즘 개발

1. 수체 적용 알고리즘 빅데이터 구현

  수체 적용한 알고리즘을 조위 자료에 근거해서 연안습지 면적산출 알고리즘 개발하였

습니다.

  일반적으로 광학영상에서 구름에 대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중시기의 자료들을 

가지고 수체 면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합니다. 

  전체 자료를 포괄하는 시기에서 물로 탐지되는 경우에 대한 확률도를 근간으로 각 날

짜별 수체 면적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물에 대한 높이 값과 연계하여, 수체에 대한 저수량도 산출하여 수자원에 대

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빅데이터 기반의 수체 면적 계산 알고리즘을 연안 면적 계산 알고리즘으로 수정 

개발.

2. 연안습지 면적산출에 최적화

  전체 자료를 포괄하는 시기에서 물로 탐지되는 경우에 대한 확률도를 근간으로 각 

날짜별 수체 면적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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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위 높이가 높을수록 연안습지 면적이 줄어드는 선형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식을 

산출하였습니다. 

  레이더영상 자료 처리를 할 때, 고유의 고해상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이즈를 해결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multilook processing 과정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공간해상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multilook processing 과정에서 공간해상도를 줄이는 효과를 최소화하고, 

multi-temporal 자료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접근을 시도하였

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체 면적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본 연구에서 연안 면적 계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개발하였습니다.

  SENTINEL-1 SAR 자료는 편광 VV (송수신 모든 vertical polarization) 와 VH (송신은 

vertical pol. 이고 수신은 horizontal pol.) 제공합니다. VH 가 바람과 입사각에 대한 영향

력은 덜 받지만, azimuth smearing이나 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영향력을 더 

받기에 본 연구에서는 VV 만 이용하였습니다.

그림 6. 영상 픽셀 단위로 연안습지 면적 계산에 정확성을 높이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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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안습지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1. 조위에 따른 연안습지 면적 변동성

  SENTINEL-1 극궤도 위성으로 매일 동일한 시간에 촬영되지만 연구지역 조위의 일변

화로 노출되는 갯벌 면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날짜에 따른 조위 자료와 연안습지 면적

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해양조사원에서 조위 자료들은 컴퓨터 언어에서 읽기 쉬운 형식으로 전환시켜, 지역별로 

대표하는 조위 값들을 찾았습니다. 

  강화도 인근 5개 조위관측소의 tide level anomalies 계산하고, 조위 변화의 대한 시공

간적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강화도 인근 5개 조위 관측소의 tide level anomalies을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양상에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강화대교의 조위값이 나머지 4개 조위관측소의 값들과 상이한 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강화대교의 CDF 분포의 양상이 다른 것은 주변 지형의 경사도 및 

조위의 행태가 나머지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림 7. 최근 5년간 강화도 인근 조위 관측소들의 평균 해수면값 제외한 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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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 자료로부터 얻은 강화도 연안습지 면적과 인근 영종대교 조위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140회 조위 관측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조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갯벌의 면적이 선형 관계로 작아지고 커지는 경험식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조위 관측소의 조위 값을 한반도 전체 지역에 투영

하기에는 조위 관측소 위치마다의 다른 조위 높낮이 행태가 있기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림 8. (좌상)  SAR 기본 자료처리를 수행한 SENTINEL-1 Gamma nought 값. 2015년 

6월 4일에 촬영됨. (좌하) SAR 자료로부터 연안 습지 및 육지에 따른 classification 지도. 

(우) 최근 6년 동안의 강화도 연안습지  면적과 영종대교 조위 관측값 간의 관계. 빨간색 

동그라미는 2015년 6월 4일 값을 나타냄.



- 14 -

2. 기후 및 퇴적분포상과의 상호 연광성 분석

  총 6년간의 조위와 연안습지 면적에 대한 변동성을 경험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KIOST 이전 해안선 추출 결과들과 비교하여,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의 기후 변화에 

따른 연안습지 면적에 대한 변화들을 관측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황도 지역에서 연구한 퇴적 분포상 자료와 (Choi et al., 2011) 본 과제에서 

계산된 연안습지 시공간적 변동성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레이더영상 자료로부터 얻은 연안습지에 대한 지형변화와 갯벌에서의 조류로 위치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림 9. 지난 6년간 갯벌 면적에 노출 확률을 표현함. 1에 가까울수록 노출이 많고, 0에 

가까울수록 바닷물에 덮여 있음. 강화도 지역에서는 노출 확률을 조위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지형의 높이값으로 환산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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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안습지 연구를 위한 다중센서 융합 연구

1. 광학영상에서의 waterline 기법과의 비교 분석

  경기도 강화도와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서 실시했던 광학영상에서의 waterline 기법으

로부터 나온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동일한 조위와 기상조건에서 레이더영상과 광학영상 접근법의 장단점을 동일한 공간해

상도 (30m)에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광학영상에서는 선 형태의 DEM을 내삽을 통해서 

면 형태로 전환한 것에 반해서, 레이더영상에서는 픽셀 단위로 DEM의 값을 산출하고 면 

형태의 결과값을 표현하였습니다. 

  광학 영상과의 비교에서 방법론 이외에 자료 취득에서의 장단점을 지역별로 년도별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림 10. 광학영상 Landsat 과 레이더 영상 SENTINEL-1 로부터 얻은 30m 

공간해상도의 지형도. 해양조사원에서 실시한 LiDAR 고도값.

2. 무인항공기 사진측량 결과와의 비교 분석

  올해 현장조사로부터 측정된 황도지역의 갯벌 지형도와 지난 2015년 지형도 분석을 

통하여, 지난 5년 사이에 발생한 침식과 퇴적에 대한 공간 분포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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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조위와 기상조건에서 레이더영상과 무인항공기 접근법의 장단점을 동일한 공간

해상도 (10m)에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림 11. 무인항공기 활용하여 지형 변화를 관측. 2020년 9월에 획득한 DEM에서 2015년 

10월에 획득한 DEM을 차분하여 퇴적률과 침식률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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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목표달성도

총연구기간 내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연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성과목표 연구내용
가중치

(A)
달성실적

1년차

1. 

SAR 

빅데이터 

처리

1-1. SENTINEL-1 

빅데이터 수집

0.2

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배포하는 

SENTINEL-1 SAR 

자료들 가운데, 남한 서해 

갯벌지역을 촬영한 지난 

6년간 (2014-2020년)의 총 

1,188 이미지 수집

100

1-2. GPT 언어를 

이용한 SAR 자료 

처리

SAR 자료의 후처리 과정 

(radiometric correction, 

multilook process, speckle 

noise removal, incidence 

angle calibration, 

orthorectification, land 

masking) 관련된 batch 

script 작성

2. 

연안습지 

면적산출 

알고리즘 

개발

2-1. 수체 적용 

알고리즘 빅데이터에 

구현

0.4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중시기의 SAR 자료를 

이용한 수체 면적을 

계산하는 matlab script 

작성 (decision threshold, 

k-means clustering)
100

2-2. 연안습지 

면적산출에 최적화

조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픽셀 단위로 

습지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3. 

연안습지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3-1. 조위에 따른 

연안습지 면적 변동성
0.2

다년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조위에 대한 

연안면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 (강화도, 

황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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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기여도

○ 해양과기원 기관고유미션과의 연계성

  기관고유 미션인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 응용 및 실용

화 연구”와 부합합니다. 

 

  해양과기원 연구부문 전략목표 “해양환경 보전기술 개발 및 해양오염 관리체제 강화”

와 부합합니다. 

  연구성과계획서 연구지원부문 성과목표 3-3-1의 “해양위성 시스템 및 산출물 생산 

기술 개발”과 부합합니다. 

  연구성과계획서 연구지원부문 성과목표 3-3-2의 “다중 원격탐사 플랫폼/센서 통합 

활용 기술 개발”과 부합합니다. 

  해양과기원 R&R 상위역할 “해양기후변화 감시 예측으로 해양환경 생태계 위기 선제 

대응” 및 “해양영토 관리기술 개발로 국가적 해양방위 안전지원 체계 구축”과 부합합

니다. 

3-2. 기후 및 

퇴적분포상과의 

상호연관성 분석 

퇴적분포상과 공간정보 

간의 상관성분석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 (황도)

4. 

연안습지 

연구를 

위한 

다중센서 

융합 

연구

4-1. 광학영상에서의 

waterline 기법과의 

비교 분석

0.2

이전 연구과제에서 얻은 

waterline 기법의 광학영상 

연구결과와 비교함

100

4-2. 무인항공기 

사진측량 결과와의 

비교분석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지형도 제작하고 

사진측량을 실시함

계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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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아젠다와의 연계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61번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62번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와 연계합니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과 연계하여 재난,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의 기여 확대와 관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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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본 과제를 통해 연구된 알고리즘 및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광역적인 국내 연안 습지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갯벌 생산성 산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평균 갯벌 면적에 대한 광역적인 공간분포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조위에 따른 연안습지 면적의 분포도를 준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조위 모델을 

통해서 광역적인 연안 습지의 지형도를 구축하여 이로부터 전체 습지의 연도별 노출시간

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계절별에 따른 연안습지 지역의 퇴적률 또는 침식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시스템 (MEIS;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구축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지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MSP 

(Marine Spatial Planning) 차원에서 해양용도구역에 대한 설정에 보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원 주요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연안습지 연구에 대한 지원과제 

공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서, 소규모의 지역

적인 연구에서 전지구적 또는 광역적인 연안습지에 대한 위성자료와 모델링 연계의 해양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현장에서의 

갯벌 연구 결과들이 광역적인 연안습지 연구로의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제 2 절 파급효과

  좀 더 다양한 SAR 자료들의 활용으로 국내 연안습지에 대한 정략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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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연안생태에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양 전문 레이더 위성미션인 SWOT 자료에 대한 활용 필요성을 제고합니다. 

 

  국내 레이더 위성 미션인 KOMPSAT-5,6 자료에 대한 연안습지 및 감시 체계에 있어

서의 활용성을 제기합니다. 

  독일 레이더 위성 미션인 TanDEM-X 자료를 통한 서해 조간대에서의 정밀 DEM 

구축에 대한 활용성을 제기합니다.

  태풍과 해일에 의한 연안 지역 침수범람지역 예측기술 향상으로 피해 비용 저감을 

예상합니다. 

  매년 매립지에 대한 환경 대비 경제학적 수치 계산에 있어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안에서 기대되는 식량 및 자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안 습지는 환경적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과 연관됩니다. 

  실시간 해양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22 -

제 6 장 참고문헌

Choi, J.K., H.J. Oh, B.J. Koo, J.H. Ryu, S. Lee, 2011, Spatial polychaeta habitat 

potential mapping using probabilistic models,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93 98-105. 

Giri, C., E. Ochieng et al., 2011, Status and distribution of mangrove forests of the 

world using earth observation satellite data, Global Ecology and Biogeography, 

20, 154–159.
Kim, B.J., Y.K. Lee, J.K. Choi, 2015, Investigating Applicability of Unmanned Aerial 

Vehicle to the Tidal Flat Zone,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5, 

2015, 461-471.

Lee, Y.K. J.H. Ryu, J.K. Choi et al., 2011, A Study of Decadal Sedimentation Trend 

Changes by Waterline Comparisons within the Ganghwa Tidal Flats Initiated by 

Human Activitie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7, 5, 857-869.

Lee, Y.K., J.H. Ryu, J.K. Choi, S. Lee, H.J. Woo, 2015, Satellite-based observations of 

unexpected coastal changes due to the Saemangeum Dyke construction, Korea, 

Marine Poluution Bulletin, 97, 150-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