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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편이며, 길이가 비교적 짧고 경사가 급한 

하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해안이 단조롭다는 것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며, 1:50,000 지형도상에서 해안선을 관찰해 보면 물의 출입이 심하게 나타

난다. 해빈은 해수에 의해 자갈, 모래 등이 운반․퇴적되어 이루어진다. 구성 물질

에 따라 모래가 많은 사빈과 자갈이 많은 자갈 해빈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파랑의 

에너지가 큰 곳에서는 자갈 해빈이 많으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빈이 많다. 사

빈이 잘 발달된 해안은 해수욕장으로 개발된 곳이 많다(동해안 cyber 해양생태공원, 

2008).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급격해지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바다에서 발생된 파도가 연안

으로 밀려오면서 50 cm 이상의 파고가 자주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파랑의 작용

이 활발한 동해안은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 홍수 시 많은 토사가 해안

으로 쉽게 공급된다. 또한 수심이 깊기 때문에 육지에서 해안으로 공급된 많은 양

의 토사가 파랑의 운반작용으로 인하여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해안선의 변화를 초

래한다. 

연구지역인 망상해수욕장은 연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가 우세하고, 특히 북쪽에

서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의 세기가 강해지면 연안을 따라 낮은 수온의 해수 

흐름이 발생한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바닷물은 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파도로 인

해 표층에서 저층까지 해안선과 거의 직각 방향의 왕복 운동을 하고, 이 작용으로 

모래는 지속적으로 해안선의 직각방향으로 유동하게 된다(국립해양조사원, 2008).

박은선(2007)은 망상해수욕장의 해빈변화를 관찰하고자 1970～2005년도까지의 그 

지역을 촬영한 5장의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35년간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해안의 변

화와 연안구조물에 의한 퇴적양상의 변화, 그리고 이안류에 의한 사주의 발달 형태

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망상해수욕장은 모래의 유동이 심한 지역으로 보다 많은 영

상자료를 이용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빈의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의 원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빈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해빈의 변화양상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망상해수욕장의 9장의 항공사진과 1장의 KOMPSAT-2 영상

을 이용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획득한 1970～2005년도의 고

해상도 항공사진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획득한 2007년 KOMPSAT-2 영상을 

토대로 시간에 따른 37년간의 망상해수욕장의 해빈변화를 알아보았다. 해빈면적 산

출 시 조석에 의한 해빈면적의 오차를 보정해 주었으며, 망상해수욕장의 해빈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빈의 면적변화와 퇴적 양상, 그리고 이안류 및 해류에 의

한 모래의 이동에 대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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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지역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은 묵호 북쪽 4 km, 옥계 남동쪽 4 

km 지점에 위치하며, 강원도가 지정한 국민관광지이다. 해안은 북쪽 용바위에서 남

쪽 대진 암초까지 너비 500 m, 길이 5 km의 좁고 긴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수심

이 깊고 파도가 거세어 해수욕장의 개설이 지연되었으나, 북평 임해공업단지와 묵

호항의 시설 확장과 더불어 강릉∼삼척 간을 연결하는 해안 관광지로 적합하여 급

속한 발전을 보였다. 

그림 1-1의 KOMPSAT-2 망상해수욕장 영상에서 연구지역에 건설된 옥계항과 

대진항의 위치를 확인 하였으며, 구조물에 의한 퇴적양상의 연구를 위해 방파제의 

건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지역인 망상해수욕장은 겨울철 온도가 

높으며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하다. 이러한 동해안의 기후는 해안선으로부터 서쪽으

로 약 20여 ㎞ 떨어진 해발 1000 m 이상의 태백산맥 능선의 영향에 기인한다. 해안

지형이면서도 산맥이 인접한 지형으로 인해 매우 특이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2007년 3월 23일의 KOMPSAT-2 망상해수욕장 영상

망상해수욕장은 전체적으로 해양성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내륙지역에 비하여 동해

해역은 겨울철 온도가 높으며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하다. 동해해역의 기후 특색은 

겨울기간에 같은 위도상의 영서지방 및 서해안 지방과 비교했을 때 온난하다는 것

이다. 동해안의 겨울철 기온이 특히 높은 이유는 동해의 깊은 수심과 난류인 동안

해류의 영향뿐만 아니라 태백산맥이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푄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난류가 흐르고 바람도 막아주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것이다. 그러나 북동기류에 의한 지형성 호우, 대설, 짙은 안개가 강하여 사계절 날

씨가 고르지 못한 현상을 나타낸다. 동해해역의 바람은 서풍계의 바람으로, 때에 따

라서 최대풍속 15 ㎧ 이상의 강풍 또는 순간 풍속 20 ㎧ 이상의 돌풍이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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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두산백과사전, 2008). 

그림 1-2는 우리나라 해안의 평균 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를 보면 우리

나라 동·남·서해안의 연안에서 관측된 연평균 수온은 동해안이 8.6℃～15.9℃이며, 

남해안은 15.7℃～18.8℃, 서해안은 10.9℃～14.9℃를 나타낸다(국립해양조사원, 

2008).

그림 1-2. 우리나라 동·남·서해안의 연안에서 관측된 연평균 수온

그림 1-3은 망상해수욕장 부근의 수심 자료로서,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수심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심이 20 m 이상인 곳에는 어장이 형성되

어 있다.

그림 1-3. 망상해수욕장 부근의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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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과 KOMPSAT-2 영상을 토대로 시간에 따른 망상해수욕

장의 해빈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영상자료는 1970～2005년 사이에 획득

한 9개의 항공사진과 2007년 3월 23일에 획득한 1개의 KOMPSAT-2 영상으로 짧

게는 2년, 길게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가진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빈면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 별 영상으로부터 면적 산출의 기

준이 되는 철로를 바탕으로 polygon을 만들어 망상해수욕장의 해빈 면적을 계산하

고 변화를 알아보았다. 

둘째, 전체 해빈면적의 오차 값을 고려하기 위해 해안선 근처의 경사를 이용해 조

석변화에 의한 해빈면적의 일 변화량을 구하였다. 

셋째, 망상해수욕장에 건설되어 있는 옥계항과 대진항에 의한 퇴적의 변화를 관찰

하고, 연안구조물에 의한 퇴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영상으로부터 해안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넷째, 연도 별 영상에 나타난 해안사주의 모양과 해빈 변화의 발생 원인으로 보이

는 해류와 이안류에 의한 모래의 이동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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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이론

1. 항공사진

항공영상은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표를 촬영한 사진이며, 공중사진이

라고도 한다. 지표를 바로 위쪽에서 촬영한 것을 수직사진(그림 2-1), 비스듬히 촬

영한 것을 사각사진이라고 하는데, 사진측량, 사진판독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는 것은 대개 수직사진이며 사각사진은 보도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

히 1920년경부터는 항공사진 촬영 전용의 카메라와 항공기, 사진으로부터 측량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도화기 등이 급속히 개발되어 현재는 지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은 

물론 지형, 지질, 산림, 토지이용, 방재, 도시계획 등의 조사나 군사목적 등에 항공

사진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림 2-1. 수직 항공사진의 촬영경로

그림 2-2에서 항공사진은 2,000∼6,000 m 정도의 고도에서 1/10,000～1/40,000 정

도의 축척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 코스 사이에서는 30% 정도, 동일 코스 

내의 서로 잇닿는 사진 사이에서는 60% 정도 중복을 두고 촬영한다. 사진의 크기는 

23 cm2(광각 카메라의 경우)나 18 cm2(보통각 카메라의 경우)가 보통이며, 일반적으

로는 팬크로매틱필름이 사용되지만 사진의 내용을 판독하는 조사용에는 적외선이나 

컬러필름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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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다중 촬영경로에 의해 생성된 항공사진의 블록

항공사진은 영상마다 렌즈의 초점거리와 촬영시각, 고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상

도도 다르게 나타나며, 난외에 촬영고도, 촬영시각, 촬영시의 카메라 기울기를 나타

내주는 수준기, 사진번호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하는데, 이를 그림 2-3에 나타내었

다. 

그림 2-3에 표시된 숫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적절한 노출이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레이스케일의 농도계

2) 항공사진사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

3) 고도계

4) 백색 십자선 사진지표

5) 시계

6) 렌즈의 일련번호

7) 초점거리(mm)

8) 프레임 번호

9) 비행명과 날짜

10) 비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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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항공사진의 가장자리에 기록된 추가정보

이와 같은 영상부가정보는 오래된 항공사진을 분석할 경우 정보 추출에 유용하며, 

특히 복잡한 사진 측량 기기로 수정되어야 하거나, 소프트 카피 사진측량에 이용할 

경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2-4의 2005년 4월 26일 코스번호 29-71과 29-72의 영상의 시계를 

보면, 코스 사이의 시간은 21.5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두 영상간의 이동

거리는 1,515 m로 항공기의 이동속도 또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5는 1970년 11

월 29일과 2005년 4월 26일 항공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고도계이다.

그림 2-4. 2005년 4월 26일 로스번호 29-71과 29-72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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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970년 11월 26일, 2005년 4월 26일의 고도계

표 2-1은 연도 별로 각각의 항공사진에 대한 촬영 날짜와 시간, 카메라의 종류와 

렌즈 번호, 항공기의 번호 등을 나타낸 것이다. 1974년 9월 26일, 1980년 10월 1일

에 촬영된 항공사진의 메타데이터는 산림청에서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

였다.

표 2-1. 7개 항공사진의 메타데이터

(1974년 9월 26일, 1980년 10월 1일 항공사진 제외)

1970/

11/29

1980/

10/21

1989/

10/7

1996/

11/14/

2005/

4/26

2005/

10/1

촬영시각
12시

52분29초

12시

31분23초

13시

16분42초

10시47분55초,

10시48분55초

10시

29분42초
11시52분

항공기

번호
HL2017 HL2017 X HL1060 HL5220

CE-SSNA

206-G
렌즈의

초점거리
152.29 152.00 153.40 152.59 153.58 152.63

렌즈번호 98162 404 3081 98162 13084 127750

카메라 

종류

RMKA15/

23
RC-8 RC-10 RMKA15/23 RC-20

RMKA15/

23

촬영지구 강릉지구 동해지구 강릉재제작 춘천지구 강원1지구 동해지구

코스트렉

번호
3-2 1-5 9-4 8-74 29-72 36-100

stereo의

유무
O O X O O X

그림 2-6은 망상해수욕장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다. 항공사진을 보면 옥계항

과 대진항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옥계항은 망상해수욕장으로부터 북서쪽 4 km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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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진항은 남쪽 3 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옥계항에 위치한 방파제는 1987년 

5월에 허가를 받아 7월에 착공하였으며, 옥계항은 1991년 10월 14일에 무역항으로 

개항하였다. 대진동에 위치한 방파제는 1987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도 건설 중

이다. 

    

    (a) 1970년 11월 29일의 항공사진         (b) 1974년 9월 26일의 항공사진

    

    (c) 1980년 10월 1일의 항공사진         (d) 1980년 10월 21일의 항공사진

    

     (e) 1989년 10월 7일의 항공사진              (f) 1996년 11월 14일 

                                              10시 47분 55초의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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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1996년 11월 14일             (h) 2005년 4월 26일의 항공사진

        10시 48분 55초의 항공사진

   

     (i) 2005년 10월 1일의 항공사진

그림 2-6. 망상해수욕장의 연도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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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MPSAT-2

아리랑 위성은 한국에서 개발하는 지구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의 한국 명칭이

며, 아리랑 위성의 영문명은 KOMPSAT(KOrea Multi-Purpose SATellite)이다. 1호

는 1999년, 2호는 2006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운영 중이다. KOMPSAT-2호는 

한반도 정밀관측을 위한 고정밀 위성개발 및 고해상도 탑재 카메라기술 조기 확보

를 목표로 1998년 8월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과학

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공동 참여하는 범부처적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되었다. 2006년 7월 28일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KOMPSAT-2호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주도한 실용위성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는 세계에서 7번째로 1 m급 고해상도 위성을 보유한 위성강국 대열에 진입했다.

KOMPSAT-2는 고도 685 km의 태양동기궤도를 선회하고 있으며, 800 kg 무게에  

직경 1.90 m, 높이 2.57 m, 길이 6.85 m 크기이다. KOMPSAT-2는 흑백 1 m, 컬러 

4 m 해상도의 관측 폭 15 km 성능을 갖는 고해상도카메라(MSC, Multi-Spectral 

Camera)가 탑재된 임무수명 3년의 위성이다. 발사 후 685 km의 저궤도에서 지구를 

하루 14바퀴 반 돌며 촬영하며, 데이터를 대전 지상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특히 1 

m급 카메라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위성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초정밀 카메라로서 가로와 세로 1 m의 물체를 사진상 점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차종까지 알아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 감시와 각종 자원의 이용실태조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지도제작 등 다

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7은 2007년 3월 23일에 촬영된 KOMPSAT-2 영상이다. 왼쪽은 망상해수

욕장을 포함한 동해안의 전체적인 영상이고, 오른쪽은 망상해수욕장의 확대 영상이

다.

      

  (a) 2007년 3월 23일의 KOMPSAT-2 영상  (b) 망상해수욕장을 확대한 영상

그림 2-7. 2007년 3월 23일의 KOMPSAT-2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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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처리

1. 기하 보정 (Geometric Correction)

항공사진은 중심투영에 의해 고도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축척 값을 갖는다. 서로 

다른 축척 값은 기복 변위가 생겨 어떤 특정 지물의 정확한 거리나 각도를 추출하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센서의 고도, 자세, 속도변화, 지구곡률, 대기반사에 의해

서도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하학적 왜곡(Geometric Distortion)은 항공사진

의 각 점에 대한 위치 변화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각 점의 위치를 변환해 주는 과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성영상 또한 지표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위성에 부

착된 센서에 의해 얻어진 영상과 지상에서의 3차원 위치 사이에서 영상 취득 시 지

구의 자전, 지구의 곡률, 넓은 관측 폭(Swath), 위성의 고도, 자세, 속도의 변동, 센

서 스캔의 비선형성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기하학적인 왜곡이 생긴다. 따

라서 위성영상에서 기하왜곡을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상자료로부터 정보를 추

출하기 위한 전처리과정에서의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영상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는 과정을 기하 보

정이라고 한다. 기하왜곡을 보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지역 영상의 지상기준점

(GCP : Ground Control Point) 보정을 이용하는 것이며, 연구에 사용되는 망상해수

욕장의 항공사진과 KOMPSAT-2 영상 자료의 위치 보정을 위해 지상기준점 보정

을 하였다.

9장의 항공사진과 1장의 KOMPSAT-2 영상 중 2005년 4월 26일의 항공사진을  

수치지도와 Landsat-7 영상을 참고하여 보정을 한 후 영상 좌표계와 지리 좌표계 

사이의 대응되는 점인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영상의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그 

외의 영상은 2005년 4월 26일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 1970년 11월 29일, 1974년 9월 

26일, 1980년 10월 1일, 1980년 10월 21일, 1989년 10월 7일, 1996년 11월 14일, 

2005년 10월 1일, 2007년 3월 23일 순으로 보정을 하였다. 산과 같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왜곡이 심해 보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비교적 평탄

한 해안부근을 중심으로 보정을 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철도선을 

기준으로 지상기준점을 많이 잡았으며, 해안부근을 중심으로 기하보정을 실시하면

서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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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안선 추출

항공사진과 KOMPSAT-2 영상에서 망상해수욕장 영역만을 추출하였다. 37년간의 

해안선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70～2007년 사이의 총 10개 영상으로부터 해안선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고해상도 영상임에도 모래와 파도가 만나는 지점인 해안선을 육안으로 판

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조석에 따라 변동이 있다. 따라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확대하여 파도와 모래를 확인하고 해안선이 최대인 지점인 최대해안선과 해

안선이 최소 지점인 최소해안선의 polygon을 만들었다. 

그림 3-1은 각 연도별 최대해안선과 최소해안선의 polygon 추출 영상이며, 최대

해안선과 최소해안선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0년 11월 29일의 영상을 예로 

들어 보았다(그림 3-2). 이렇게 최대해안선과 최소해안선으로 나누어 polygon을 만

드는 이유는 해안선의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a) 1970년 11월 29일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b) 197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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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c) 1980년 10월 1일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d) 1980년 10월 21일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e) 1989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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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f) 1996년 11월 14일 10시47분55초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g) 1996년 11월 14일 10시48분55초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h) 2005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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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i) 2005년 10월 1일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j) 2007년 3월 23일

그림 3-1. 각 연도별 최대해안선과 최소해안선의 polygon 해안선 추출 영상

(a)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b) 최대해안선, 최소해안선 

   추출 영상                     추출 확대 영상

그림 3-2. 1970년 11월 29일 해안선 추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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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지도를 이용한 해안의 경사값 추출

수치지도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치로서 나타내는 지도로 수심을 수치로 나

타내는 해도와 지형의 기복상태를 나타내는 지형계측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빈의 면적은 조석의 영향으로 인해 하루 동안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알 

수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시각의 조석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

아 경사값을 추출하였다. 경사값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얻은 UTM-K로 제작된 연

안정보도로부터 추출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를 불러온 후 단일해안선과 등수심선만을 추출 

2) UTM-K 좌표계(한반도 전역을 포함하는 한국형 UTM 좌표계)부여

3) UTM-K 좌표계의 수치지도를 UTM 좌표계로 변환(세계적 표준으로 UTM 좌표

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4) 추출된 단일해안선과 등수심선을 벡터로 변환

5) 벡터와 항공사진, 위성영상의 부합 여부 확인

6) 벡터파일로부터 등수심선 0 m～2 m 사이의 거리 계산

7) tanθ = d/L ------------------------------------------------ 식-1

∙ θ : 등수심선 0 m～2 m 사이의 경사값

∙ d : 등수심 간격 2 m

∙ L : 등수심선 0 m～2 m 사이의 수평거리

식-1을 이용하여 해안의 경사값 추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안의 경사 값을 추출 하였다. 그림 3-3은 기하보정 된 

항공사진에 벡터파일을 중첩한 영상이다.

  

         (a) 항공사진에 중첩된                  (b) 항공사진에 중첩된 

               수치지도영상                    수치지도 확대 영상(망상)

그림 3-3. 기하보정 된 항공사진과 벡터파일의 중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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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분석

1. 해안선 변화

망상해수욕장의 해빈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먼저 해안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안선의 변화는 RGB(Red, Green, Blue)합성 기법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

림 4-1 (a)는 RGB를 이용한 전체영상이며, (b)는 RGB 조합을 확대한 그림이다. 

RGB 조합은 가장 오래된 1970년 11월 29일 영상과 가장 최근인 2007년 3월 23일 

영상, 그리고 1970년 11월 29일 영상과 2007년 3월 23일 영상의 중간에 해당하는 

연도인 1996년 11월 14일 영상을 이용하였다. 

Red 밴드에 1970년 11월 29일 영상, Green 밴드에는 1996년 11월 14일 영상, 

Blue 밴드에는 2007년 3월 23일 영상을 삽입하였다. 3개의 영상이 모두 겹치는 곳

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Red 밴드와 Green 밴드가 겹쳐 보

이는 부분이며, 자홍색으로 보이는 곳은 Red 밴드와 Blue 밴드가 겹쳐 보이는 부분

이다. 그리고 청록색으로 보이는 곳은 Green 밴드와 Blue 밴드가 겹쳐 보이는 부분

이다. 

즉 해안선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3개의 영상이 모두 똑같이 겹쳐져서 해안선이 흰

색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 11월 29일 영상, 1996년 11월 14일 영상, 

2007년 3월 23일의 RGB 조합 영상에서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RGB를 이용한 해안선 변화비교               (b) RGB 조합 확대

 (Red : 1970년 11월 29일, Green : 1996년 11월 14일, Blue : 2007년 3월 23일)

그림 4-1. RGB 조합 영상

그림 4-2는 2007년 3월 23일 영상이며 polygon을 이용해 각각의 영상으로부터 추

출된 해빈의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Polygon은 1970년 11월 29일～2007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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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영상에서 파도가 최대로 들어와 해빈을 적시고 지나간 흔적으로, 최소해안선

인 minimum polygon을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를 통해서 해안선의 변화가 

많은 지역과 변화가 작은 지역을 알아볼 수 있다. 1970년 11월 29일은 빨간색 

polygon, 1974년 9월 26일은 파란색 polygon, 1980년 10월 1일은 노란색 polygon, 

1980년 10월 21일은 다홍색 polygon, 1989년 10월 7일은 밝은 하늘색 polygon, 1996

년 11월 14일 10시 47분은 연두색 polygon, 1996년 11월 14일 10시 48분은 녹색 

polygon, 2005년 4월 26일은 보라색 polygon, 2005년 10월 1일은 황토색 polygon, 

2007년 3월 23일은 주황색 polygon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2. 2007년 3월 23일 영상에 표시한 1970～2007년 Minimum polygon

그림 4-3은 해안선의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해안선의 변화는 1970～

2007년 동안 약 16.18 m로 나타났으며, 화살표로 표시해주었다. 그림 4-4과 그림 

4-5는 면적의 변화가 많은 지역이다. 그림 4-4은 옥계항 부근이며 49.36 m의 해안

선 변화가 나타났고, 그림 4-5는 대진항 부근이며 50.51 m의 변화가 나타났다. 해안

선의 변화가 많은 지역이 옥계항과 대진항 근처인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모래가 

퇴적되거나 침식, 또는 옥계항과 대진항의 준설에 모래가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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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해안선의 변화가 작은 지역

그림 4-4. 옥계항 주변의 해안선변화가 많은 지역

그림 4-5. 대진항 주변의 해안선변화가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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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은 2007년 3월 23일 영상이며, 1970 11월 29일～2007년 3월 23일의 10개 

영상에서 파도가 최대로 밀려나갔을 때의 최대해안선인 maximum polygon을 모두 

나타낸 것이다. 각 polygon의 색상이 나타내는 영상의 날짜는 그림 4-2와 동일하다.

그림 4-6. 2007년 3월 23일 영상에 표시한 1970～2007년 Maximum polygon

그림 4-7은 maximum polygon에서 해안선의 변화가 작게 나타난 지역이며 그림 

4-2와 비슷한 지역이다. Maximum polygon에서 해안선의 변화는 12.24 m로 나타났

고, minimum polygon일 때 보다 3.94 m 더 감소하였다. 그림 4-8과 그림 4-9는 해

안선의 변화가 많은 지역이다. 그림 4-8은 옥계항 부근이며 그림 4-4와 비슷한 지

역이다. Maximum polygon에서 해안선의 변화는 57.16 m로 나타났고, minimum 

polygon 일 때 보다 7.8 m 가 증가하였다. 그림 4-9는 대진항 부근의 해안선변화가 

많은 지역이며 그림 4-5와 비슷한 지역이다. Maximum polygon에서 해안선의 변화

는 47.22 m 로 나타났고, minimum polygon일 때 보다 3.29 m 더 작은 값이다. 

Minimum polygon과 maximum polygon의 차이는 파도에 의해 약 3 m 정도 생

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Polygon을 이용해 망상해수욕장의 해안선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옥계항과 대진

항 부근으로 갈수록 해안선의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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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해안선의 변화가 작은 지역

그림 4-8. 옥계항 주변의 해안선변화가 많은 지역

그림 4-9. 대진항 주변의 해안선변화가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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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빈의 면적변화 양상

항공사진과 KOMPSAT-2 영상에서 해빈과 육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1970

년 11월 29일～2007년 3월 23일의 영상에서 위치의 변화가 없는 철도선을 기준으로 

해빈의 면적을 추출하였다. 해빈의 면적을 추출할 때 해빈과 철도사이의 육지 면적

이 포함되었으므로 정확한 망상해수욕장의 면적은 아니다. 

표 4-1은 각 영상에서 추출된 망상해수욕장의 최대해안선의 최대면적과 최소해안

선의 최소면적을 나타낸 표이다.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을 이용해 해빈면적의 신뢰도

를 높였다. 1996년 11월 14일 10시 47분 55초 영상과 1996년 11월 14일 10시 48분 

55초 영상은 1분 간격으로 촬영된 항공사진이므로 두 영상에서 계산된 면적의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  

표 4-1. 영상별 해빈의 최소면적 값과 최대면적 값 [면적단위: m²]

최소면적 최대면적
1970년 11월 29일 811,480 859,570
1974년  9월 26일 878,090 883,080
1980년 10월  1일 868,190 884,460
1980년 10월 21일 887,040 919,160

1989년 10월  7일 827,500 845,330
1996년 11월 14일 881,460 913,870
2005년  4월 26일 919,300 933,410
2005년 10월  1일 882,450 889,740
2007년  3월 23일 845,340 886,450

최소면적 최대면적
1996년 11월 14일 889,520 923,520

873,400 904,220
평균 881,460 913,870

표 4-1에서 해빈의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면적 값을 보면 해빈면적은 1970년에

서 1980년까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1989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시 2005

년 4월 26일에서 가장 큰 면적 값을 나타내고, 2007년으로 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1989년에 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1980년～1989년 사이에 대

진동과 옥계에 건설된 방파제의 영향으로 시공 기초에 다량의 모래가 준설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표 4-1에서 추출된 최소면적과 최대면적 값을 이용해 그림 4-10

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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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평균값을 이용한 면적변화

그림 4-10은 각 영상에서 계산된 해빈의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는 표 4-10에서의 최소면적과 최대면적 값을 각 data point의 세로막

대 형태로 두고 두 값의 평균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최소면적 값과 최대면적 값은 육안으로 정확한 해안선을 구분하기 힘

들기 때문에 파도를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두 값 모두 정확한 해빈의 면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면적 값과 최대면적 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해빈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평균값은 초록색 실선, 파란색 사각형은 최대면적 값, 빨간

색 사각형은 최소면적 값이다. 1970년 11월 29일에 최대면적 값과 최소면적 값의 

차이가 48,090 m² 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고, 1974년 9월 26일에 최대면적 값과 

최소면적 값의 차이가 4,990 m² 로 가장 작았다. 37년간의 면적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1989년 10월 7일에 면적이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고, 2005년 4월 26일까지

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3월 23일까지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1970년 11월 29일과 2007년 3월 23일만을 비교해보면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정량적인 값으로 나타내면 최소면적일 때 34,330 m² 만큼 확대되었

고, 최대면적일 때는 26,880 m² 만큼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을 평

균한 값의 면적 변화는 30,605 m² 만큼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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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별 해빈변화 양상

그림 4-11은 구역별로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 망상해수욕장을 10개의 구역으로 나

누어 나타낸 그림이다. 앞서 면적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를 중심으로 

polygon을 만들었다. 각 polygon의 색상이 나타내는 영상의 날짜는 그림 4-2와 동

일하다. 

 

그림 4-11. 1970～2007년의 구역별 polygon

표 4-2와 표 4-3은 그림 4-11과 같이 구분된 구역으로부터 면적을 추출한 것이

다. 구역별 면적을 보면 1970년에서 2007년까지 37년간 구역1 부근은 면적이 줄어

들고 구역7 쪽으로 갈수록 면적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다시 구역10으로 갈수

록 면적이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1996년 11월 14일의 영상은 1분 간격의 두 

장의 영상이므로, 두 영상의 각각의 면적변화 양상 값을 얻은 후 평균한 값을 사용

하였다. 구역1은 옥계항 부근이며, 옥계항이 건설된 시기인 1989년 10월 7일에서 면

적이 줄어든 것을 최소면적 값인 minimum polygon과 최대면적 값인 maximum 

polygon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옥계항의 건설에 의한 모래 준설로 판단되

는데, 정확한 비교를 위해 1980년 10월 21일과 1989년 10월 7일의 구역1과 구역10

을 비교해보았다. 1980년 10월 21일과 1989년 10월 7일의 구역1을 보면 면적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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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구역

1970/
11/29

1974/
9/26

1980/
10/1

1980/
10/21

1989/
10/7

1996/
11/14

2005/
4/26

2005/
10/1

2007/
3/23

구역1 28,250 32,470 30,080 31,840 27,120 37,090 37,430 34,990 31,720
구역2 38,000 43,900 43,990 45,150 36,600 47,180 46,330 46,240 44,010
구역3 55,270 70,130 61,730 64,900 56,750 64,215 65,700 62,460 62,780
구역4 78,360 87,810 83,280 86,730 76,430 83,000 85,230 84,150 83,480
구역5 101,880 109,650 104,490 108,970 98,880 102,925 112,580 104,980 102,850
구역6 109,490 114,200 111,950 115,500 107,550 111,270 122,310 115,860 114,330

구역7 116,220 113,760 118,540 122,640 115,370 121,505 122,730 120,030 116,080
구역8 90,710 97,370 96,090 96,780 98,040 100,900 100,310 103,810 92,320
구역9 89,940 96,490 101,000 100,090 93,870 99,015 105,230 98,730 96,200

구역10 77,870 83,690 87,430 84,520 88,320 86,865 91,080 87,280 78,800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역10에서는 오히려 면적이 늘어났다. 이는  

최소면적 값과 최대면적 값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구역1 부근에서 옥계항의 

건설에 모래가 준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래 준설에 대한 내용은 앞서 표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구역별 면적 [Minimum polygon: 최소면적 값, 단위: m²]

표 4-3. 구역별 면적 [Maximum polygon: 최대면적 값, 단위: m²]

  날짜
구역

1970/
11/29

1974/
9/26

1980/
10/1

1980/
10/21

1989/
10/7

1996/
11/14

2005/
4/26

2005/
10/1

2007/
3/23

구역1 31,050 32,650 32,160 35,030 28,990 42,100 39,910 37,290 35,020
구역2 41,780 44,550 45,130 49,700 39,360 52,100 48,520 47,940 46,850
구역3 58,990 70,540 63,530 68,960 59,470 69,140 68,180 63,950 65,730
구역4 80,920 88,900 85,420 90,510 78,340 87,080 86,660 81,680 86,100

구역5 105,240 112,350 106,850 114,370 100,340 106,270 115,160 105,900 105,220
구역6 112,650 114,150 114,360 119,650 109,290 115,325 124,600 116,070 116,680
구역7 119,320 114,110 120,360 126,330 116,830 124,800 125,310 120,370 118,520
구역8 95,300 97,290 96,210 100,040 99,230 106,025 102,120 104,560 94,580
구역9 95,230 97,440 101,620 105,130 96,040 102,635 107,470 99,690 98,950
구역10 81,870 84,090 88,010 88,940 89,630 92,500 93,480 90,530 81,330

 표 4-4와 표 4-5는 영상별 구역 간 면적이다. 1970년 11월 29일～1974년 9월 26

일은 면적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1974년 9월 26일～1980년 10월 1일의 

면적변화 양상을 보면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0년 

10월 1일～1980년 10월 21일 동안에 면적이 다시 늘어났고, 1980년 10월 21일에서 

1989년 10월 7일의 변화양상을 보면 또 다시 면적이 대부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

다. 1989년 10월 7일에서 1996년 11월 14일까지의 면적변화 양상을 보면 다시 늘어

나는 양상을 보인다. 1989년 10월 7일에 면적이 전에 비해 대부분 줄어든 이유는 

옥계항의 준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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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연도별 구역 간 면적변화 양상 [Minimum polygon: 최소면적 값, 단위: m²] 

기간

구역

1970/11/
29～1974
/9/26

1974/9/
26～1980
/10/1

1980/10/
1～1980 
/10/21

1980/10/
21～1989
/10/7

1989/10/
7～1996 
/11/14

1996/11/
14～2005
/4/26

2005/4/2
6～2005 
/10/1

2005/10/
1～2007/

3/23
구역1 4,220 -2,390 1,760 -4,720 9,970 340 -2,440 -3,270
구역2 5,900 90 1,160 -8,550 10,580 -850 -90 -2,230

구역3 14,860 -8,400 3,170 -8,150 7,465 1,485 -3,240 320
구역4 9,450 -4,530 3,450 -10,300 6,570 2,230 -1,080 -670
구역5 7,770 -5,160 4,480 -10,090 4,045 9,655 -7,600 -2,130
구역6 4,710 -2,250 3,550 -7,950 3,720 11,040 -6,450 -1,530
구역7 -2,460 4,780 4,100 -7,270 6,135 1,225 -2,700 -3,950
구역8 6,660 -1,280 690 1,260 2,860 -590 3,500 -11,490

구역9 6,550 4,510 -910 -6,220 5,145 6,215 -6,500 -2,530
구역10 5,820 3,740 -2,910 3,800 -1,455 4,215 -3,800 -8,480

표 4-5. 연도별 구역 간 면적변화 양상 [Maximum polygon: 최대면적 값, 단위: m²]

기간

구역

1970/11/
29～1974
/9/26

1974/9/
26～1980
/10/1

1980/10/
1～1980 
/10/21

1980/10/
21～1989
/10/7

1989/10/
7～1996 
/11/14

1996/11/
14～2005
/4/26

2005/4/2
6～2005 
/10/1

2005/10/
1～2007/

3/23

구역1 1,600 -490 2,870 -6,040 13,110 -2,190 -2,620 -2270
구역2 2,770 580 4,570 -10,340 12,740 -3,580 -580 -1,090
구역3 11,550 -7,010 5,430 -9,490 9,670 -960 -4,230 1,780
구역4 7,980 -3,480 5,090 -12,170 8,740 -420 -4,980 4,420
구역5 7,110 -5,500 7,520 -14,030 5,930 8,890 -9,260 -680
구역6 1,500 210 5,290 -10,360 6,035 9,275 -8,530 610

구역7 -5,210 6,250 5,970 -9,500 7,970 510 -4,940 -1,850
구역8 1,990 -1,080 3,830 -810 6,795 -3,905 2,440 -9,980
구역9 2,210 4,180 3,510 -9,090 6,595 4,835 -7,780 -740

구역10 2,220 3,920 930 690 2,870 980 -2,950 -9,200

그림 4-12는 초기면적이 일정할 때의 면적변화 양상그래프이다. 1970년 11월 29

일의 면적을 초기면적으로 두었을 때 연도별 각 구간의 변화양상을 보았다. 그림 

4-12를 보면 1980년 10월 21일까지는 면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1989년 10월 

7일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37년간의 구역별 면적변화

양상을 보면 면적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해안 중앙을 제외하고는 면적이 늘어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1989년 10월 7일에서 구역10의 면적 값이 다른 구역에 비해 높

게 나타나는 것을 최소면적 값과 최대면적 값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옥계

항 준설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값을 일정하게 두고 면적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1989년 10월 7일을 제외한 2005년 4월 26일까지는 면적이 늘어

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다시 2007년 3월 23일을 보면 초기 값과 비슷한 값으로 변

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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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초기면적이 일정할 때의 면적변화 양상 [면적단위: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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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석에 의한 변화

조석현상은 지구, 달, 태양 등의 상대 위치에 따른 기조력에 의해 발생되는 바다 

표면의 주기적 상승, 하강을 말한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조석은 만조와 간조가 

약 24시간 50분마다 2회씩 일어나는 반일주조와, 만조와 간조가 1회씩 일어나는 일

주조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조석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달과 태양의 위치, 지구

의 자전, 해안선의 모양, 수심 및 위도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과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위도, 수심, 해저지형 및 

해안선 등이 있고, 후자에는 달과 태양의 위치 및 지구의 자전 등이 있다. 특히 조

석현상은 해양에서 관측되는 현상 중 예측 가능성이 가장 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건설, 환경, 물류 등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조석현상은 여러 지역에서의 조석관측 결과와 자료에 기초하여 약 1개월 이내의 

변화인 단주기 변화와 1년 주기 변화인 장주기의 변화를 파악하여 예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석을 예보하거나 과거의 조석상황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석예보는 기상특성(기압 또는 바람 영향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현장에서 

관측되는 자료와 예보 값은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국립해양조사원, 

2008).

조석은 지역에 따라 크게는 수 m에서 작게는 수 cm로 변하고, 이러한 조석현상

에 의해 해빈면적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물보라와 해안선의 육안구분이 쉽지 않아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으로 면적 값을 추출하였지만, 영상이 촬영된 시각의 조석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항공사진과 KOMPSAT-2 영상이 촬영된 날의 

조석표를 이용하여 해빈면적의 일변화량을 알아보았다. 

표 4-6. 조석 값 [단위: m]

조석

최고조석 촬영당시조석 최저조석
1970년 11월 29일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974년  9월 26일 0.22 0.2 0.06
1980년 10월  1일 0.28 0.17 0.07
1980년 10월 21일 0.2 0.15 0
1989년 10월  7일 0.33 0.12 0.1

1996년 11월 14일 0.25 0.01 -0.02
2005년  4월 26일 0.27 0.12 0
2005년 10월  1일 0.34 0.32 0.18
2007년  3월 23일 0.36 0.22 0.05

표 4-6은 각 영상이 획득된 날의 최고조석과 촬영당시의 조석, 그리고 최저조석

을 나타내는 표이다. 1970년의 조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 이 조석표

와 해안선근처의 경사각을 이용하여 조석에 의해 하루 동안의 해빈면적 변화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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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0 m～2 m 사이의 등수심선 

간격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 20곳의 0 m～2 m 사

이의 등수심선 간격의 수평거리를 구한 뒤 해빈의 평균 경사를 구하였다. 해빈의 

경사는 식-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곳의 평균 경사는 1.58°로 나타났다. 이 경사각을 이용하여 해빈면적의 일변화

량을 추출해 보았다.

표 4-7. 조석에 의한 해빈면적의 일변화 [단위: m²]

 촬영당시의 면적 최소면적의 일변화 최고면적의 일변화

최소면적 최대면적 최고조석면적 최저조석면적 최고조석면적 최저조석면적

1970년 11월 29일 811,480 859,57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974년  9월 26일 878,090 883,080 874,827 900,929 879,817 905,919
1980년 10월  1일 868,190 884,460 850,244 884,504. 866,514 900,774

1980년 10월 21일 887,040 919,160 878,882 911,511 911,002 943,631
1989년 10월  7일 827,500 845,330 793,240 830,762 811,070 848,592
1996년 11월 14일 881,460 913,870 842,305 886,354 874,715 918,764
2005년  4월 26일 919,300 933,410 894,828 938,877 908,938 952,987
2005년 10월  1일 882,450 889,740 879,187 905,289 886,477 912,579
2007년  3월 23일 845,810 886,450 822,970 873,544 863,610 914,184

표 4-7은 표 4-6의 조석 값과 경사각을 이용하여 조석에 의한 해빈면적의 일변화 

값을 구한 표이다. 각 최고조석면적 값과 최저조석면적 값의 소수점 이하의 값은 

면적의 유효숫자를 고려하여 정수로 나타내주었다. 임의의 조석일 때의 해빈면적 

값은 식-2를 이용하여 추출 하였다. 

∙임의의 조석일 때 해빈면적 = 촬영당시의 면적-(임의의 조석-촬영당시의 조석)*

(해변의 길이)/tan(경사) ---------------------------------------------- 식-2

이렇게 1974년 9월 26일부터 2007년 3월 23일까지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일 때 모

두를 추출하였고, 이 값들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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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일변화 [단위: m²]

그림 4-13은 각 최소해안선과 최대해안선으로 추출된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일

변화 그래프이다. 파란색과 빨간색 실선은 영상이 촬영된 시각의 조석에 의한 면적 

값 이며, 그 각 면적 값에 나타난 세로막대는 조석에 의해 하루 동안 변할 수 있는 

해빈의 최대면적과 최소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즉 표 4-1의 면적 값은 촬영당시의 해빈면적 값이며, 해빈면적의 값은 조석에 의

해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석에 의한 최고면적에서 최저면

적을 뺀 값을 모두 평균하여 해빈면적이 하루 동안 얼마나 변화하는지 추출할 수 

있다. 조석에 의한 하루 동안 해빈 면적의 변화는 약 36,911 m²이고, 이에 따라 정

확한 수치의 해빈변화 면적 값을 추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해빈면적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흐름양상을 보면 최소면적의 일변화 값은 1970년 11월 29일에서 1980년 

10월 21일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989년 10월 7일에 급격히 해빈

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다시 2005년 4월 26일까지는 증가하며 2007년 3월 23일까지 

또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최대면적에서 2005년 4월 26일까지의 해빈

면적 변화양상이 최소면적의 일변화 양상과 비슷하지만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

년 3월 23일까지의 해빈면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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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도별 조석 변화, (b) 면적과 조석과의 관계

 [면적단위: m², 조석단위: cm]

그림 4-14. 조석자료에 의한 그래프 

그림 4-14는 1974년 9월 24일부터 2007년 3월 23일까지의 조석자료에 대한 그래

프이다. 그림 4-14(a)에서 빨간색 사각형은 조석이 최고조일 때, 초록색 사각형은 

조석이 최저조일 때, 그리고 파란색 실선은 영상이 촬영된 시각의 조석자료이다. 그

림 4-14(b)는 해빈면적과 조석에 대한 그래프이다. 앞서 설명한 그림 4-13은 조석

이 하루 동안 해빈의 면적에 미치는 오차에 대해 알아 본 것이고, 그림 4-14의 (b)

는 각 영상의 해빈면적과 조석을 대비한 것이다. 면적이 비슷한 1974년 9월 26일과 

2005년 10월 1일을 비교해보면 1974년 9월 26일의 조석은 20 cm, 2005년 10월 1일

은 32 cm로 2005년 10월 1일의 조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만약 조석의 영향을 받았

다면 2005년 10월 1일의 면적이 더 작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1996년 11월 14

일과 2005년 4월 26일을 비교해보면, 1996년 11월 14일의 조석은 1 cm, 2005년 4월 

26일의 조석은 12 cm로, 1996년 11월 14일의 조석보다 2005년 4월 26일의 조석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해빈의 면적이 조석의 영향을 받았을 때, 조석이 높으면 면적이 

줄어야 한다. 즉, 2005년 4월 26일의 해빈면적이 조석이 더 낮은 1996년 11월 14일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야 하지만 1996년 11월 14일의 해빈면적 보다 더 크게 나타

났다. 해빈면적과 조석을 대비해본 결과, 조석이 해빈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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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소면적과 조석의 관계, (b) 최대면적과 조석의 관계

[면적단위: m², 조석단위: cm]

그림 4-15. 면적과 조석의 선형그래프

그림 4-15는 면적과 조석의 선형그래프이다. 4-15(a)는 각 영상에서 계산된 해빈

의 최소면적 조석의 선형그래프이고, 4-15(b)는 각 영상에서 계산된 해빈의 최대면

적, 그리고 조석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해빈면적 값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조석을 나타낸다. 해빈면적과 조석의 관계가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면, 해

안의 면적이 조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형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빈면적과 조석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회귀식으로 면적과 조석의 상관도를 알아보았을 때 R²의 값

이 0에 가깝게 나타났고, 이는 면적과 조석은 상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조석이 해빈면적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해안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조석의 변화가 거의 없고, 

해빈면적의 변화에 조석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 34 -

5. 구조물에 의한 퇴적변화

항만 건설, 간척 및 매립, 구조물의 준설 등 여러 가지 연안 구조물의 축조 또는 

건설공사는 지형적 변화는 물론 파랑, 해수의 흐름 등 외력 조건의 변화를 수반하

게 된다. 이러한 외력환경의 변화는 토사의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토사의 이동

양상을 왜곡시켜 기존의 평형상태는 깨지게 되고, 해빈은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

하기 위해 변형이 일어난다. 이때 항만 또는 항로가 매몰되기도 하고 국부적 침식 

또는 세굴이 일어나 폭풍 시 해안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연안구조물의 건설로 흔히 발생하는 해빈변화는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연안구조물에 의한 퇴적변화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방파제 두부에서 항입구 방향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사주가 형성되는 현상도 그 중 

한 가지 이다. 이 사주는 연안류가 방파제 두부 근처에서 외해 방향을 향해 확산되

며 그 유속이 급감하기 때문에 생긴 퇴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소규모 어

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때로는 항입구가 매몰되어 항행하는 선박이 좌

초되기도 한다. 

  

        (a) 옥계항의 방파제 모양              (b) 대진항의 방파제 모양

그림 4-16. 연안구조물

그림 4-16은 망상해수욕장에 위치한 연안구조물의 영상이다. 그림 4-16(a)는 옥계

항의 방파제이다. 이는 사선형 반사파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적 침식과 상류층의 퇴

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긴다. 방파제가 해안선과 사선방향으로 축조되면 방파제 

기부 부근에 파랑의 사선방향 반사파 때문에 국부침식이 생긴다. 또한 방파제 중 

해빈과 수직인 부분이 짧은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림 4-16(b)는 대진항의 방파제로 ㄱ자형으로 굽은 방파제 모양이다. 이로 인해 

생긴 정온수역에 모래가 퇴적되고, 방파제가 길어지면 퇴적지역도 확장된다. ㄱ자형 

방파제 하류 쪽의 적당한 위치에 방사제를 설치하면 정온수역에 모래가 퇴적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나 ㄱ자형 방파제가 방사제 법선의 연장선을 넘어서면 방사제

의 외측(만외측)에 심각한 퇴적현상이 일어나 항만이 매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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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안류에 의한 모래이동

동해안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수심이 깊

어짐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급격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다에서 발생된 

파도가 연안으로 밀려오면서 50 cm 이상의 파고가 자주 나타난다. 

망상해수욕장은 연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가 우세하고, 특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의 세기가 강해지면 연안을 따라 낮은 수온의 해수 흐름이 발생한

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바닷물은 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파도로 인해 표층에서 

저층까지 해안선과 거의 직각 방향의 왕복 운동을 하고, 이 작용으로 모래의 움직

임도 지속적으로 해안선의 직각방향으로 유동하게 된다. 특히 먼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가 연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방형으로 기상 조건에 따라 해수욕장 이

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립해양연구원, 2008).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올 때, 먼 바다의 해수가 해변에 퇴적되고, 이것이 해변의 

어느 장소에 모였다가 먼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을 역조라고 한다. 역조를 

다른 말로 이안류(rip current)라고도 한다. 빠른 데서는 약 2 kn나 된다. 이 흐름은 

파고, 주기, 해안지형, 해저지형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장소나 강도도 일정하지 않으

며, 일반 해류처럼 거의 정상적으로 장기간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해류의 

폭이 좁고 유속도 빠르므로 그 안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안류는 쇄파대를 

넘어 먼 바다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퍼져서 소멸하며, 그 해수는 다시 파도나 바람

의 작용에 의하여 해안으로 향한다. 

그림 4-17에서 이안류의 모식도를 볼 수 있는데, 해안선을 따라 퇴적물을 이동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안류는 폭이 좁고 강한 흐름을 형

성하며 외해 쪽으로 흐르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층의 물은 육지방향으로 

흐르나 저층에서는 외해방향으로의 강한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저층이안류

라 하며, 대개 이안류나 저층이안류는 폭이 좁은 대신 매우 강하다.  

그림 4-17. 이안류

그림 4-18은 이안류를 표시해준 영상이다. 이안류가 방파제 두부 근처에서 외해

방향성을 향해 확산되어 유속이 급감하여 퇴적된 것을 그림 4-18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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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그림 4-18의 (a)～(j)까지 모두 나타나지만, (b)와 (g)에서 좀 더 자세히 나

타난다. 연도 별로 모래가 퇴적되어 쌓인 모양이 다른데 그 이유로는 파랑의 세기, 

방향,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a) 1970년 11월 29일                   (b) 1974년 9월 20일

         (c) 1980년 10월 1일                    (d) 1980년 10월 21일 

         (e) 1989년 10월 7일              (f) 1996년 11월 14일 10시47분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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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1996년 11월 14일 10시48분55초             (h) 2005년 4월 26일

         (i) 2005년 10월 1일                    (j) 2007년 3월 23일

그림 4-18. 각 연도별 이안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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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항공사진과 KOMPSAT-2 영상을 이용하여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의 37년

간 해빈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빈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하보정과 해안선 추출 

하였고, 수치지도를 이용해 해빈의 경사값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해안선 변화, 해빈

의 면적변화, 구역별 해빈변화, 조석에 의한 변화, 연안구조물에 의한 해빈변화, 이

안류에 의한 해빈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안선 변화는 RGB 영상 조합과 polygon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RGB 조합은 

Red 밴드에 1970년 11월 29일 영상, Green 밴드에 1996년 11월 14일 영상, Blue 밴

드에 2007년 3월 23일 영상을 삽입하였다. Red 밴드와 Green 밴드가 겹쳐 보이는 

부분은 노란색, Red 밴드와 Blue 밴드가 겹쳐 보이는 부분은 자홍색, Green 밴드와 

Blue 밴드가 겹쳐 보이는 부분은 청록색으로 나타난다. 흰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해안선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70년 11월 29일 영상, 1996년 11월 14

일 영상, 2007년 3월 23일의 RGB 조합 영상에서 각 밴드가 겹쳐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안선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상의 

polygon을 비교하여 해안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옥계항과 대진항 부근으로 갈수

록 해안선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해안 중앙부근에서 해안선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빈면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해빈의 면적 값을 polygon을 이용하여 추출하

였다. 항공사진과 KOMPSAT-2 영상에서 해안선과 바닷물의 명확한 기준을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물보라의 안쪽을 최소해안선이라고 두고, 이를 해빈의 

최소면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물보라의 가장 바깥쪽을 최대해안선이라고 두고, 

이를 최대면적으로 간주하였다.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으로 망상해수욕장의 해빈면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 11월 29일～2007년 3월 23일의 해빈면적 변화양상

에서 1970년 11월 29일～1980년 10월 21일까지는 해빈면적이 증가하다가 1989년 10

월 7일에서 해빈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시 1996년 11월 14

일～ 2005년 4월 26일까지 증가하고, 2007년 3월 23일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9년 10월 7일에서 해빈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1980～1989년 사이에 

대진동과 옥계에 건설된 방파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1989년 10월 7일의 해빈면적

을 제외한 전체적인 해빈면적의 변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3월 

23일의 영상에서 다시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요구된

다. 

구역별 해빈변화 양상 또한 polygon을 이용하여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면적을 

추출한 후 이를 각각 비교해 보았다. 구역1은 옥계항 부근이며, 구역10으로 갈수록 

대진항 쪽이다. 구역별 면적에서 구역1부근은 면적이 작고 구역7 쪽으로 갈수록 면

적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고, 다시 구역10으로 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양상을 나

타내었다. 옥계항 부근인 구역1에서 옥계항이 건설된 시기인 1989년 10월 7일에서 

면적이 줄어든 것을 최소면적 값과 최대면적 값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구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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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서 옥계항의 건설에 모래가 준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각의 해빈면적 값은 그 날의 조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촬영된 영상의 해빈면적 값은 망상해수욕장의 정확한 해빈면적 값이 아니며 조석에 

의해서 해빈면적이 하루 동안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조석표를 이용하여 영상이 

촬영된 시각의 조석 값을 모두 추출해 내고, 해안선 근처의 해빈경사각을 구하였다. 

이 해빈 경사각을 이용하여 조석의 변화에 의해 해빈면적이 하루 동안 얼마나 변하

는지를 살펴본 결과 하루에 약 36911 m²정도의 해빈 면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각 영상의 조석에 의한 하루 동안의 최대면적과 최소면적의 차를 구한 후 평균한 

값이다. 더 자세히 비교해보기 위해 해빈면적과 조석을 선형관계로 대비해 본 결과, 

조석은 해빈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빈에 건설된 연안구조물은 해빈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망상해수욕장에는 남동

쪽으로 대진항이 건설되어있고, 북서쪽으로는 옥계항이 건설되어 있다. 이러한 연안

구조물은 해빈변화에 여러 유형으로 영향을 미친다. 옥계항과 대진항에 건선될 연

안구조물에 의해 해빈에는 퇴적 및 침식현상이 일어났고, 옥계항의 건설과 대진항

의 건설에 모래가 다량 준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안류에 의해 해빈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안류에 의한 사주발달형태는, 파도

가 해안으로 밀려올 때 먼 바다의 해수가 해변에 퇴적한다. 이 해변의 퇴적은 해변

의 어느 장소에 모였다가 다시 먼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인데, 이는 1970년 

11월 29일～2007년 3월 23일의 9장의 항공사진과 1장의 KOMPSAT-2 영상에서 모

두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안류는 해안선을 따라 퇴적물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망상해수욕장의 해빈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많은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해저사빈에 대한 

DEM구축과 해빈지대의 측량작업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망상해수욕장의 피서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본 연구는 앞으로 망상해수욕장의 해빈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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