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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대체적으로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파도에 의한 모래의 유동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파랑류의
발생과 순환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먼 바다 또는 가까운 바다에서 발생된 파도가
연안으로 밀려오면서 50 cm 이상의 파고를 자주 만들어낸다 (국립해양조사원,
2007).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 동해안은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 홍수 시 많은
양의 토사가 해안으로 쉽게 공급된다. 또한 수심이 깊기 때문에 육지에서 해안으로
공급된 많은 양의 토사가 파랑의 운반작용으로 인하여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해안
선의 변화를 초래한다.
연구지역인 망상해수욕장은 북서쪽, 남동쪽으로 지형이 완만하여 연안을 따라 흐
르는 연안류가 우세하고, 특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의 세기가 강해
지면 연안을 따라 수온이 낮은 해수의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바다와 육지
가 만나는 해안선에서 바닷물의 움직임은 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파도로 인해 표층
에서 최 저층까지 해안선과 거의 직각방향으로 왕복운동을 하고, 이 작용으로 인해
모래 또한 해안선과 직각으로 유동하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 2007).
본 연구에서는 모래의 유동이 심한 망상해수욕장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이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35년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위치한 망상 해수욕장의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35년간 어
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망상해수욕장의 해안선 변화 양상을 관찰 한다.
2) 해수욕장에 건설된 구조물에 의한 퇴적양상의 변화를 살펴본다.
3) 해저사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안류와 해류에 의한 모래의 이동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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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내용
동해시 망상동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은 비교적 많은 양의 항공사진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면적의 대한 변화가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지역을 연구지역으
로 선정하였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간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토대로 시간에 따른 망상
해수욕장의 면적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7년 이상의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한 5개의
항공영상을 얻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먼저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 별 영상을 이용해 연구지역에서 기준이
되는 철로를 바탕으로 polygon을 만들어 해수욕장 면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는 망상해수욕장에 건설되어 있는 옥계 항과 대진 항에 의한 퇴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구조물에 의한 퇴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벡터를 추출하였고, 해
안선의 변화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도 별 영상에 나타난 해안사주의 모양과 발생
원인으로 보이는 해류와 이안류에 의한 모래의 이동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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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및 자료
2.1 연구지역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은 묵호항에서 북쪽으로 3 km쯤 떨
어져 있는 국민관광지로서 부근의 옥계, 경포등과 함께 동해안의 위성 관광지로 꾸
며져 있다. 망상해수욕장은 연장 1.4 km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수령
20~30년) 이 분포하고, 수심 (경사도 2~4도, 평균 물깊이 0.5~1 m) 이 얕은 해수
욕장이다 (국립해양조사원, 2007).
그림 2-1의 Landsat7 영상 에서는 연구지역에 건설된 옥계항과 대진항을 표시하
였는데, 구조물에 의한 퇴적양상의 연구를 위해 방파제의 건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서쪽에 위치한 태백산맥으로 인해 푄현상을 일으키고, 동쪽으로는 동해
에 면하므로 해양성 기후를 띄고 있다. 그림 2-2의 풍배도는 관측지점에서 각 방위
별로 풍향의 출현빈도를 방사선으로 그어 각 방위각별 바람의 관측횟수에 비례한
길이의 선으로 나타낸다. 이풍배도는 계절마다 다르게 그려지는데 봄, 여름, 가을에
는 북풍과 주풍향인 남서풍이 함께 불어오고 겨울에는 남서풍이 우세하게 불어온
다. 겨울에는 바람의 빈도수에 비례하는 방사선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다른 계절보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위도인 황해안에 비해 연평
균기온 12.8℃, 1월 평균기온 0.1℃, 8월 평균기온 24.7℃로 기온이 높다. 연강수
량은 1,221 mm로 많은 편이며, 특히 강설량이 많아 울릉도 다음의 다설 지역이다.
그림 2-3은 망상해수욕장 부근의 수심 자료로서,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바닷
물의 깊이가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심이 20 m 이상인 곳에는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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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andsat7 path-row 115-034지역의 2002년 03월 11일의 망상동 영상

그림 2-2. 동해시 망상동 망상해수욕장 부근의 풍배도와 기온, 강수량
(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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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망상해수욕장 부근의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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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항공 영상
항공영상은 항공기에 카메라를 싣고 공중에서 지표를 촬영한 사진이다. 지표를 바
로 위쪽에서 촬영한 것을 수직사진, 비스듬히 촬영한 것을 사각사진 이라고 하는데,
사진측량과 사진판독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개 수직사진이
며 사각사진은 보도용 등으로 이용된다. 현재 항공사진은 지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
은 물론 지형, 지질, 삼림, 토지이용, 방재(防災), 도시계획 등의 조사나 군사목적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2002).
항공사진은 2,000∼6,000 m 정도의 고도에서 1/10,000~1/40,000 정도의 축척으
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 코스 사이에서는 20% 정도, 동일 코스 내의 서로
잇닿는 사진 사이에서는 60% 정도 중복을 두고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4, 이희연, 2006). 사진의 크기는 23 cm² (광각 카메라의 경우) 또는 18 cm²
(보통각 카메라의 경우) 가 보통이며, 일반적으로는 팬크로매틱필름이 사용되지만
사진의 내용을 판독하는 조사용에는 적외선이나 컬러필름이 사용된다 (두산세계대
백과, 2002).

그림 2-4. 항공사진의 중복촬영 (이희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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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05년 영상의 코스사진번호 29-71과 29-72를 중첩한 영상
그림 2-5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촬영고도, 촬영시각, 촬영시의 카메라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수준기, 사진번호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스 사이
의 내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을 화살표로 나타내 주었다.
예를 들어 그림 2-6의 2005년 코스번호 29-71과 29-72의 영상의 시계를 확인
하면, 코스 사이의 시간은 21.5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영상간의 이동거리는
1515 m로 항공기의 이동속도 또한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림 2-7에서는 1970년과
2005년도 항공영상에 나와 있는 고도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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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05년 29-71과 29-72의 시계

그림 2-7. 2005년 4월 26일, 1970년 11월 26일의 고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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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연도 별로 각각의 촬영날짜와 시간, 카메라의 종류와 렌즈번호, 항공기
의 번호 등을 알 수 있다.
1970년 11월 1980년 10월 1989년 10월 1996년 11월
29일
촬영시각
항공기번호

21일

7일

14일

2005년4월
26일

12시52분29초 12시31분23초 13시16분42초 10시44분55초 10시29분42초
HL2017

HL2017

X

HL1060

HL5220

152.29

152.00

153.40

152.59

153.58

렌즈번호

98162

404

3081

98162

13084

카메라 종류

RMKA15/23

RC-8

RC-10

RMKA15/23

RC-20

촬영지구

강릉지구

동해지구

강릉재제작

춘천지구

강원1지구

코스트렉번호

3-2

1-5

9-4

8-74

29-72

stereo의 유무

O

O

X

O

O

렌즈의
초점거리

표 2-1. 5개 항공사진의 메타데이터

그림 2-8은 1970년, 그림 2-9는 1980년, 그림 2-10은 1989년, 그림 2-11은
1996년, 그림 2-12는 2005년도의 망상해수욕장 일대를 촬영한 항공 영상이다. 영
상을 보면 옥계항과 대진동에 방파제가 건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옥계항에 위
치한 방파제는 1987년에 공사가 시작하여 1994년에 준공이 되었고, 대진동에 위치
한 방파제는 1987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도 건설 중이다. 영상마다 렌즈의 초
점거리와 촬영시각, 고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상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10
-

500

1000
meter

그림 2-8 1970년 11월 29일의 항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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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980년 10월 21일 항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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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1989년 10월 7일의 항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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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1996년 11월 14일의 항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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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2005년 4월 26일의 항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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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상기준점
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 GCP) 이란 원격 탐사에서 화상 좌표계와 지
도 좌표계 사이의 좌표 변환식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점이다. 위성영상의 기
하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영상과 지도에서 식별 가능한 지상기준점들을 선정하
여 영상과 지도상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좌표변환식을 유도한 후, 이 변환식을 이
용하여 영상을 지도의 위치관계로 재배열 및 보정하는 방법이다 (두산세계대백과,
2002).
영상의 기하보정에 사용될 지상기준점은 영상과 지도에서 좌표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고해상도인 항공영상의 경우에는 논, 밭
및 농사용 도로, 소도로의 교차점, 주차장이나 운동장의 코너를 기준점으로 잡아 주
어야 한다. 또한 선정되는 지상기준점의 배치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에 골고
루 분포되도록 선정하여야 기하보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지상기준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밀위성위치확인시스템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을 사용하였다. DGPS란 기준점에서 측정한 데이터에
포함된 오차를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실측한 데이터에 적용하여 보정하
는 상대 측위 방식이다. 상대측위 방식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준점에서
그 기준점의 위치 데이터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측정
한 위치 데이터를 비교한 후 오차 성분을 검출하여 제거하면 측정위치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DGPS의 위치결정 방법은 GPS 수신기에 GPS 위성
까지의 의사거리를 측정하고, GPS 항법 데이터에 포함된 궤도 파라미터와 기준국
의 정밀 위치를 이용하여, 기준국부터 위성까지의 기하학적 거리를 계산한다. 측정
된 의사거리와 계산된 기하학적 거리의 차를 계산하여 사용자 수신기에 발생되는
오차를 제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밀위치계산이 가능하다 (고광섭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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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은 DGPS의 시스템 개요도를 보여준다.

그림 2-13. DGPS의 시스템 개요도

GPS가 가지는 여러 개의 오차 (위성 시계오차, 위성 궤도오차, 전리층 지연오차,
대류층 지연오차, 다중경로 오차, 수신기 오차) 중 수신기 잡음에 의한 오차와 다중
경로 오차 등과 같은 수신기 오차는 DGPS의 경우도 제거할 수 없다 (이영재,
1998).
연구에 사용된 GPS The Pro XR (그림2-14) 는 방수기능과 320 x 240 color
touch screen 을 가지고 있으며 기억 용량은 RAM 64MB, Storage 128MB이다.
USB-slave port, DC power port를 가지고 있다

그림 2-14. The Pro XR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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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에서는 GPS 수신기가 추적하고 있는 위성의 숫자를 나타낸다. 3차원의
좌표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 이상의 위성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신
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깥쪽 원은 수평선(각도 0도)이며, 안쪽원은 최소 elevation mask(앙각)이다. 여
기서 내원에 위치한 위성만 수신기에 감지된다. 중심은 안테나의 중심하늘이며, 방
위각이 표시되어 위성이 어느 위치에 떠 있는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흰 박스
로 표시한 위성은 위치로는 계산될 수 없어 현재 수신기가 찾고 있는 위성이며, 검
은 박스로 표시한 위성은 수신기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위성이다.

그림 2-15. 수신기가 감지할 수 있는 위성
GPS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 셋팅을 한다.
2. 환경 설정 셋팅을 체크하기 위해, Configuration을 누르고 GPS/Rover Option을
선택한다.
3. 전원을 체크하기 위해서, Receiver Status를 누르고, Hardware를 선택한다.
4. 위치 정보를 얻는다 (Map을 누르고, Position을 선택한다).
5. DATA Collection을 시작한다. 메인 메뉴에서 Data Collection를 선택하고
Create New File을 누른다.
6. 파일에 이름을 넣고 데이터 딕셔너리를 선택한다.
7. 데이터를 얻는다 (Point/Line/Aear를 사용하여 간격을 설정한다).
8. 이동국 파일을 닫는다.
9. Data Collection에서 빠져 나온다.
10. 수신기의 전원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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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와 표 2-2 에서는 연구지역에서 측정한 지상기준점의 위치와 위도, 경
도이다.

500

1000
meter

그림 2-16. GCP 점의 위치와 sit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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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지형위치

1

GPS
위도(N)

경도(E)

해수욕장 옆 도로

37 ֯36֝ 36.70 ֞

129 ֯03֝ 58.80 ֞

3

고속도로 좌측으로의 능선

37 ֯36֝ 23.90 ֞

129 ֯03֝ 54.70 ֞

5

동해온천 실버타운 입구

37 ֯35֝ 39.70 ֞

129 ֯04֝ 02.40

6

미소민박 부근

37 ֯35֝ 38.90 ֞

129 ֯04֝ 48.90 ֞

8

마을 안쪽 적토가 많은 곳

37 ֯35֝ 23.50 ֞

129 ֯04֝ 51.90 ֞

37 ֯35֝ 47.60 ֞

129 ֯05֝ 06.10 ֞

망상 컨벤션 센터
9
주차장모서리
10

도로가 보이는 쪽 길의 모서리

37 ֯35֝ 1.50 ֞

129 ֯05֝ 21.70 ֞

11

논의 뾰족한 모서리

37 ֯34֝ 57.50

129 ֯04֝ 21.50 ֞

12

길의 시작 중간

37 ֯34֝ 51.60 ֞

129 ֯04֝ 44.20 ֞

13

갈라지는 두 길의 중간

37 ֯34֝ 47.20 ֞

129 ֯03֝ 55.80 ֞

15

도랑과 도로가 만나는 남쪽

37 ֯34֝ 32.40 ֞

129 ֯03֝ 51.10 ֞

16

논길 중앙

37 ֯35֝ 18.50 ֞

129 ֯05֝ 33.80 ֞

37 ֯35֝ 3.00 ֞

129 ֯05֝ 31.90 ֞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논의
18
모서리
20

저수지의 모서리

37 ֯34֝ 44.00 ֞

129 ֯05֝ 12.60 ֞

21

구암교 다리 북동쪽 다리 끝

37 ֯34֝ 32.60 ֞

129 ֯04֝ 55.70 ֞

22

논길과 도로가 만나는 중간

37 ֯34֝ 18.00 ֞

129 ֯04֝ 11.50 ֞

24

마을 안쪽 작은 다리 남서쪽

37 ֯34֝ 03.20 ֞

129 ֯04֝ 0.50 ֞

25

산장가든 부근

37 ֯34֝ 17.40 ֞

129 ֯05֝ 19.90 ֞

27

새들 가든 뒤 논길 정 가운데

37 ֯34֝ 42.50 ֞

129 ֯05֝ 43.70 ֞

29

동해쓰레기 매립시설장 정문

37 ֯34֝ 34.60 ֞

129 ֯06֝ 30.00 ֞

37 ֯34֝ 37.20 ֞

129 ֯06֝ 51.30

철도 쪽에서 두 번째
30
횡단보도정지선
31

방파제 맨 끝 쪽

37 ֯34֝ 55.40 ֞

129 ֯06֝ 52.50 ֞

32

화학 창고 부근

37 ֯34֝ 12.40 ֞

129 ֯06֝ 23.70 ֞

33-1

망상해수욕장 주차장 코너

37 ֯35֝ 32.07 ֞

129 ֯05֝ 26.88 ֞

33-2

해수욕장안 여자 샤워실 부근

37 ֯35֝ 34.17 ֞

129 ֯05֝ 30.55 ֞

33-3

해수욕장안 남자 샤워실 부근

37 ֯35֝ 38.20 ֞

129 ֯05֝ 24.60 ֞

표 2-2. 동해 망상동의 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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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처리
3.1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
기하보정이란 영상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영상의 왜곡은 센서의 고도와 자세, 속도변화, 지구곡률, 대기반사에 의해 발생
하는데 위성자체의 센서나 궤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보정이 가능하다. 항공영상은
인공위성 영상에 비하여 고도가 낮아 정사영상을 이루지 못하고 지형고도에 따라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평탄한 해안선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DEM을 사용하여 정사영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5개 연도의 항공영상 중 가장 최근인 2005년 4월 26일의 영상을 수치지도와
Landsat-7 영상을 참고하여 보정을 한 후 영상좌표계와 지리좌표계 사이의 대응되
는 점인 지상 기준점을 이용하여 영상의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그 외 항공영상은
1996년, 1989년, 1980년, 1970년의 순서로 보정을 실시하였는데 산과 같은 높은
지대보다는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평탄한 해안부근을 중심으로 보정을 하였다.
해안부근의 RMS 오차가 0.5~2.0 pixel

정도 이고 지대가 높은 곳이나 해안부근

에서 떨어진 지역의 RMS 오차는 3.0~5.7 pixel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의 정확도를
위하여 해빈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RMS 오차는 무시하고 연구지역을 중심으로 기
하보정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높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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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안선 추출
추출된 해안선을 비교하여 35 년간의 해안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1970~2005년
사이의 5개 연도 별 항공사진으로부터 해안선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고해상도의 항공영상 이라도 해빈과 바다가 만나는 정확한 지점을 육안으
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조석에 따라 변동이 있다. 따라서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stereo 영상을 비교하여 물보라와 모래의 차이를 확인하고 최대한 확대
하여 픽셀 사이의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3-1은 1970년 11월 29일, 3-2는 1980년 10월 21일, 그림 3-3은 1989년
10월 7일, 그림 3-4는 1996년 11월 14일, 그림 3-5는 2005년 4월 26일 영상이
며 각각의 coastline을 나타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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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7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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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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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98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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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1989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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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99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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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05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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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RGB를 이용하여 해안선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Red 밴드에 2005
년 4월 26일 영상을 넣어주었고 Green밴드에는 1989년 10월 7일 영상을

Blue

밴드에는 1970년 11월 29일 영상을 넣어 주었다. 밝은 흰색으로 보이는 곳은 3개
의 밴드가 다 겹치는 부분이고, 연두색으로 보이는 곳은 Green밴드와 Blue밴드가
겹쳐서

부분이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은 Red밴드와 Blue밴드가 겹쳐져서 보이

는 부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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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RGB를 이용하여 해안선의 변화비교 (Red: 2005년,
Green: 1989년, Blue: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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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분석
4.1 해안면적의 변화 양상
항공사진에서 해빈과 육지의 명확한 경계선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확한 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2005년 까지 해빈을 따라 건설된 철로
를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의 해빈 확장 내용은 무시하고 해안선 변화에 의한 해빈의
면적만을 살펴보았다. 기준이 되는 철로에서부터 해안선까지의 면적을 구하였으므
로 완전한 해수욕장의 해빈 면적은 아니다.
그림 4-1은 2005년 4월 26일 영상에 철로를 기준으로 면적을 잡아준 5개 년도의
polygon이다. 빨간색 polygon은 1970년, 주황색 polygon은 1980년, 노란색
polygon은 1989년, 연두색 polygon은 1996년, 파란색 polygon은 2005년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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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05년 4월 26일 영상에 5개 년도의 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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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5년간 해수욕장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철로를 기준으로
9.25 Hectares 만큼 육지 면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는 1970년과 2005년 면적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을 확대하였
고, 53.77 m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화살표로 보여주었다. 그림 4-3은 1970년과
2005년 면적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는 곳을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변화가 가장 크
게 나타난 곳과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난 곳을 전체 영상인 그림 4-1에 표시해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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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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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난 지역

그림 4-4에서는 망상해수욕장의 면적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970년에는
82.94 ha, 1980년에는 84.75 ha, 1989년에는 82.31 ha, 1996년에는 88.62 ha,
2005년에는 92.19 ha의 면적을 나타내었다.
1970년, 1980년에는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9년도에 일시적으로
면적이 감소, 다시 1996년~ 2005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35년간의 면적변화를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다가 1989년도에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80년~1989년 사이에 대진동과 옥계에 건설된 방파제의 영향으
로 시공초기에 다량의 모래가 준설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
던 모래의 양보다 방파제의 건설로 인한 모래의 유출이 커서 일시적으로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들어와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자료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
안과 물보라를 육안으로 정확히 구별할 수 없어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오차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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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도 별 면적변화 그래프

그림 4-5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조석자료에 대한 그래프이다. 파란색의 그래
프는 고조를, 분홍색의 그래프는 저조를, 노란색의 그래프는 촬영시각의 조석높이를
나타내주었다. 고조일 때와 촬영시각의 조석의 높이가 비슷한 1980년과 저조일 때
와 촬영시각의 조석의 높이가 비슷한 1989년, 1996년을 확인하여 면적의 변화와
비교하여 보았다. 조석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
상했던 1989년은 반대로 감소하였고, 면적의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
상했던 2005년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조석차가 크지 않은 동해안에
서는 면적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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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도 별 조석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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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안구조물에 의한 퇴적양상의 변화
항만건설, 간척지 매립 및 준설 등 여러 가지 연안 구조물의 축조 또는 건설 공사
는 지형적 변화는 물론 파랑 흐름 등 외력조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외
력환경의 변화는 토사의 공급 자체를 감소 또는 증가 시키거나 토사의 이동양상을
왜곡시켜 기존의 평형 상태는 깨지게 되고, 해빈은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위
해 변형이 일어난다. 이때 항만 또는 항로가 매몰되기도 하고 국부적 침식 또는 세
굴이 일어나 폭풍시 해안도로가 유실되기도 한다 (한국과학 교실).
해빈 변형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이 연구지역에서는 해안 양쪽으
로 건설된 방파제 두부에 의한 토사의 퇴적유형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의 좀 더 정확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지역을 8개
의 일정한 길이로 나누어 구역을 설정하였고, 철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지역의 면적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육지 쪽으로의 해빈변화는 무시하고 철
로에서부터 해안선까지의 면적을 구하였다. 그림 4-6은 2005년 항공영상에서 비교
적 쉽게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1970년 (빨간색) 과 2005년 (파란색) 의 구역별
50

polygon을 나타낸다.

그림 4-6. 2005년 영상에 1970년과 2005년의 영역별 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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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구역별 면적의 데이터이다.

1970년

1980년

1989년

1996년

2005년

평균

1구역

7.27

7.34

7.06

8.19

7.88

7.55

2구역

10.82

11.18

10.47

11.40

11.96

11.16

3구역

12.71

12.57

12.01

12.86

13.91

12.81

4구역

14.41

14.23

13.67

14.85

15.11

14.45

5구역

11.81

11.99

12.37

12.87

13.06

12.42

6구역

11.46

12.14

11.91

12.64

13.25

12.28

7구역

8.69

9.24

9.51

9.80

10.17

9.48

8구역

5.65

6.00

5.22

5.98

6.86

5.94

표 4-1 구역별 면적의 데이터 (ha)

그림 4-7은 1970년도의 초기면적을 기준으로 연도 별 변화량을 구역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5구역과 7구역은 초기면적보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3구역
과 4구역은 증가와 감소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1구역은 증가 및 감소
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 외 구간은 1989년에만 감소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초기의 면적보다 1구역은 0.61 ha, 2구역은 1.14 ha, 3구역은 1.2 ha, 4구역은
0.7 ha, 5구역은 1.25 ha, 6구역은 1.79 ha, 7구역은 1.48 ha, 8구역은 1.21 ha
만큼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6구역은 그림 4-2에서 보여준 변화가 가장 크
게 나타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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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초기면적이 일정할 때의 변화량

그림 4-8. (a) 옥계항의 위치한 방파제 모양

그림 4-8에 (a)는

(b) 대진항에 위치한 방파제 모양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옥계항에 위치한 방파제의 형

이다. 방파제가 해안선과 사선방향으로 축조되면서 방파제의 기초가 되는 부근에
파랑의 반사파에 의한 국부침식이 발생한다. 구조물이 설치된 배후지역은 파랑의
굴절과 회절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진행 중인 파랑이 방파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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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더 이상 궤도 운동을 못하게 하는 파랑의 반사 때문이다.
옥계항과 근접해있는 1구역은 면적의 증가가 가장 적은데, 그 이유는 유입되는 토
사의 양보다 반사파로 인한 토사의 침식이 다른 구역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방
파제의 건설이 되는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에 (b)는 그림 2-12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대진항에 위치한 방파제의 유
형이다.
ㄱ 자형으로 굽은 방파제로 인해 모래가 퇴적되며, 방파제가 길어지면 퇴적지역도
확장된다. 대진항에 근접한 8구역은 초기면적보다 1.21 ha 증가했으며, 방파제의
건설이 시작되면서 모래의 준설이 추측되는 1980년과 1989년 사이에만 면적이 감
소하고 그밖에 년도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는 연도 별 사이의 구역 간 면적을 표로 나타내 주었다. 5구역과 7구역에
서는 계속해서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3구역과 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면적이 증가하였고, 1980년과 1989년 사
이에는 5구역과 7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1989년과 1996
년 사이에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모두 면적이 증가하였고, 1996년과 2005년 사
이에는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증가량을 나타낸 곳은 1989년과 1996년 사이에 1구역임을 알 수 있다.
1970년~1980년

1980년~1989년

1989년~1996년

1996년~2005년

1구역

0.009

-0.038

0.160

-0.037

2구역

0.033

-0.064

0.089

0.049

3구역

-0.011

-0.045

0.071

0.081

4구역

-0.013

-0.039

0.087

0.018

5구역

0.015

0.032

0.040

0.015

6구역

0.060

-0.019

0.061

0.048

7구역

0.063

0.030

0.030

0.038

8구역

0.061

-0.130

0.147

0.146

표 4-2 년도사이별 구역간의 변화량 (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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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안류에 따른 해저 사주의 발달 형태
밀려들어오는 파랑의 방향은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과 해안선의 수직한 방행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한 방향의 성분은 연안 쇄파를 만들지만 평행한 성분은 해안선
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를 발생 시킨다. 연안류의 방향은 계절이 바뀌어 도달하는
파랑의 입사 방향이 바뀌게 되면 함께 바뀐다. 이 연안류는 해안선을 따라 퇴적물
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폭풍파와 같이 파고가 큰 파랑이 내습할 경우
파랑은 다량의 물을 해빈 위로 밀어 올리게 되는데, 이 물은 폭이 좁고 강한 흐름
을 형성하며 외해 쪽으로 흐르고 연안사주 부근의 작은 통로에 형성 된다. 이것이
이안류 (offshore current) 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층의 물은 육지방향으로
흐르나 저층에서는 외해 방향으로의 강한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를 저층 이안류라고
하며, 대개 이안류나 저층의 이안류는 폭이 좁은 대신 흐름이 매우 강한 특징을 띄
고 있다 (한국과학교실).
그림 4-10에서 이안류의 모식도를 볼 수 있는데, 부서지는 파도와 육지에서 불어
오는 바람에 의해 해빈에 반대하여 모래가 퇴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지향
성으로 진동하는 움직임과 단방향성인 longshore current 와 rip current를 포함하
고 있다. 여기서 longshore current는 연안사주에 막혀 바다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
고 해안선을 따라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rip current란 연안사주 안쪽에 바닷물
이 점차 많이 모이게 되면 연안사주를 넘어 바다 쪽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이야기한
다.
방파제 두부 근처에서 외해방향성을 향해 확산되며 유속이 급감하여 퇴적된 것을
그림 4-11과 그림 4-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도와 1989년 이외의 다른 연
도의 해저 사주는 앞에서 보여준 그림 3-1, 3-2, 3-4에서 볼 수 있다.
연도 별로 모래가 퇴적되어 쌓인 모양이 다른데 그 이유로는 파랑의 세기, 방향,
성분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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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이안류의 모식도

그림4-13 이안류의 모식도

그림 4-10. 2005년 4월 26일 해저사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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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2005년 4월 26일 rip current에 의한 모래의 이동

그림 4-11. 1989년 10월 7일 해저사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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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동해시 망상동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의 변화를 연구 한 결
과, 35년간의 해안의 변화와 연안구조물에 의한 퇴적양상의 변화, 또한 이안류에
의한 사주의 발달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5개 년도의 항공영상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기준이 되
는 철로로부터 바다 쪽으로 해빈이 확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7년부터 대
진동과 옥계에 건설된 방파제에 의한 모래의 준설로 1989년도에만 면적이 감소하
였지만 1996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35년간 점차 면적이 증
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빈과 바닷물의 명확한 기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polygon을 그리
는 과정에서의 오차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최대 3 m의 오차가 나타났다
고 하더라도 전체 연구지역의 면적변화에 비하면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안구조물 주위에 퇴적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구조물에 따라 해빈의 변화는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인지에 따라서 퇴적현상이 나타
나기도 하고, 침식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안류에 의한 사주의 발달형태는, 파랑에 의한 이안류의 발생으로 육지 반
대쪽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사주가 발생하는데 연도 별로 사주의 모양과 패턴이 다
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파랑의 세기, 방향, 성
분 등에 의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안역에서의 파랑의 변형, 파
랑류의 발생과 순환에 대한 자료와 이해가 중요하지만 측심자료와 해양자료의 부족
으로 연구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위성자료의 축적과 측심자료, 공간자료를 확보한다면 보다 정
확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빈지대의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지형변
형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자료의 축적은 앞으로의 연구와 해빈변화에 대한 대책
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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