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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천시 옹진군의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에 존재하는 ‘풀등’이라 불리는 조석사주는 인근 선갑지적의 해

사채취로 인해 침식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접근성이 좋지 못한 풀등의 침식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이작도의 송이산 

정상에 무인영상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상모니터링시스템은 매 10분마다 4608×3456의 해상도로 풀등을 

분할 촬영하는 2대의 디지털 카메라, 실시간으로 영상자료를 실험실로 전송하는 Eye-fi 메모리카드와 LTE 휴대전화로 구

성된 무선네트워크, 그리고 카메라와 무선네트워크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전원공급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다. 영상모니터링시스템으로 획득한 영상자료는 기하보정, 해안선판독, 풀등 면적 산정 및 오차산정의 영상분석방

법을 적용하였다. 2012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보고서에 기록된 조위 137 cm의 2008년 풀등 면적 1.79 km2과 조위 148 

cm의 2010년 면적 1.59 ㎢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조위의 풀등 면적을 획득하였다. 2013년에 조위 137과 148 cm일 때 

풀등의 면적은 각각 1.37과 1.24 ㎢로 나타났다. 2008-2013년 사이에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풀등에서 약 

0.42 ㎢ 가 감소하였으며 2010-2013에는 약 0.35 ㎢가 감소하였다.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의 풀등에서 진행되는 침식은 

심각한 정도이며, 이러한 침식의 계절적인 변동 및 퇴적역학적 원인 규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영상모니터링, 조석사주, 침식, 풀등, 카메라

Abstract: A tidal sandshoal, called ‘Puldeung’ in the Daeijackdo Marine Protected Area(DMPA), is facing erosion due to sand 

mining in the nearby coastal region. To monitor the morphologic change and erosion of Puldeung, a camera monitoring system 

was established at the top of Song-Ee Mountain in Daeijack Island. The system consists of 2 Cannon digital cameras, Eye-fi 

memory card/Long-Term Evolution wireless network, and solar power supply. The acquired camera images were analyzed to 

obtain the area of Puldeung by the following methods: geometric correction of image, identification of shoreline, areal measure-

ment of Puldeung and its error estimation. To compare the Puldeung area with previously measured area of 1.79 km2 at tidal 

height of 137 cm in 2008 and of 1.59 km2 at tidal height of 148 cm in 2010, we selected images with same tidal heights. 

The Puldeung area was 1.37 and 1.23 km2 at the tidal height of 137 and 148 cm, respectively. The erosion at DMPA is very 

severe and thus it is imperative to initiate the morphodynamical study on the seasonal variation and long-term evolution of 

Puldeung as well as the causes and measures of Puldeung erosion.

Keywords: Camera monitoring, Tidal sandshoal, Erodion, Puldeung, Camera

1. 서 론
경기만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침

으로 형성된 리아스식 해안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하

고 있으며, 섬 주위에는 조류 방향과 평행한 조석사주가 잘 

발달되어 있다[1]-[3]. 섬 주위에는 강한 조류가 섬 주위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깊은 수로가 형

성되는 반면, 강한 왕복성 조류에 의해 조류방향으로 이동

하는 사질퇴적물의 선택적 집적으로 인해 조석사주가 불연

속적으로 형성되었다[4]. 경기만 조석사주의 경우 수십 킬

로미터의 폭을 가지고 조류의 방향에 평행하고, 해안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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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방향으로 발달해 있다[5](Figure 1).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대규모 조석사주는 지난 간빙기 이후의 퇴적학적 발

생 및 발달의 관점, 또는 모래 자원으로서의 경제적인 관점

에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석사

주의 발생기원과 특징[2][5][7], 조석사주의 순차층서학적 

발달[8][10], 조석사주의 형태 및 구조[7][11][12] 및 퇴적물

이동에 따른 조석사주 발달[3][13][14]에 대한 연구가 지금

까지 수행되어 왔다. 

경기만에 발달한 대규모 조석사주의 상층부는 대부분 모

래로 구성되어 있다[2][6][8][10]. 그렇기 때문에 1980-1990

년대의 건설 경기로 인해 하천 골재자원이 고갈되면서 조

석사주는 해양 골재원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만에서 이루어진 연간 약 1800만 

㎥에 달하는 해사채취는 수도권 골재의 약 70 % 를 감당하

였고, 해사 채취 인근 지역의 해사 부존량 감소 및 해안지

형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를 야기했다[15]. 

2000년대 초반에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이작도 해

수욕장의 지형변화와 해양 생태계 변화 및 수산자원의 변

동을 해사채취와 관련시켜 사회화함으로써 대이작도, 소이

작도, 승봉도 그리고 조석사주인 풀등을 포함하는 인천 옹

진군 대이작도 인근지역 55.7 ㎢가 2003년 12월에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Figure 1).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침식·퇴적 현황파악

이 필요하다.

Figure 1: Location of Daeijack Marine Protected Area, for 

which area of 55.7 km2 is indicated by the pink dotted 

line. The tidal sand shoal, Puldeung, is marked by green 

area.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침·퇴적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된 시민모니터링 사업에서 전통

적인 RTK-GPS 측량방법을 사용하여 대이작도에 위치한 

큰풀안 해수욕장과 작은풀안 해수욕장에서 지속적인 침식

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5]. 그러나 대이작도의 남

쪽에 위치한 풀등, 풀치 또는 하벌천퇴라고 불리는 동서 방

향으로 약 3 ㎞, 남북 방향으로 약 1.2 ㎞에 이르는 조석사

주에 대한 침·퇴적에 대한 연구는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는 

침식·퇴적을 파악하는 지형변화에 대한 관측에 있어서 전

통적인 측량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조시 짧은 시간동안 노출되는 약 3.6 ㎢ 의 

넓은 지역을 측량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의 지형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인공위성

이나 비디오모니터링과 같은 원격탐사가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해빈의 swash 또는 runup에 적용된 영상처리

기법[16][17]은 1980년대에 미공병대 산하 Field Research 

Facility에서 연안사주 형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법[18]으로 

적용된 이후 파랑 및 지형의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뿐만 아

니라 연안관리의 중요한 요소를 점하고 있다[19]. 국내에서

는 최초로 Kim et al. [20]와 Kim et al. [21]이 각각 비디오

와 카메라를 이용한 해안선 변화 관측기법을 제안한 바 있

다. 이후 영상관측시스템 활용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비

디오모니터링에 기반을 두고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장·단

기 변화(해안선 폭과 면적)를 파악하는 해안선 모니터링 사

업을 통해 연안관리에 활용하고 있다[22][24]. 최근에는 비

디오 모니터링을 통해 낙동강 하구의 연안사주가 퇴적에 

의해 바다로 전진하고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

[25][26]. 이렇듯 기존의 영상관측시스템 활용 연구는 주로 

육지에 면한 해수욕장이나 해수면 위에 드러난 하구의 연

안사주에 대한 것으로 섬에 위치하여 전기 공급이 원활하

지 않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조석에 의하여 잠시 드러

나는 조석사주에 대한 모니터링은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대이작도 풀등의 지형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무인자

동 카메라 관측·전송시스템을 소개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

여 획득한 영상을 분석하여 풀등의 면적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무인영상 관측·전송시스템
2.1 영상 모니터링 원리

영상모니터링 기법은 카메라 또는 비디오를 이용하여 해

변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획득된 영상을 실제지

점의 정확한 좌표로 변환하여 해변의 영상을 실제좌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획득된 영상이미지 자체로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정량적인 근거를 산출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좌표 변환된(rectified) 영상은 해

변의 시간적인 변화는 물론 해안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변화의 추이뿐만 아니

라 그 변화의 정도를 산정할 수 있게 한다. 

영상모니터링은 정밀도에 있어서는 다른 지형변화 관측 

기법에 비하여 떨어지지만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유·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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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ensor 1/2.3" CCD

Sensor Resolution 16 Megapixel

Focus Range 4.8~129.0㎜

Dimension 104 x 69.5 x 80.2 ㎜

Weight 341 g

Table 1: Canon PowerShot sx500is digital camera 

specifications.

기에 대한 원격 제어뿐만 아니라 획득된 자료의 전송도 가

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은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의 지형변화 모니터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2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및 적용

풀등의 지형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해발고도 188.7 

m 인 대이작도 송이산 정상에 설치한 무인영상관측시스템

은 크게 카메라, 네트워크 그리고 전원공급 장치로 구성된

다. 카메라는 Canon Powershot sx500is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하였으며, 카메라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Canon 

Powershot sx500is는 순정상태에서 매 10분마다 자동적으로 

촬영할 수 없으며, 본 시스템에서는 컴퓨터로 카메라를 제

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CHDK(Canon Hack 

Development Kit)를 카메라에 설치하여 카메라에 걸려있는 

제한사항을 제거함과 동시에 CHDK 스크립트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매 10분마다 4608 × 3456의 해상도로 영상을 획

득하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디지털 카메라 1대로 풀등 전

체 지역을 촬영할 수 없으므로, 2대를 사용하여 송이산과 

가까운 풀등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분할 촬영하고 영상

분석을 실시할 때 기하 보정 후 접합하였다.

매 10분마다 얻은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실험실에 전송

하기 위하여 자료의 저장 및 무선전송이 가능한 Eye-fi 메

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장착하였다. Eye-fi 메모리 카드는 촬

영한 영상을 촬영 즉시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컴퓨

터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무선 인터

넷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산 정상에서 무선 인터

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LTE(Long Term Evolution) 휴대전화

를 설치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Canon 

PowerShot sx500is로 찍은 영상 1장의 용량은 약 25 Mb 에 

해당하므로 LTE 무선 네트워크가 아니면 원활한 전송은 

불가능하다.

송이산 정상에 설치된 카메라 구동과 영상의 인터넷 전

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구동에는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3개의 12 V 18 Ah 축전지를 사

용하였으며, 각각의 축전지는 2대의 카메라와 휴대폰에 전

원을 공급한다. 이 축전지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축전지가 방전되어 전력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

므로, 태양광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낮에 생산된 전력을 축전지로 충

전하는 방식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Figure 2

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장비들과 실제 설치 모습을 보여

준다.

Figure 2: Video monitoring system. (a) Canon Powershot 

sx500is camera, (b) Eye-fi memory card, (c) 12 V 18 Ah 

battery, (d) View of camera system setup at the top of the 

mountain.

2.3 풀등 영상관측

2013년 8 ~ 10월에 걸쳐 송이산 정상에 풀등 영상을 관

측할 수 있는 무인 영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3년 

10월 16일부터 풀등의 영상관측을 시작하였다. 영상의 기

하보정에 필요한 지상 기준점은 Spectra Precision의 

Promark700 GNSS System을 이용하여 관측하였고, 관측 당

시의 조위는 굴업도의 조위를 활용하였다. Figure 3은 송이

산 정상에 설치된 2대의 영상관측시스템으로 촬영한 분할

된 풀등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 Image taken from top of Song-Ee mountain (a) 

Two images of Puldeung taken from two cameras, (b) One 

Puldeung image that was combined from two separa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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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이미지 분석
3.1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관측 및 좌표변환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변화에 대

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영상의 기하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기하 보정은 좌표변환을 이용하여 원근감이 나타나

는 빗각 촬영된 영상을 지도와 같이 정사영상으로 변환하

는 것을 말한다. 즉, 임의의 점 A의 영상 좌표와 지상좌표

의 관계를 통해서 수직상의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과 같이 

사진 또는 비디오 영상이 갖고 있는 화면상의 굴절이나 원

근효과가 제거된 정사영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사영상의 

경우 픽셀과 픽셀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실측거리에 대

한 계산이 가능하므로 영상의 정성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해안선 변화 혹은 풀등 면적 등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영상자료를 실제 좌표의 정사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는 좌표변환의 기준이 되는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을 관측하여야 한다. 풀등과 같은 조간대 갯벌 지형에 

대한 지상 기준점의 관측은 썰물 동안 넓은 갯벌을 관측해

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좌표변환을 

위해서는 골고루 분포된 기준점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져야 

한다[2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이작도 풀등에 지상

기준점이 고루 분포하도록 2013년 10월 26일에 Promark 

700 VRS-GPS를 이용하여 16점을 측량하였으며, 2013년 11

월 15~16일에는 36점을 측량하였다.  Figure 4는 좌표변환

된 풀등 영상에 지상기준점을 표시한 것이다. 풀등의 가장

자리를 따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상기준점이 잘 나타

나 있다.

Figure 4: GCP coordinates displayed on the converted im-

ages  (a) east of puldeung GCP, (b) west of puldeung GCP

본 연구에서는 지상기준점을 Matlab의 공간변환 함수인 

“tform”에 입력하여, 송이산 정상에서 획득한 영상의 좌표

를 수직상의 공중에서 촬영한 정사영상처럼 지상 좌표계에 

투영하는 기하 보정을 실시하였다. Figure 5(a)는 빗각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ure 5(b)는 지상기준점

을 이용하여 Matlab ‘tform’으로 변환한 정사영상을 나타낸

다. Figure 5(c)는 Figure 5(b)의 직사각형을 확대한 것으로 

각 화소의 크기는 실제 거리에 대하여 일정한 축척으로 나

타내고 있으므로 영상에서 원하는 지점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위를 가지는 두 장의 영

상을 선별하여 기하보정을 실시하였고, 이렇게 얻은 두 장

의 정사영상은 풀등 전체의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하나

의 영상으로 접합하였다(Figure 6).

Figure 5: (a) Original image, (b) Rectified image, (c) 

Zoomed-in, rectified orthogonal pixel image.

Figure 6: Rectified and combin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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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안선추출과 면적산출 

접합된 정사영상에서 풀등의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풀등의 해안선을 추출해야 한다. 해안선을 추출

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육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바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노출된 

풀등에 해당하는 픽셀의 색을 구성하는 RGB(Red, Green, 

Blue)값을 분석하였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해당하는 해

안선을 상대적으로 쉽게 추출하기 위하여 Aarinkhof et al 

[28]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Matlab의 함수인 ‘imadjust’을 

사용해서 영상의 색상 대비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대

비가 커진 영상에서 노출된 풀등에 해당하는 RGB값의 평

균과 범위를 구하고, 이 범위에 해당하는 픽셀을 풀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이외의 RGB값을 가지는 픽셀은 바다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풀등으로 인식한 픽셀들의 경계를 연

결하여 해안선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육안으로 확인

하고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보정하였다. 이

렇게 추출·보정된 해안선은 하나의 폐곡선으로 만들었다

(Figure 7).

해안선 추출이 이루어진 이후, 해안선을 구성하는 폐곡

선을 이용하여 풀등 면적을 산정하였다. 즉, 폐곡선 내부의 

픽셀의 개수를 세고, 픽셀의 개수에 각 픽셀의 면적을 곱하

여 면적을 계산하였다. 각 픽셀의 면적은 기하보정된 영상

에서 하나의 픽셀이 차지하는 길이를 평가하면 가능하다. 

픽셀 길이는 x-방향이 0.9998 m이고 y-방향이 0.9995 m로

서, 하나의 픽셀이 표현하는 면적은 0.9993 ㎡이다. 그리고 

영상에서 추출된 풀등의 경계선 폐곡선을 이용하여 폐곡선 

내부의 픽셀의 개수를 계산하였고, 이 값에 각 픽셀이 표현

하는 면적을 곱하여 풀등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Figure 7: (a) Obtained by extracting the coastline boundary, 

(b) Inside filled with white pixels in coastlines

3.3 영상 기하보정의 오차

풀등의 면적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상자료분석에 따르

는 오차, 즉, 좌표변환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Matlab을 이용하여 기하보정하였을 때 발생

하는 오차를 산정하기 위하여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각각의 지상기준점의 오차를 산정하

는 것으로 Aarinkhof et al.[28]을 따라 원본 영상에 지상기

준점 좌표를 표시하고, 기하보정이 이루어진 영상에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표시하였다(Figure 8).

즉, Figure 8 (a)에서 붉은색 점은 지상기준점 중 하나의 

좌표에 표시한 것이고, Figure 8 (b)는 Figure 8 (a)의 붉은색 

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좌표 변환된 정사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8 (b)에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변환된 지상기준

점은 이미지 변환 과정에서 두 개의 점으로 표현이 되었고, 

변환된 지상 기준점이 표시되어야하는 좌표 위치는 파란색 

점으로 나타내었다. 이 점들의 거리가 좌표변환에 따른 오

차를 나타낸다. 만약, 좌표 변환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면, 붉은색과 파란색 점들이 중첩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상기준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면적의 차를 이용한 것으로 실제 지상기준점의 GPS좌표와 

기하보정된 지상기준점의 픽셀좌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

각형의 면적을 비교하였다(FIgure 9). Figure 9는 변환된 풀

등의 정사영상과 지상기준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을 

보여주고 있다. 파란 다각형은 실제의 지상기준점의 좌표

를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이고, 붉은 다각형은 변환된 지

상기준점의 좌표를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으로 각각의 면

적은 파란 다각형은 1.7755 ㎢이고, 붉은 다각형은 1.7780 

㎢이다.

Figure 8: Two cases (a and b) of error estimation. Red dot 

– transformed coordinated in the original image; Blue dot – 

real coordinate of GCP. 

Figurw 9: Puldeung Image and polygon using ground control 

points. Blue polygon – real coordinate of GCP; Red polygon 

– transformed coordinate of 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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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으로 산정한 각 지상기준점에 대한 기하보

정 오차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각 지상기준점이 가지는 오차 중 

가장 작은 값은 0 m로 실제좌표와 변환좌표간의 오차가 발

생하지 않았다. 오차가 가장 큰 지상기준점은 카메라와 먼 

지역에서는 24 m로 나타났다. 전체 지상기준점에 대한 기

하보정 평균오차는 7 m이므로, 정사영상의 오차는 ±7 m로 

산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 산정한 면적의 차이는 0.0025 ㎢으로 

기하보정 시에 발생하는 면적의 오차는 0.0025 ㎢로 산정하

였다. 하지만 이 오차 값은 첫 번째 방법으로 산정한 오차

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풀등의 면적 변화는 첫 번

째 방법으로 산정한 오차 값을 고려하였다.

4. 풀등 면적 변화
2012년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에 대한 조사관찰을 실시하였다[29]. 조사관찰에서는 

KOMPSAT-2 위성영상 9매 가운데 조위가 비슷한 

2008.04.08과 2010.05.13의 영상으로부터 풀등의 면적을 산

출하였다. 이 두 영상의 조위는 각각 137과 148㎝로 두 영

상간의 조위 차이는 약 10㎝ 이다. 조위 137 ㎝인 2008년 4

월 8일 풀등 면적은 약 1.79 ㎢이었고, 조위 148 ㎝ 인 2010

년 5월 13일 풀등 면적은 약 1.59 ㎢로 산출하였다. 이 두 

시기에 산출된 면적을 서로 비교한 결과 2008년에서 2010

년까지 약 2년 동안 풀등의 면적이 약 0.2 ㎢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관찰보고서에 수록된 풀등 면적과 비

교하기 위하여 같은 조위를 갖는 시기인 2013년 11월 16일

과 동년 11월 22일에 촬영된 영상에 대해 풀등 면적을 계

산하였고, 조위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고자 동일한 

조위를 가지는 영상끼리 비교하였다. 먼저 조위가 137 ㎝ 

일 때인 2013년 11월 16일 10:55에 촬영된 영상과 2013년 

11월 22일 11:36에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산출한 면적은 

각각 1.376과 1.367 ㎢으로 평균은 약 1.37 ㎢이다. 그리고 

조위가 148 ㎝에 해당하는 2013년 11월 22일 14:26 영상에

서 획득한 풀등의 면적은 약 1.24 ㎢이다. 그러므로 조위가 

137 ㎝인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0.42 ㎢가 감소하

였으며, 조위가 148 ㎝인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 

0.35 ㎢가 감소하였다. 

기하보정 오차를 이용하여 위에서 산정된 풀등의 면적에 

기하보정 오차를 포함하였을 경우의 면적을 재 산정하였

다. 추출한 해안선에 기하보정 오차인 약 ±7 m를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은 Table 2에 나타냈다. 조위가 137 cm일 때는 

최대 오차가 0.085 ㎢이고 조위가 148 cm일 때는 최대 오

차가 0.089 ㎢이기 때문에 면적 감소의 경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난 5년간 풀등은 지속적으로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면적감소율은 무시할 정도로 낮지 않다

고 볼 수 있다. 

Acquisition TIme

(Tidal Level)

Boundary 

Line
Area (㎢)

2013-11-16 10:55:00 (137 cm)

Origin 1.377

+7m 1.462

-7m 1.339

2013-11-22 11:36:00 (137 cm)

Origin 1.368

+7m 1.441

-7m 1.325

2013-11-22 14:26:00 (148 cm)

Origin 1.238

+7m 1.327

-7m 1.200

Table 2: Error estimation of Puldeung area.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 낮고 전력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서 해안지형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영상관측시스템을 대이작도의 조석사주(풀등)에 도입

함으로써 전통적인 지형관측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기

간 연속적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에서 무선으로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Eye-fi와 

휴대전화에서 연구실로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LTE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데 큰 역할

을 한 대이작도 풀등은 경기만 남단에서 이루어지는 해사

채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조석사주로서, 본 연구에서 

2008년부터 5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침식을 받고 있다는 것

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형변화가 계절적인 변동폭 

내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침식현상의 일환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규명은 현재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장기간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이작도의 해빈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침식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15] 풀등의 침식과도 관련성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향후에는 풀등 주변 해역에서의 

현장 관측을 통하여 바람, 파랑 그리고 조석과 조류 등 외

력에 의한 퇴적물이동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외력에 반응하는 풀등의 지형변화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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