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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stuary in Nakdong River has changes by the construction of harbors, land reclamation
and artificial waterway changes. These results lead to changes of extinction and creation of deltaic barrier
island. The deltaic barrier island change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affect the function of the barrier
islands and cause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changes in the area of
the Nakdong estuary.
In this study, long-term changes of the area and suspended sediment of deltaic barrier island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were analyzed using Landsat TM/ETM+ images. As a result, end point rate (EPR)
values of shoreline in Jinwoodo and Sinjado are about 5m/yr and about 50 m/yr, respectively. The EPR
values of north-south and east-west direction in Doyodeung are 20 m/yr and -20 ~ 10 m/yr. The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SSC) has a maximum value of 25 g/m3 in the vicinity of Jinwoodo and Sinjado,
while it has a maximum concentration of 40 g/m3 in the vicinity of Shinjido and Doyodeung. In other
words, the area and the SSC change are small in Jinwoodo, and the area change and the SSC variation are
large in Sinjado and Doyodeung. As a result of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area change and SSC
variation using all data, the Pearson coefficient value (r) is 0.36 and it is 0.32 in winter data.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the SSC variation affects the deltatic barrier island area change. However, verification
using advanced altimetry data is necessary in the future. These studies can be used for coastal monitoring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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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조석, 파랑

및 하천 유출량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환경이며 삼각주

나 사주와 같은 다양한 퇴적체들이 발달한 지역이다

(Park et al., 2014). 연안 사주 (barrier island)는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된 섬 형태의 지형으로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육지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

식물에게 서식지 또는 산란장을 제공하고 연안역의 영

양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arter, 1988; Jeong et

al., 2007).

낙동강 하구역은 대표적인 삼각주 지형으로서 다양

한 자연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학적으

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본류인 낙동강과

주변의 환경조건에 의해 기존의 사주가 소멸되거나, 퇴

적작용에 의해 사주의 크기 및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 특히 녹산공단, 하구둑, 신항만 건설 등 대규

모 연안개발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Lee et

al., 1999; Kim and Ha, 2001; Kim et al., 2005). 이러한 변화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표

층 퇴적물 변화에 대한 연구는 낙동강 하구둑 건설 전

후로 진행이 되었다. Kim and Lee (1980)은 하구둑 건설

전 표층 퇴적물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하구부터 외해쪽까지 니질퇴적물이 분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Lee (1993) 및 Kim and Ha (2001)

는 하구둑 건설 후 표층 퇴적물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그 결과 하구둑 건설 이전에 비하여 이후

에 연안 사주 뿐만 아니라 사주 지역을 벗어난 지역까

지 사질의 함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형

및 면적 변화는 연안사주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Kim, 2005) 많

은 연구자들이 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지형측량, 항공

사진, 인공위성 영상 등을 활용한 지형 및 면적 변화 연

구를 많이 진행하였다 (Kim, 2005; Kim et al., 2007; Oh et

al., 2010; Jeong et al., 2013; Hwang et al., 2014). Yoo et al.

(2006)은 총 6개의 수치해도를 활용하여 사주의 시공간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Part et al. (2014)은 2007년부터

2012년 동안 총 12회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형변화를

DSAS (Digital shoreline analysis system: DSAS) 4.0을 활용

하여 관측하였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한 연구의 경우

밀썰물에 의하여 현장조사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적

인 자료 축척이 되지 않았다면 장기 지형변화를 관측하

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항

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Na et al., 2003; Kim, 2005; Jung et al., 2013;

Xu et al., 2013). Kim (2005)은 1987년부터 1996년, 2001년

까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하구둑 건설된 시기의 삼각

주 연안사주 지형변화를 관측하였다. 그 결과 삼각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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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낙동강 하구역은 인공 구조물인 하구둑, 항구의 건설 및 일부 지역의 매립과 인위적인 수로 변경 등

에 의해 기존의 사주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사주가 생성되는 등의 면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의 사주 변화는 연안사주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의 면

적 변화를 관측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Landsat TM/ETM+ 영상을 기반으로 낙동강 하구의 연안사주의 면적 및 부유퇴적물에 대

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간 해안선 변화율은 진우도는 약 5 m/yr 이하, 신자도는 약

50 m/yr이며, 도요등은 북-남 방향은 20 m/yr, 동-서 방향은 -20 ~ 10 m/yr 이다. 부유퇴적물 농도는

진우도와 신자도 부근에서 최대 25 g/m3 값을 가지는 반면에, 신자도와 도요등 부근에서는 최대 40 g/m3

농도를 가진다. 그 결과 진우도는 면적 변화 및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량이 적으며 신자도와 도요등은 면적

변화량과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량은 크다.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연안 사주 면적 변화와 부유퇴적물 농도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 계수 값이 0.36을 가지며, 겨울 자료의 경우 0.32의 값을 가진다. 즉, 부

유퇴적물 변화량이 연안 사주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추후에는 정밀 고도 측량

자료 등을 활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연안 관리 및 환경 변화에 의한 연안 모니터링 연구에 활

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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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주 지형변화의 성장/정체/쇠퇴 결과를 확인하였

다. Kim et al. (2005)은 1975년과 2001년 항공사진으로부

터 모자이크 항공사진을 제작하여 해안선 변화를 분석

하였다. 또한 Jeong et al. (2013)은 항공사진과 SPOT-5 영

상을 활용하여 해안선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기 자료 일부만을 가지고

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연안사주 지형 변화 또

는 면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

서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획득된 Landsat TM/

ETM+ 영상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연안 사주의 면적 변

화 및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

여 연안 사주 해안선 면적과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

연구지역인낙동강삼각주는남북 18 km, 동서 16 km,

면적 288 km2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각주이다.

낙동강 하구는 낙동강이 운반하는 토사량이 많고 운반

물질의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 삼각주 지형이 발달하

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Lee et al., 2016),

진우도, 신자도 및 도요등, 장자도, 대마등, 백합등, 맹금

머리등과 같은 여러 규모의 사주들이 발달되어 있다

(Park et al., 2014). 또한 낙동강 하구역의 연평균 유출량

은 약 139억톤이며 이와 함께 대마해류의 영향으로 인

해 복잡한 해황을 나타낸다 (Choo, 2002). 또한 매립사

업, 하구둑 건설,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사업 등으로 인

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안선과 사주지형이 변

화하고 있다 (Ryu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사주의 해

안선 및 면적 변화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사이 수로 3개

지점에서의 부유퇴적물 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Zone 1 지역은 진우도가 위치해 있으며, Zone 2는 신

자도, 장자도, 대마등, 명지도가 위치해 있다. Zone 3 지

역은 도요등과 백합등이 위치해 있다. Zone 1과 2 사이

Analysis on the Area of Deltaic Barrier Island and Suspended Sediments Concentration in Nakdong River Using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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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OMPSAT-2 image of Nakdong River, Korea, acquired 20 November 2008. Zone 1, 2 and 3 are sub area to calculate the
area of deltaic barrier islands. Red boxes indicate the location to analyze the SSC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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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서낙동강이 흐르며, Zone 2와 3 사이에는 낙동강

이 흐르고 있다. 또한 Zone 3과 육지 사이에도 낙동강이

흐르는 수로가 위치해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년 동안

획득된 Landsat TM/ETM+영상을 활용하였다. 영상은

구름이 적은 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총 획득된 영상은 26

장이다. 획득된 영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었으

며, 비슷한 조위와 조차를 지닌 시기에 촬영된 위성 영

상을 사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연안사주 해안선을 추

출하여 면적 산출을 하였으며 부유퇴적물 농도 지도를

작성하였다 (Table 1).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유퇴적물

농도는 해수 또는 강의 표층에서 부유하는 모래, 실트,

점토 입자 등을 포함하는 고체 물질들의 농도를 뜻한다

(Choi et al., 2014).

획득된영상으로부터부유퇴적물농도지도를작성하

기 위해서 영상의 방사보정 및 대기보정을 실시하였다.

방사보정은 아래 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Lλ = ( ) 

             × (QCAL _ QCALMIN) + LMINλ         (1)

여기서, Lλ는 복사휘도, QCAL은 화소, QCALMAX

는 보정 화소의 최대, QCALMIN은 보정 화소의 최소,

LMAXλ는 QCALMAX에 해당하는 휘도 , LMINλ은

QCALMIN에 해당하는 휘도를 의미한다. 이 후 대기보

(LMAXλ
_ LMINλ)

QCALMAX _ QCA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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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atellite images for monitoring the change of deltaic barrier islands

Satellite Date Tide at dadaepo St. Tide condition Low tide High tide Tidal range Season
LT5 1985-04-30 26.2 ebb 20 85 65

Spring
LT5 1991-03-14 64.81 ebb 2 103 101
LT5 1994-05-09 63.64 ebb 12 115 103
LT5 1995-04-10 36.73 low 31 81 50
LE7 2012-05-18 74.17 ebb 30 116 86
LT5 1985-06-01 48.43 ebb 13 131 118

Summer
LT5 1989-08-15 85.87 ebb 46 139 93
LE7 2004-06-13 35.56 ebb 24 92 68
LE7 2007-08-25 65.98 ebb 44 105 61
LE7 2015-07-30 68.31 ebb 29 135 106
LT5 1984-11-05 41.41 ebb 19 102 83

Autumn

LT5 1984-11-21 50.77 ebb -1 120 121
LT5 1985-10-23 55.45 ebb 32 96 64
LT5 1995-11-04 28.54 ebb 9 102 93
LE7 2010-09-18 81.19 ebb 58 107 49
LE7 2013-11-13 48.43 ebb 27 103 76
LT5 1985-12-10 53.11 ebb 3 114 111

Winter

LT5 1988-02-02 92.89 ebb 3 100 97
LT5 1989-02-04 68.32 ebb 16 102 86
LT5 1991-02-26 44.92 ebb 7 101 94
LE7 2003-12-20 41.41 ebb 15 98 83
LE7 2005-12-25 56.62 low 47 85 38
LE7 2007-01-29 54.28 ebb 32 84 52
LE7 2012-12-12 91.72 ebb 4 121 117
LE7 2014-12-18 69.49 ebb 36 106 70
LE7 2016-01-22 64.32 ebb 22 1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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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은 MODTRAN (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보정된

영상은 경험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부유퇴적물 농도

지도를 작성하였다. 경험적 알고리즘은Choi et al. (2014)

에서 사용한 현장 Rrs (660) 및 부유퇴적물 자료를 활용

하여 Landsat 영상에 적합하게 개발된 알고리즘 (Eom et

al., 2016)을 활용하였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SSC(Landsat) = 1.5119*e179.85*Rrs(660) R2 = 0.9205     (2)

여기서, Rrs (660)는 660 nm에 해당하는 원격반사도

(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 값이며, Landsat 영상의

경우 660 nm에 해당하는 밴드 3번의 원격반사도 값을

활용하여 부유퇴적물 농도 지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각 영상으로부터 사주 지역의 면적 산출을 위해

서는 근적외선 (Near Infrared) 밴드를 활용하였다. 사주

섬은 대부분 모래나 갯벌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해안

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물과 모래, 갯벌과 같은 사

질 퇴적물이 잘 보일 수 있는 밴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Landsat의 밴드 특성정보에 따

르면 4번 밴드는 0.76~0.90 μm의 근적외선영역의 파장

이며, 물이 파장을 거의 흡수하여 매우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육지와 물을 분류하기에 용이하다. 특히 연구지

역인 낙동강 하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간석지 및 사빈

퇴적물과 같은 퇴적물은 토양수분 분류에 용이한 5번

밴드보다는 4번 밴드에서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Jang et al., 2002; Ryu et al., 2003). 따라서 근적외

선 밴드를 기반으로 density slicing 방법 (Fraizer and Page,

2000)을 활용하여 사구 지역 해안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해안선의 시계열적 분석을 위하여 통계학적

변화율 등의 산출이 가능한 수치 해안선 분석용 프로그

램인 DSAS 4.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hieler et al.,

2009). 이 방법은 사주 해안선 전면에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하고, 기준선에 수직인 횡단측선(transect)을 생성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통계학적 변화율인 최대해안

선 변화량 (shoreline change envelope: SCE), 순 해안선 변

화량 (net shoreline movement: NSM), 연 해안선 변화율

(end point rate: EPR)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3개

의 기준선을 설정하였으며, 횡단측선 길이는 약 900 m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안 사주의 면적을 산

출하고 변화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 편차를 산출하

였다.

부유퇴적물 농도와 연안 사주 면적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이 계수는 두 변수간의 관련

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수

값 r 값은 두 변수가 완전히 동일하면+1, 전혀 다르면 0,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1을 가진다 (Stigler,

1989).

4. 연구결과

1) 사주 면적 및 해안선 변화 분석

Fig.2a-d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획득된 영상으로부

터 추출된 사주 해안선 변화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Zone 1에 비하여 Zone 2와 3에서 사주 변화가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Zone 2와 3 지역에서는 사주의 형태

가 점차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Zone 2 지역은 1990년

대 이후에 명자도의 주거단지 건설로 일부 지역이 매립

되었으며 1985년 이후에는 신자도가 동서 방향으로 형

태가 점차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Zone 3 지역의 경우

에는 하구둑 건설 후 을숙도와 백합등을 잇는 사주가 사

라지고 남쪽 지역에 1991년부터 새로운 사주 (도요등)

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주 변화를 면적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Fig. 3a-d는 각 연구 지역의 계절별 사주 면적 변화를 나

타낸 그래프이며, 편차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모든 계

절에서 Zone 1 지역의 사주 면적은 Zone 2와 3의 면적

보다 작다. 특히 Zone 2 지역의 경우 Zone 1과 3 지역에

비하여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Fig. 3b). 또한 Zone 1,

2, 3 지역에서 모두 1987년 이전에 면적이 가장 넓었으

며, 이 후 면적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한다. Zone 2

와 3에서 면적 변동이 심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자도 및 도요등의 사주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준편차를 확인해본 결과, 표준 편차는 Zone 1에는

1.38, 0.89, 0.57, 0.67인 반면에 비하여 Zone 2에서 표준

편차 값은 2.41, 1.21, 1.38, 1.01이며, Zone 3에서는 1.18,

Analysis on the Area of Deltaic Barrier Island and Suspended Sediments Concentration in Nakdong River Using Satellite Images

–205–

08이창욱(201~211)ok.qxp_원격탐사  2017. 5. 2.  오후 5:41  페이지 205



0.93, 0.93, 1.11로 나타났다 (Table 2). 즉Zone 2지역이 상

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나타내며, Zone 1이 가장 적은 면

적 변화를 나타낸다.

사주의 해안선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획득 영상이

가장 많은 겨울 기간에 획득한 10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해안선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2d에서와 같이 3개의 연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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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ltaic barrier island line at each image. (a) spring season, (b) summer season, (c) autumn season
and (d) winter season. White lines in (d) indicate the transection line to analyze the coastal line
change using DSAS method.

Fig. 3. Area change graphs of deltaic barrier island. (a) Zone 1, (b) Zone 2 and (c) Zone 3. The x and y
axes indicate year and change area (km2).

Table 2. Standard deviation value of area change at each
location

Season
Standard deviation

Zone 1 Zone 2 Zone 3
Spring 1.38 2.41 1.18
Summer 0.89 1.21 0.93
Autumn 0.57 1.38 0.93
Winter 0.67 1.0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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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가 진우도, 신자도, 도요등

에 대한 사주 해안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 4

와 같이 최대해안선 변화량 (shoreline change envelope:

SCE), 순 해안선 변화량 (net shoreline movement: NSM),

연 해안선 변화율 (end point rate: EPR)을 산출하였다.

SCE는 기준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해안선과 가

장 가까운 해안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 값은 총

이동거리만을 절대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NSM은 가장 오래된 해안선과 가장 최근의

해안선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것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양의 값은 해안선의 퇴적을 나타내고, 음의 값

은 침식을 의미한다. EPR는 가장 오래된 해안선과 가장

최근의 해안선과의 거리를 경과된 시간으로 나눈 것이

다. 이 값은 전체 자료가 아닌 두 개의 자료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진퇴 및 후퇴 양상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진우도의 경우, 양쪽 끝 부분에서 SCE 값이 약 300 m

~ 500 m 정도 가장 높은 변화량을 나타내며, 가운데 부

분에서 낮은 변화량 값을 가진다. 신우도 역시, 양쪽 끝

부분에서 400 ~ 500 m 정도로 높은 변화를 가지는 반면

에 중간 부분에서는 낮은 값을 가진다. 도요등의 경우

북-남 (transection no.: 33-42번) 지역에서는 북쪽 지역은

최대 700 m 변화량을 가지는 반면에 남쪽 지역은 100 m

이하의 낮은 변화량을 가진다 . 도요등의 동 -서

(transection no.: 43-56번)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최대 600

m 변화량을 가지며, 동쪽 지역에서는 약 100 m 정도의

변화량을 가진다 (Fig. 4a).

NSM의 경우 진우도는 약 100 m 이하의 값을 가지며

모든 지역에서 양의 값을 가지므로 퇴적을 나타낸다. 반

면에 신자도의 경우 양쪽 끝 부분은 최대 400 m 까지 퇴

적으로 인한 해안선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에, 중간 지

역에서는 약 400 m 침식으로 해안선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요등은 북-남 방향은 최대 약 600 m 퇴적이

우세한 반면에 동-서 방향에서는 최대 400 m 정도의 침

식과 200 m 정도의 퇴적이 모두 나타난다. EPR 값을 분

석한 결과, 진우도는 연간 변화율 5 m/yr 이하로 변화율

이 거의 없다. 신자도의 경우에는 양쪽 끝 부분에서 변

화율이 약 50 m/yr로 높은 반면에 중간 지역에서는 변

화율 20 m/yr로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하

지만 도요등의 경우에는 북-남 방향에서는 약 20 m/yr

의 변화율을 가지며, 동-서 방향에서는 -20 ~ 10 m/yr 변

화율을 가진다. 즉 Zone 1 지역은 전체적인 해안선 변화

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Zone 2 지역의 신자도와 Zone

3 지역의 도요등은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2)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 분석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 분포도 해안선 추출 영상과 동

Analysis on the Area of Deltaic Barrier Island and Suspended Sediments Concentration in Nakdong River Using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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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te of deltaic barrier island line change of (a) SCE, (b) NSM and (c) EPR for each transect of
Jinwoodo, Shinjado and Doyo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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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겨울에 획득된 10장의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Fig.5a-d는 10장의 영상 중 1985년, 1991년, 2003년,

2016년의 부유퇴적물 농도 분포도이다. 연구 지역은 약

5-50g/ m3 정도의 부유퇴적물 농도를 가진다. 특히 1985

년도에는 부유퇴적물 농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1991년

이후에는 부유퇴적물 농도가 낮다.

Fig.6a-c는 총 3개 정점에서의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a는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에 위치한 정점에서의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 그래프이

며, Fig.6b는 신자도와 도요등 사이 정점의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 Fig.6c는 도요등과 육지 사이 정점의 부유퇴

적물 농도 변화이다.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에 위치한 정

점 1에서는 5~25g/ m3 정도의 부유퇴적물 농도 값을 가

지며, 정점 2와 3 지역에서는 5~40g/ m3 정도의 부유퇴

적물 농도 값을 가진다. 특히 정점 1에 비하여 정점 2와 3

지역에서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정

점 1에서의 계절별 표준편차는 142.19, 120.65, 5.11, 3.05

이며, 정점 2는 187.73, 73.07, 30.95, 11.83이다. 정점 3은

67.81, 41.95, 11.11, 10.47의 값을 가진다. 전체적으로 봄과

여름에 높은 표준편차를 가진다. 또한, 정점 1에 비하여

정점 2와 3이 표준편차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

유퇴적물의 변화가 정점 1에 비하여 정점 2와 3에서 많

은 변화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안 사주 면적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연안 사주 면적 변화도

Zone 1보다는 Zone 2와 3에서 많은 변화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는 정점 1보다는 정점 2와 3에서 많은 부유

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유물질의 많은 변

화량은 결국 연안 사주 면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안 사주 면적 변화와 부유퇴적물 농도 간의 상관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획득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피어

슨 상관 계수를 산출 한 결과, 상관 계수 (r) 값은 0.36로

나타났다. 이 중 겨울 기간에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산

출한 사주 면적과 부유퇴적물 농도 간의 피어슨 계수 값

은 0.32로 나타났다. Cohen (1988)에 의하면 r 값이 0.1 이

하면 상관관계가 없으며, 0.1-0.3 사이는 약한 상관관계,

0.3-0.5는 상관관계가 보통이며, 0.5 이상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정의하였다. 즉,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와

면적 변화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토의

이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년 동안

획득된 Landsat TM/ETM+영상을 활용하여 낙동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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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SC map in winter season. (a) 1985. 12. 10, (b) 1991. 02. 26, (c) 2003. 12. 20 and (d) 2016.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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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위치한 연안 사주의 면적, 해안선, 부유퇴적물 농

도를 분석하였다.

총 3개 지역에서 연안 사주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1987년 이전에 각 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그 이

후에 면적이 감소한 후 1991년 이후 점차 Zone 1, 2, 3 지

역에서 면적이 다시 증가한다. 특히 Zone 2와 3 지역은

신자도와 도요등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면적 변화가 나

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건설된

낙동강 하구둑 공사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DSAS 방법을 활용하여 진우도, 신자도, 도요등의 해안

선을 분석한 결과, 진우도는 연간 변화율 5 m/yr 이하로

적은 변화율을 가지며, 신자도는 최대 변화율이 약 50

m/yr로 높다. 도요등의 경우에는 북-남 방향에서는 약

20 m/yr의 변화율을 가지며, 동-서 방향에서는 -20 ~ 10

m/yr 변화율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 Kim et al. (2005) 은 1975년과 2001년에 획득된

두 장의 영상으로 해안선 변화율을 산출하였으며, Kim

et al. (2007)은 1975년부터 2001년까지 획득된 6장의 항

공사진으로 해안선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Jeong et

al. (2013)은 항공사진과 SPOT 영상을 활용하여 1975년

부터 2009년까지의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각각 해안선 변화율 값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

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 모두 진우도에서는 변화율이 적

은 반면에 신자도와 도요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

율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유퇴적물 농도의 경우에는 진우도와 신자도 부근

에서는 약 5~25g/ m3 정도의 값을 가지며, 신자도와 도

요등 부근에서는 약 5~40g/ m3 정도의 값을 가진다. 즉,

진우도는 사주 면적 변화와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량이

적지만, 신자도와 도요등은 사주 면적 변화량과 부유퇴

적물 농도 변화량은 크다. 획득된 모든 자료로부터 연

안 사주 면적과 부유퇴적물 농도를 산출하여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r 값은 0.36을 가지며, 겨울 자료의 경우

0.32의 값을 가진다. 결국 낙동강 하구지역의 연안 사주

의 면적 변화와 부유퇴적물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추후에는 현장 조사를 통한 정밀 지형고도 자료 획득

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 뿐만 아니라 Landsat

TM/ETM+ 자료의 경우 자료 획득이 한정되기 때문에

시간 해상도가 높은 해색 자료인 MODIS 또는 GOCI

등과 같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부유

퇴적물 이동 프로세스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유퇴적물 이동 및 양, 면적, 지

형 변화에 대한 퇴적학적, 물리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1984년 하구둑 건설 및 1994년 명지도 매

립 등과 같은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향

후 연안 관리 및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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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SC variation graphs in each station. (a) st 1, (b) st 2 and (c) st 3.The x and y axes indicate year
and SSC value (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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