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PE99523-11536-5

                
                                      

연안침식저감�원천기술�개발

Development of Fundamental Technology for Coastal

Erosion Control

2018. 02. 28

                   
              

한�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안침식저감 원천기술 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02. 28

총괄연구책임자 : 정 원 무

참여연구원 : 진재율, 신창주, 오상호,
이진학, 백원대, 양찬수,
심재설, 박찬홍, 김창환,
유제선, 박영현, 채장원,
이달수, 김현욱, 장연식,
정의영, 임학수, 류경호,
최재호, 이혜진, 도종대,
김원혁, 김기영, 정재훈,
전주영, 이명훈, 최순영,
이태경, 박경득, 김선화,
강 현, 서정민, 김태호,
김태균, 김선신, 도기덕





- i -

요� � � 약� � � 문

Ⅰ.� 제� � � � 목

연안침식저감 원천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

① 사질해안 포말대-쇄파대 수리 표사현상 정밀관측 시스템과 사빈지형변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공간 규모별 지형변화의 동적거동을 규명

② 현상기반 연안지형변화 확률모형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연안침식 중장기 예측 신뢰

도를 제고하고 사빈 관리역량을 강화함

Ⅲ.�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① 사빈시스템 시공간 규모별 동적거동 정밀 규명

- 포말대-쇄파대 수리 표사현상 정밀관측 시스템 개발

- 천해역-사빈 지형변화 간접측량기법 개발

- 표본해안 장단기 지형변화 동적거동 정밀 규명

② 연안지형변화 현상기반-확률모형체계 개발

- 현상기반 연안지형변화 수치모형 개선

- 표본해안 재현주기별 해안선변화 예측 및 최적대응방안 도출

Ⅳ.� 연구개발결과

1.� 포말대-쇄파대�정밀관측시스템

- 포말대 수리·퇴적현상 관측시스템 개발

- 쇄파대 파랑·저면고 연속관측기 개발

2.� 사빈�지형변화�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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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정해안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드론을 이용한 사빈표고 간접측량 기법 개발

- 드론을 이용한 수심 간접측량기법 개발

- 위성·항공사진·초분광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 해안선 추출 및 이벤트 침식 탐지

기법 개발

3.� 표본해안변화�동적거동�정밀�규명

- 표본해안(후정해안) 장·단기 파랑관측 및 분석

- 포말대 지하수위 장기 관측 및 결과 분석

- 표본해안(후정해안) 주요 이벤트 별 해안선 변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 분석

- 표본해안(후정해안) 수심․사빈 표고 변화 관측 및 결과 분석

- 표본해안(후정해안) 동계 수리․표사․지형변화 정밀관측 및 결과 분석

4.� 현상기반�침식모형�개선

- 쇄파대 내․외 단면 표사율 : 파랑유속 방향전환점의 난류성분 측정 및 검증

- 폭풍기인 해안침식 현상기반모형 적용(Ⅰ) : 폭풍파 연안침식 영향 분석

- 폭풍기인 해안침식 현상기반모형 적용(Ⅱ)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잠제 설치 시

효과 TEST

5.� 해안침식�확률모형별�장단점�분석

- 확률모형별 특성 및 장단점 분석

Ⅴ.�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① 기후변화영향을 고려한 사질해안 중장기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신뢰도 개선

② 법정 국가지원 ‘연안정비사업’의 침식대책 최적설계기술 제공

③ 지자체 연안방호 친수공간 설계 관리 원천기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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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개발�배경�및� 필요성

1.� 연구개발�배경�

○ 1980년대부터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 연안침식 문제 대부분은 어항

방파제와 해안도로, 댐 보를 비롯한 해안 하천구조물과 해사채취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2000년 이후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폭풍 너울에 의한 침식피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2000년부터 법정계획에 의거하여 연안침식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안수

리 퇴적작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국외 시공사례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대규

모 실패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국고지원 효율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후변화

위기에도 달성해야할 지속적인 한반도 연안발전의 필수조건인 연안복원력(coastal

resilience) 유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미국은 연안침식 관련연구를 1930년부터 지원하였음에도 2004 2005년 대형 허리케

인에 의한 대규모 침식피해 예측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어 현

상관측이 어려운 포말대(swash zone)에서의 수리 표사현상과 사구 및 방호섬

(barrier island)의 거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도 연안의 방호 환경 이용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빈-사구(beach-dune)

시스템의 과학적 관리가 필수적이나, 그 거동역학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 또한, 연안 변화에 중요한 요소인 기후변화는 해수면상승과 함께 슈퍼태풍, 극한폭

풍 이상너울을 발생시키며 그 영향은 연안에 집중되어 재해를 유발하므로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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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고려한 해안선 장기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연안관리 선진국에서 연구되

고 있다.

2.� 연구개발�필요성

� 가.� 과학․기술적�측면�
○ 연안침식은 고전역학 분야에 속하고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음에

도 현상 이해도와 예측 신뢰도가 국제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 이후 현상기반 침식연구 점증 :

2014년 국제연안공학학술대회 발표논문 415편 중 연안침식 직간접 관련논문이

57%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자국 연안의 고유한 수리 퇴적현상 규명과 예측에

집중하였음

○ 우리나라 연안침식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사회적 주목을 받은 관계로 연

구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동해안 사빈-사구시스템 거동구조 규명

과 지형변화 예측 신뢰도 향상은 침식대응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원천기술이다.

○ 기후변화는 해수면상승과 함께 슈퍼태풍, 극한폭풍 이상너울을 발생시키며 그 영향

은 연안에 집중되어 재해를 유발하므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해안선 장기관리를 위

해서는 사빈-사구 거동역학 이해도 증진과 과학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 2006년 10월 이상폭풍 발생 시 속초 순간최대풍속 63.7m/s (태풍 매미 60.0m/s)

수심 18.5m에서 관측된 최대유의파고 9.7m (50년 재현빈도 심해설계파고 8.2m)

- 세기말 동해안 해수면상승 최대 전망치 약 1.5m

� 나.� 경제․산업적�측면
○ 다양한 인위적 및 자연적 원인에 의한 연안침식이 심화 확산됨에 따라 국토유실

및 연안역의 방호 환경 이용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연안복원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

정이다.

- 2016년 전국 250개 해안 중 침식우심해안 58.0% (강원 97.6%, 경북 78.0%, 울산

100.0%)

○ 연안침식 대응역량 부족으로 1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침식대책 국가사업 실패사례

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정계획 향후 성공여부와 연안가치 유지 불투명한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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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에 의거하는 ‘제2차 연안정비계획(10-19)’ 중 연안보전 예산 1.5조

원

○ 해수면 1m 상승 시 미국의 연안침식 침수에 의한 물적 손실 예상액 1.2조$, 일본의

해안구조물 적응비용 예상액 11.5조￥으로 책정되었다.

○ 동해안은 RCP4.5 시나리오에도 세기말에 아열대기후로 바뀌므로 기후변화 위기를

연안발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안침식대응 원천기술 확보 필수적이다.

� 다.� 사회․문화적�측면
○ 연안공동체 갈등 해소

- 우리나라 침식문제의 특징은 국지침식 퇴적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

○ 대국민 국가연안관리 신뢰도 제고

○ 연구소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경영목표인 ‘해양과학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세대 창의 인재 양성’ 달성

을 위해 추진되는 5개 주요사업 중 ‘안전한 바다 만들기’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

발함과 함께 ‘미래의 바다보기’의 기후변화대응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

- 국가적 아젠다(정부 140대 국정과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와 연계

-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 이후 현상기반 침식연구 점증 :

2014년 국제연안공학학술대회 발표논문 415편 중 연안침식 직간접 관련논문이

57%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자국 연안의 고유한 수리 퇴적현상 규명과 예측에

집중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빈과 비사·사구거동 메커니즘 관련연구가 수행된

바 없음

제2절�연구개발�목표�및� 내용

본 연구개발은 동해안 사빈-사구시스템 거동 역학구조를 규명하여 연안지형변화 예측

역량을 향상하고, 사구 혹은 호안 전면의 완충후빈폭 및 인공사구 설계기술을 개발함으로

써 한반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은 ① 사빈-사구시스템 시공간 규모별 동적거동 규명, ② 사빈-사구시스템 장단기 지형

변화 예측기술 개발 수립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조사는 동해안 사빈의 주요특성이나 국

제적으로도 그 거동규명이 미흡한 파형해안선-호형사주 시스템이 발달한 경북 울진 소재

KIOST 동해연구소 사빈에서 수행하였다.





제 2장

국내외�기술개발�현황





- 9 -

제� 2� 장� 국내외�기술개발�현황

제1절�국내�기술개발�현황

1.� 파랑� 처오름�및�월파‧월류에�의한�지형변화�역학특성�
가.� 전빈‧후빈�기초연구�부재
정상적인 파랑조건에서의 사질해안 모래이동은 크게 쇄파 이전 파랑 비선형효과에 의

한 이동, 쇄파 후 해빈류(wave-induced currents)에 의한 이동과 파랑 처오름(run-up)과

처내림(run-down)에 의한 포말대에서의 이동으로 대별되지만(그림 1, 그림 3 swash

regime), 파고가 높아지거나 장파가 내습하여 처오름이 사구 기저부에 이르면 사구가 침

식되며(그림 2, 그림 3 collision regime), 슈퍼태풍 등에 의해 수위가 높아지면 월파

(overtopping), 월류(overwash)에 의한 침식피해가 발생하고, 심해지면 배후지가 침수된

다.

포말대
(Swash� Zone)

쇄파대
(Surf� Zone)

그림 1. 연안수리 표사체계 그림2.사빈-사구침식-복원모식도



- 10 -

그림 3. 해안침식잠재위험증가모식도(http://coastal.er.usgs.gov/hurricanes/impact-scale/index.php)

그림 4. 이상폭풍 내습시 월파(2006.10)에 의한 강원 주문진 모래유출(좌) 및 이상
너울(2008.8)에 의한 경북 월송리 사구침식(우)

사빈-사구시스템 거동 역학특성 이해에는 전빈 후빈 수리 표사특성 연구가 중요하지

만 노출과 침수가 반복됨에 따른 관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2000년 이후에야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폭풍 발생시 월파에 의한 모래 월류와 하계 이

상너울에 의한 사구침식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그림 4), 전빈 후빈 수리 표사특성 연구

가 수행된 바 없다.

그림 5. 수리 퇴적현상 정밀관측시스템 KIOST SPHINX(좌) 및 고파랑에 의한 저
층 해빈류 및 부유사 농도(우) (진재율 등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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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0년부터 수리 퇴적현상 정밀관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하여 쇄파대 및 이심해역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양질의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다(그

림 5). 본 연구의 제1차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음향표고계 12대(4대/측선×3측

선), 2개소에서의 지하수위 관정, 3개소에서의 압력센서, 초음파유속계 2대로 구성되는 포

말대 관측시스템을 경북 울진군 소재 동해연구소 해빈에 설치하였다.(그림 6 ～ 7).

그림 6. 포말대 관측시스템 설치 단면

그림 7. 포말대 관측시스템 초음파 유속계 (좌) 및 음향표고계 array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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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관측기간 동안의 지하수위 시계열로서, 설치초기 해안선으로부터 약 20m

와 30m 후방인 정점 GW1, 2의 지하수위가 파고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그림 9>에 예시한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해안선에 인접한 GW1 지하수위가

후방 GW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포항(PH), 왕돌초(WDC) 파고와 지하수위 시계열

그림 9. 정밀관측에 근거한 포말대 표층수면과 지하수위 모식도(Heis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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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면 A 정점의 포말대 판류 두께 및 표고 시계열

<그림 10>은 자료의 질이 가장 양호한 측선 A 4개 정점에서의 포말대 판류 두께 시

계열로서 기저선은 처내림시의 포말대 표고이다. 2015년 11월 7일의 정점 A1 시계열로부

터 약 10 cm 침식된 후 서서히 복원되는 양상을 알 수 있으며, 11월 8일에는 판류 주기

가 길어졌으며, 판류가 A4 정점까지 도달하였고 A3 정점이 침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파형해안선-호형사주�거동특성�연구�

동해안의 고유한 연안지형특성은 파형해안선-호형사주 시스템이며(그림 11),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어 고파랑이 해안선 부근까지 쇄파되지 않고 진입하는 만부(bay) 해빈폭이

좁을 경우 침식에 의해 해안도로 호안이 붕괴된다(그림 12).

만부
(bay)

각부
(horn)

그림 11. 강릉 안목해안 파형해안선-호형사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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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해안선-호형사주 거동은 지하수 거동을 포함한 포말대 수리 표사현상과 쇄파대

파랑 비선형효과가 관련되는 복잡한 현상이며, 국제적으로도 호형사주 거동에 대한 연구

성과는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으나, 파형해안선과 결합된 체계 거동에 대한 만족할 만한 연

구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4)이 연구해안 전면에서의 총 17회 측심으로 사주의 형상변화

를 파악하였으나(그림 13), 그 동적구조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연안사주 동적구조 정밀규

명을 위해서는 사주 형상의 중요지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수리 표사 수심변화의 연속관측

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 제2차년에 파고와 저면고 변화 연속관측기를 캐나다

RBR 사와 함께 개발하였다(그림 14).

그림 12. 좌: 그림 11 원내(2009.9.7), 우: 동일 현상에 의한 강릉 영진항 주변 해안도로(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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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해안 전면 호형사주 변동(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4)

 

그림 14. 파랑 저면고 연속관측기 개념도(좌) 및 개발제품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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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비디오모니터링 시스템 순간영상(타워높이 30m)

1980년대 중반부터 CCTV 모니터링이 해안선 장기변화, 쇄파대 및 사주거동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소위 ARGUS 시스템이라 부르고, 국내에도 2000년대 초반

에 도입되어 다수의 해안에서 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2차년에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30m 타워와 7대의 CCTV 및 분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ARGUS 시스템을 표본해안인

경북 울진군 후정해안에 구축하였다(그림 15).

한편 호형사주 형상 파악을 위해서는 선박접근이 어려운 극천해역 수심의 효율 효과

적인 측량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헬리캠으로 취득한 해색 영상자료를 수심으

로 변환하는 ANN 기법을 개발하였다. <그림 16>은 드론을 이용한 해색촬영과 싱글빔을

이용한 수심측량이며, <그림 17>은 4가지 해색성분(Grey, Red, Green, Blue)을 이용하는

인공신경망 모델로 추정한 수심과 실측수심 상관관계로서 암초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

S3의 신뢰도가 낮다. 태양광 반사픽셀과 암초 픽셀을 해색 처리 시 자동적으로 제외하도

록 하면 향후 드론해색-ANN 기법이 선박접근이 어려운 극천해역 수심 추정에 효과적으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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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동해연구소 전면 해색촬영 및 수심측량 영역

(a) 영역 S1 (b) 영역 S2 (c) 영역 S3

그림 17. 영역별 실측수심과 ANN 추정수심 상관관계

다.� 포말대-쇄파대�수리‧표사‧지형변화�정밀관측�
국내 최초로 포말대-쇄파대 정밀관측이 수행하였으며(그림 18), 포말대는 음향표고계

(4점/측선×3측선, 지하수위 2정점과 비디오모니터링으로 구성하였다. 쇄파대 정점에 설치

된 VECTOR와 ADV는 각각 노르웨이 Nortek 사와 미국 YSI 사의 초음파 Single point

유속계이며, WTG는 국내에서 제작된 파고계임. Nortek 사의 초음파 유속 프로파일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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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H01의 AquaPro는 저층이안류(undertow) 관측이 목적이다. WBL, VECTOR, ADV는

매시간 2Hz로 2048개의 자료를 획득하는 반면 중력외파 관측이 목적인 WTG는 2Hz

continuous mode로 관측하였다.

그림 18. 2016-2017 동계 후정해안 포말대-쇄파대 정밀관측실험 영역 및 정점별 관측장비

라.� 중력외파�영향�정밀분석�

장주기(30-300초) 중력외파(infragravity waves)는 단주기파와 달리 해안에 근접하면서

에너지를 잃지 않으므로 처내림 시 침식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그림 19), bound 중력외

파의 파골이 단주기파 파군의 최고 개별파에 위치하여(그림 19) 이안표사를 유발하므로

특정 해안 침식현상 이해 및 최적대책 선정 시에는 해당해안의 중력외파 특성 파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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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단 장주기파 전파(위) 및 bound 중력외파에 의한 이안표사(아래) 모식도

단주기파는 수심이 낮아지면서 파고가 감쇠하나 수심 20m에서의 파고가 3m 수심에서

도 유지되는 전형적인 장주기파 특성이 1차년에 관측되었으나(그림 20), 해빈표고 수심측

량이 수반되지 않아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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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단주기파장주기파의전형적인전파특성을보이는표본해안관측결과(적색: 중력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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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빈‧사구�지형변화�수치모형
가.� 모형�구분�

연안지형변화 예측 수치모형은 적용 시공간규모 및 모형구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

며, 현재까지 다양한 모형이 국외에서 개발되었다. 해안선 혹은 해빈단면변화 모형을 라

인모형(line model)이라 부르며 모형구조상 계산시간이 과다하지 않아 공학적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정영역을 격자망으로 구성한 후 각 격자에서의 파랑, 해빈류, 표

사율, 지형변화를 계산하는 모형을 영역모형(area model)이라 부른다.

나.� 라인모형�

라인모형 중 해안선변화모형은 해빈류 계산 없이 입력파랑 제원과 모래입경 및 평형

해빈단면식 정보만으로 모래이동 한계수심까지의 총연안표사율을 계산하여 해안선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서 수개월 ～ 수년 동안의 해안선 장기변화 예측에 유리하다. <그림

21>은 해안선모형 검증사례로서 관측치와 예측치가 거의 일치하지만 모형한계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오적용이다. 즉, 관측된 Cusp형 해안선 후퇴는 2008년 8월 하

순 동해안 전체에 내습한 이상너울에 의한 횡단표사가 발생시킨 것이나, 해안선변화모형

은 횡단표사가 탁월하거나 사주가 발달한 해빈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단면모

형(cross-shore model)은 단기(수시간 ～ 수일) 폭풍사상 동안 해안선에 직각방향인 횡단

표사로 인한 해빈단면변화 예측이 목적이며, <그림 21>의 안목해안의 경우도 단면모형을

적용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존의 경험식에 기초한 단면모형이 한계가 있음에 따라 최근 이를 개선한 모형이 개

발되고 있다. Do et al.(2014)은 델라웨어 대학에서 개발한 단면모형 CSHORE의 성능을

현장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러나 <그림 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정수면 ～ 사구기저까지의 침식은 신뢰성 있게 예측하였으나 수심 5m 부근에서 퇴적

이 과도하게 예측되었으며, 이는 단면모형은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모래이동, 즉

연안표사를 신뢰성 있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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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안목해안 해안선변화모형 검증결과(강릉어항사무소 2008)

그림 22. CSHORE 모델 현장검증결과(Do et al. 2014)

다.� 영역모형�

일종의 시스템 모형인 영역모형은 해안선을 고정경계로 처리함에 따라 연안침식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가 최근 국외에서 진행 중이나 계산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국내 연안침

식대책 설계에서는 아직도 해안선을 고정경계로 처리하는 영역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인 <그림 23>은 양양군 남애리의 연안정비사업인 돌제, 잠제 2기, 양빈 시

공 1년 후의 지형변화 예측결과로서, 양빈 후의 해안선 변화의 예측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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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빈

그림 23. 양양군 남애리 연안정비사업 완공 1년 후 지형변화 예측결과(김규한 등 2008)

라.� 현상기반�위상분해�영역모형�

연안침식재해 관리에서 폭풍사상 동안의 해안선 후퇴거리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는 것

이 중요하며, 특히 소위 ‘surf beat‘라 불리는 중력외파에 의한 파랑처오름과 그에 따른

포말대 침식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치모형

이 미국 육군공병단이 의뢰하여 네덜란드가 개발한 XBeach이며, <그림 24>는 동해안에

서 최대파고를 기록한 2006년 폭풍사상 60시간 동안 실행한 안목해안 모의결과로서 상습

침식구간인 ④번 단면에서의 침식을 재현하였으나 관측자료 부재로 모형검증은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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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6년 10월 폭풍사상 60시간 동안의 안목해안 지형변화

3.� 완충해빈폭‧인공사구�설계기술� /� 사빈-사구시스템�관리지침서
가.� 완충해빈폭‧인공사구�설계기술� �
침식피해는 자연적 원인으로 표사계 전체가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①배경침식

(background erosion), ②계절에 따른 침식-퇴적 사이클에서의 침식, 그리고 ③해안구조

물이 교란시킨 표사계가 새로운 평형상태로 천이하는 과정에서의 국지침식에 의해 발생

된다. 우리나라 침식피해 대부분은 ②,③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침식이 백사장 유

실에 그치지 않고 해안도로, 배후건물, 사구송림(그림 25)까지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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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유해빈폭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침식대책시설을 비롯한 국내 해안구조물 설계 대

부분이 완충해빈폭 개념 없이 구조물 설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완충해빈폭은 연간침

식률로 설정할 수 있으나 기존 관측치 이상의 이상폭풍 너울이 발생할 경우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완충해빈폭을 확보하고 침식되지 않는 사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인 사빈-사구시스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해안방호를 위하여 지오튜브를 지중 설치하여 인공사구를 조성하는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동해안에서 인공사구 조성사례는 없다.

 
그림 25. 태풍 Danas 내습시 삼척 원평해수욕장(2013.10.9)

(침식원인은 궁촌항 방파제 연장이며 해안선 최대 후퇴거리 약 100m)

나.� 사빈-사구시스템�관리지침서� � �

국토해양부는 연안정비사업 설계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나 주요 내용은 국내 모

니터링 수치모형실험 대책설계 실패사례 분석과 주요 침식대책에 대한 국외 설계기법 소

개에 그쳤으며, 기존 연구성과가 없음에 따라 역학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사빈-사구시

스템 관리지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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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국외�기술개발�현황

1.� 사빈-사구시스템�지형변화�역학구조� �

가.� 포말대�현장실험

연안지형변화 예측에는 근빈(nearshore = 쇄파대+포말대) 지형역학(morphodynamics)

체계(그림 26)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쇄파대에 비해 관측이 어려운 포말대 연구는 1

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장실험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연구가 현재에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포말대 현장실험을 위해서는 <그림 27 ～ 28>과 같은 다수의 첨단장

비가 요구되며, 비록 지형 외력조건 및 관측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포말

대 표사 플럭스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는 <표 1>과 같다.

그림 26. 근빈 지형역학체계 및 상호작용 모식도(Masselink & Puleo 2006)

그림 27. 포말대 수리 퇴적현상 관측시스템(Butt et al. 2004, Masselink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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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포말대 수리 퇴적현상 관측시스템(Masselink et al 2009, Bed-level
sensor array: 초음파 표고계 45개, 15개/열, ●: 파고관측용 PT, EMCM+OBS at
z=6cm, ○: PTs at z=3,-5,-10cm, EMCMs at z=3,6,9,14cm, OBS at z=6cm, two
vertical stacks of mini-OBS sensors)

표 1. 포말대 표사 플럭스 주요 연구성과

Authors
Flux (kg/m)

Uprush backwash Net

Masselink & Hughes
(1998)

+2.3 ～ +82.8 -3.0 ～ -111.9 -46.0 ～ +27.3

Masselink et al.(2005) +16.8 ～ +174.9 -6.7 ～ -171.8

Puleo (2009) +55 ～ +80 -25 ～ -40 +15 ～ +45

Masselink et al. (2009) +3.0 ～ +118.8 -0.1 ～ -153.9 -53.7 ～ +46.0

Blenkinsopp et al.(2011)은 Masselink et al.(2009)의 조사를 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중부 하부 포말대 개별 처오름-처내림(individual swash event, 이하 ISE)에 의한

순 횡단표사 플럭스(net cross-shore sediment flux, 이하 NCSF) 발생빈도분포는

정규분포를 보이며, 대부분의 ISE 동안 지형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적은 수

의 ISE에 의해 수백 kg/m에 이르는 육지 혹은 바다방향 플럭스가 불규칙하게 발

생하며, 그 양은 한 조석 주기 동안의 해빈사면(beach face=포말대) 지형변화량에

필적함.

② NCSF 절대값은 wave power와 대략적인 선형관계를 보이나 파랑제원만으로는 전

체 조석 동안의 해빈사면 순변화량을 예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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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CSF의 크기와 표준편차는 ISE 지속시간과 ISE 내의 포말 내습횟수에 비례함. 이

로부터 ISE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지나 바다방향 표사량이 증가하며, 하부 포말

대에서의 포말충돌(swash-swash interaction, 그림 29)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표사

율은 포말대에서 바다쪽으로 갈수록 증가함.

④ 단면위치별 표사플럭스 분포의 왜도 변화가 전체 실험자료 걸쳐 일관성을 보였음.

즉, 포말대 상부에서는 ISE에 의한 표사량이 작고 주로 육지방향이었으며, 결론 ①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부와 하부에서는 정규분포를 보임과 함께 표사량이 큰

경우가 발생하였음.

⑤ 여러 시간간격에 걸친 NCSF를 합한 등고선이 강한 대상형태(banded nature)를 보

이고, NCSF 방향이 자주 역전됨. 이는 negative feedback과 짧은 시간 동안의 표

사감소가 전체적인 육지방향 표사율을 제한하고 이에 의해 해빈사면의 동력학적

평형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를 좌우하는 시간스케일

은 결정되지 않음.

⑥ 해빈사면의 평형은 intra-swash 시간규모로, 즉 ISE 동안의 NCSF가 작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많은 횟수에 걸친 처오름-처내림 동안의 육지

및 바다방향 표사플럭스의 균형에 의해, 즉 inter-swash 시간규모로 유지된다는 새

로운 개념을 제안함.

그림 29. 포말 충돌에 의한 고농도 부유퇴적물(Brocchini and Baldo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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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리모형실험

외력 변수들이 해안으로 진입하면서 변형되어 현장에서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거

나 파랑으로 인해 관측장비 설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모형실험이 유리하며, 사빈

-사구시스템 거동파악을 위한 단면수리모형실험이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었다.

Hancock & Kobayashi(1994)는 불규칙 입사파의 주기를 이용하여 파랑의 사구 월파 규

모를 변형시키면서 월파량과 모래 월류량 및 단면경사를 측정하였으나 상사효과에 의해

실험단면이 경사가 커지고 평형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Kriebel et al.(1991)의 평형단면

경험식과 Kraus and Mason(1993)의 단면표사경험식과 차이를 보였다.

Baldock et al.(2005)은 일반적으로 배후지보다 표고가 높은 해빈단 정상(berm crest)

이나 조간대 열상상주(inter-tidal ridge-runnel) 형태의 사빈 처오름과 모래 월류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0). 물의 월류체적을 해석해와 수치모델결과와 비교한 결과 해

석해가 한 order 정도 과소평가되었으며, 수치모델결과와는 잘 일치하였다. 모래 월류량

의 경우, 파랑에 의한 마찰계수(    )를 적용하면 실험치보다 과소평가하

였으며, 정상흐름에 관한 값  를 적용하면 계산치와 실험치가 잘 일치하였다.

그림 30. Baldock et al.(2005) 수리모형실험 단면도

Figlus et al.(2010)은 Kobayashi et al.(2009)이 육군공병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단면

모형인 CSHORE 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1). 실험은 호안 전면에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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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형태의 사구, 즉 해빈단(berm)을 포함하는 사구(BD), 폭이 넓은 사구(WD), 전면사

빈이 완경사인 사구(SD)가 완전히 침식되어 정수면과 같아질 때까지 수행되었으며, 사구

안정성은 SD<WD<BD 순이었다.

그림 31. Figlus et al.(2010)의 수리모형실험 단면도

그림 32. BARDEX II 실험 주요장비. (a) Barrier 정상 상차(trolley)에서 120m 떨

어진 조파기 방향으로 본 Delta flume, (b) 수조 측면에 설치된 지하수 측정용

well과 조성중인 barrier, (c) Lagoon 조성을 위해 barrier 배후에 고정벽 설치, (d)

Lagoon으로의 물 주입 배출을 위한 펌프시스템, (e) 쇄파대 난류 관측시스템, (f)

쇄파대 수위측정을 위한 자기기록식 수위계, (g) Barrier 정상에서 5m 높이 설치된

비디오카메라 3대, (h) 저면경계층 시스템: 수중카메라, 전자기식 및 초음파 유속

계, (i) 부유사와 저면형상변화 관측을 위한 외해측 시스템, (j) 다수의 초음파, 전

자기식 유속계 연직 설치, (k) 콘트롤 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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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과 2005년 미국에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도 초대형 태풍

대응을 위한 R&D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는 네덜

란드의 대형수조에 수행된 방호섬 침식실험 BARDEX(Barrier Dynamics Experi- ment)

II이며(그림 32), 실험은 다음의 5가지 연구주제로 진행되었다.

① barrier hydrology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주도): 파랑, 수위 및 lagoon 조건에 따른

barrier 지하수 거동 관측, 정량화 및 수치모형실험

② swash & berm dynamics (플리머스 대학 주도): 포말대 연직전층 퇴적물 이동에

미치는 저면경계층 국지현상과 이류된 포말이 발생시킨 난류의 상대적인 역할 규

명; 지형학적 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해빈사면의 반응을 조절하는 barrier hydrology

역할 규명

③ swash-surf zone exchange and bar dynamics (위트레히트 대학 주도): 포말대와

쇄파대 간의 퇴적물 교환시키는 핵심 수리 퇴적작용을 규명, 정량화; 사주의 육지

혹은 바다방향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현상 규명

④ barrier overwash (포르투갈 알가르브 대학 주도): 파랑, 수위조건에 따른 월류 임

계치 정량화; 월류 과정에서 지하수 경사 영향 조사; 사질과 역질 barrier에서의 월

류현상 비교

⑤ 모래 부상과 저면지형 (사우스햄튼 대학 주도): 파랑의 천수변형과 쇄파에 의한

vortex 부상과 저면지형 역학구조 관측; 쇄파대 인접 외측에서의 퇴적물 이동량(소

류사, 부유사) 및 이동방향 변화 정량화

⑥ 수치모형 (보르도 대학 주도): 사주와 barrier 역학구조와 월류에 의한 barrier 파괴

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보다 진화된 현상기반 단면수리 지형역학모형

(process- based cross-shore hydro-morphodynamic models) 개발 검증

2.� 사빈‧사구�지형변화�수치모형
가.� 2004‧2005년� 대규모�허리케인�피해�이후�포말대‧사구침식�재현�신뢰도�
제고에�집중� �

van Rooijen et al.(2012)은 XBeach 1차원 버전, 즉 수심평균 단면모형을 <그림 28>의

프랑스 Truc Vert 해안 실험결과를 검증하였다. 소류사는 Nielsen type, 부유사는

Bagnold type 산정식을 적용하여 타당한 결과(그림 33)를 얻었으나 비선형천수방정식을

적용하여 구한 수위가 퇴적시기에는 과소평가되었으며, 이는 2차원 효과를 고려할 수 없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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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van Rooijen et al.(2012)의 XBeach 포말대 표고변화 검증결과
(점선: 관측치, 실선: 계산치, 표고차 음수=침식)

허리케인 피해 이전에 가장 많이 이용된 단면모형은 미국 육군공병단이 개발한

SBEACH이나 단기폭풍에 의해 침식된 해안이 복원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Yuan

and Cox (2014)는 육지방향 혹은 바다방향 모래이동을 결정하는 Hattori and

Kawamata(1980)의 식을 이용하여 SBEACH를 개선하였으며(NSBEACH = New

SBEACH), 이를 호주 골드코스트에 적용하여 단기침식 후 장기간에 걸친 복원과정을 재

현하였다(그림 34).

그림 34. NSBEACH 검증결과(Yuan and Cox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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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nci et al.(2014)은 XBeach 단면 버전 적용시 퇴적층을 연직 3개 층으로 구분하고

배후도로와 식생대 모의가 가능하도록 입경과 검보정계수를 다르게 할당하여(그림 35)

2003년 허리케인 Isabel에 의해 사구가 침식되고 모래가 월류한 노스케롤라이나 해안에

적용한 결과, 지표피복 효과를 고려하면 모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그림 36).

그림 35. Karanci et al.(2014)의 지표피복 처리방법

그림 36. Karanci et al.(2014)의 모형검증 결과. 좌: 사구침식단면, 우: 모래월류단면

  

Razak et al.(2014)은 XBeach를 가상해안에 적용하여 쇄파대 rhythmic 사주형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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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으나 해안선 및 포말대 변화는 제외되었으며(그림 37), 현장검증 사례 없었다.

그림 37. Hrms=2m 파랑이 해안에 직각방향으로 내습 시 지형·해빈류 변화(Razak et al. 2014)

3.� 사빈-사구시스템�침식위험�관리�

가.� 미국�

내무성 산하 지질조사국(USGS)는 2004 2005년 허리케인 피해 후 사빈-사구시스템의

침식재해 시나리오를 수위에 따라 4가지로 구분(그림 38)하고, 과거 허리케인 자료에 기

초하여 피해발생 우심해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발생확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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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표고�
정의도

Swash�

Regime

Collision� Regime� Overwash�

Regime

Inundation�

Regime

Inundation�

Regime

그림 38 미국의 연안위험도 관리를 위한 사빈 사구침식 구분
(http://coastal.er.usgs.gov/hurricanes/impact-scale/index.php)

나.� 유럽�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후 초대형 태풍 내습시의 연안침식 72시간 예보체계(XBeach 이

용) 구축을 위한 R&D를 수행한 바 있으나, 네덜란드는 48시간 예보체계를 운영 중이나

아직 의사결정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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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XBeach를 포함하는 네덜란드 48시간 예보체계

4.� 기후변화를�고려한�사빈-사구시스템�장기변화� �

가.� Bruun� Rule�

Bruun은 현장자료에 근거하여 평형해빈단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수면상

승에 따른 해안선 후퇴를 산정하는 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Bruun rule이라 하다.

Bruun rule은 식의 단순함과 편의성에 힘입어 아직도 해안선 장기변화 예측과 관리에 활

용되고 변형식도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현상과는 거리가 있는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용도

폐기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나.� 미래�폭풍사상�불확실성과�해수면상승을�고려한�재현빈도별�해안선�후퇴�

최근 과거자료를 근거로 미래 폭풍사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재현빈도별 해안선 후

퇴를 8단계로 나누어 산정하는(FTS: Full Temporal Simulation) 연구가 활발하며, 8단계

로 구성된다.

① 기상학적으로 독립적인 폭풍사상 선정

② 파고와 폭풍 지속시간 극치분포 도출 (주변밀도)

③ 파고와 폭풍 지속시간의 종속분포 도출

④ 파랑 주기와 조석이상(tidal anomaly) 사이의 조건분포 도출

⑤ 경험적 파향분포 결정

⑥ 비균질 푸아송 분포로부터 폭풍 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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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상으로부터 구한 분포와 폭풍 간격을 사용하여 파후 모의

⑧ 모의된 파후를 구조함수에 적용하여 해안침식 극치 추정

Ranashinge et al.(2012)은 상기과정에 해수면상승을 포함하였고, Callaghan et

al.(2013)은 3가지 구조함수, 즉 해빈단면 해석해, 준경험 수치모형 SBEACH, 그리고 현

상기반모형 XBeach가 적용된 FTM을 실행하고 약 30년 동안의 관측치로 도출한 재현빈

도별 침식량과 비교한 결과 XBeach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그림 40). 공학적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상기반모형 XBeach의 신뢰도가 가장 낮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

며, 그 이유는 아직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그림 40. FTM과 관측치에 의한 재현빈도별 침식량 계산 예(녹색: SBEACH, 회색:
해석해, 적색: XBeach). 원과 삼각형은 관측치를 이용한 결과이며 음영대는 95%
신뢰구간

제3절�기타�선행연구�분석

1.� 중력외파�연구

사빈-사구시스템의 침식예측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수리 퇴적현상의 국지특성

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쇄파에 이를 정도로 파형경사가 급해지지 않아 에너지

손실 없이 높은 위치까지 처오르는(그림 41) 주기 20 ～ 300초의 중력외파(infragravity

wave)와 너울성 고파랑 예측이 중요하며, 최근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

하였다(조홍연 등, 2014; 이창훈 등, 2014; 박승민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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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력외파(Infragravity wave) 전파모식도

제4절�현기술의�한계�분석

1.� 수리‧퇴적현상�국지특성�파악의�중요성� � �
○ 연안침식과 관련된 수리 퇴적현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침식관리 선진

국은 자국의 관련현상 이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성과 중 우

리나라 해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침식문제 해결을 위해 규명

해야 할 현상이 많음.

- 선진국 포말대 현장관측은 관측장비 설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서해안

과 같은 완경사 해안에 집중되어 있음.

- 네덜란드 대형수조에서의 실험대상 지형은 barrier이고 이는 방호섬(barrier

island) 거동 이해에 유용하나 낙동강 하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해안에는 방호섬

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고파랑의 높은 처오름 위치를 좌우하는 동해안 호형사주

의 거동이 규명된 바 없음.

2.� 관측장비의�중요성� � � � � �

○ 연안침식 관련연구는 관측장비와 함께 진화하였으며, 국내 포말대 및 비사 연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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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측장비 확보 없이는 불가능함.

- 본 연구 1차년에 국내 최초로 포말대 지하수위(2점) 표고(12점) 연속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는 퇴적물 농도 관측이 빠진 초보적인 수준임. 포말대는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연구 분야로서 최근에도 <그림 42>와 같은 첨단관측장

비 개발이 활발함.

그림 42. 포말대 표고 흐름 탁도 관측기 CCM+ 개요(van der Zanden et al., 2015)





제 3장

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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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제1절�사구-사빈시스템�시공간�규모별�동적거동�규명

1.� 포말대-쇄파대�정밀관측시스템

가.� 포말대�수리·퇴적현상�관측시스템�개발

본 연구 1차년도(2015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동해연구소 전면해안에 Air-borne altimeter(50kHz) 12대 (4대/단면×3단면), 지하수

위 측정시스템 2개소, 유속계 2대로 구성되는 포말대 수리·퇴적현상 관측시스템을 구축하

여 시험 관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그림 8 ～10, 그림 43 ～ 44, 표 2).

그림 43. 포말대 수리 퇴적현상 관측시스템 설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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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포말대 수리 퇴적현상 관측시스템 설치 단면도

표 2. 관측장비별 설치위치

정점 관측위치(위경도) 관측장비

GW1 37° 04' 37.08" N,129° 24' 19.20" E 지하수위측정시스템

(Piezoresistive Silicon Pressor Sensor)GW2 37° 04' 36.66" N,129° 24' 19.02" E

AQ 37° 04' 37.24" N,129° 24' 19.48" E AQUAPRO-HR 2MHz(Profile)

V 37° 04' 37.23" N,129° 24' 19.50" E VECTOR(Point)

A1 37° 04' 37.15" N,129° 24' 19.67" E

Airborne Altimeter(50kHz)

A2 37° 04' 37.01" N,129° 24' 19.53" E

A3 37° 04' 36.88" N,129° 24' 19.41" E

A4 37° 04' 36.73" N,129° 24' 19.21" E

B1 37° 04' 37.12" N,129° 24' 19.71" E

B2 37° 04' 36.98" N,129° 24' 19.58" E

B3 37° 04' 36.85" N,129° 24' 19.45" E

B4 37° 04' 36.69" N,129° 24' 19.31" E

C1 37° 04' 37.09" N,129° 24' 19.77" E

C2 37° 04' 36.95" N,129° 24' 19.63" E

C3 37° 04' 36.81" N,129° 24' 19.50" E

C4 37° 04' 36.67" N,129° 24' 19.36" E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포말대 관측에 사용된 Air-borne Altimeter Array는 전술

한 바와 같이 공기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50kHz Altimeter 12대를 단면 당 4대씩 총 3개

단면에 구성하였다. 구축전 공기 중에서 사용이 가장 효율적인 Altimter 주파수를 찾기

위해 실험실에서 50kHz와 100kHz 장비의 성능비교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50kHz로 선정

하였다. 각 Altimeter의 Sampling Intervel은 최대 2Hz 이며, 포말대의 표고와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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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측정이 가능하다(그림 45).

기존의 유사한 방식의 해외 연구사례는 대부분 완경사 해빈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본 실험은 급경사 해안인 동해안 해빈에서 진행된 최초의 연구로서 많은 한계가 있었지

만 기기 개발, 활용 및 포말대 관측 가능성을 확인한 가치 있는 실험으로 판단된다. 본

장비의 급경사해안에서의 관측 한계는 ‘1.다’에 자세히 기술 하였다.

h

Air-borne Altimeter

그림 45. Air-borne Altimeter Array 시스템 개념도(左) 및 설치모식도(右)

또한 다른 주요 요소인 지하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은 백사장에 2개의 정점을 천공하여

압력식 수위계(Piezoresistive Silicon Pressure Senser)를 활용하여 해빈 지하수위를 측정

하는 방식이다. 압력시 수위계의 측정 제원은 범위는 0 ～ 350m, 정밀도 1cm(±0.1%)이

고, Sampling Intervel은 0.25Hz이다. 또한 현장(RTU, Remote Terminal Unit)에서 데이

터 서버(DB)로의 RF 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관측 자료를 전송한다(그림 46).

그림 46. 포말대 지하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左) 및 설치모식도(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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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쇄파대�파랑·저면고�연속관측기�개발

포말대와 쇄파대에서의 모래이동량이 상당하므로(그림 1) 연안침식 관련현상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두 영역에서의 고파랑 내습 시 수리 표사현상 정밀관측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1차년에 표본해안인 후정해안에 지하수위 연속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축함과 함께 포말대 표고변화와 파랑처오름 시 판류두께를 연속으로 관측할 수

있는 Altimeter Array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금번 2차년에는 쇄파대 지형변화를 파랑정

보와 동기화하여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파랑 저면고 연속관측기를 개발하였다.

당초 본 연구진의 아이디어(그림 47)를 바탕으로 국내 제작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발

을 협의 중이던 제작사에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잔여 연구기간과 개발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우려하여 캐나다 RBR 사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림 48>은 음향표고계를 RBR 사의 압력식 파고계에 연결하는 방식의 1차 설계안

이나 본 연구진의 주문에 따라 일체식으로 변경 제작하고 모델명을 RBRconcerto

D.alt.att |wave로 명명하였으며(그림 49), 2016년 11월에 7대를 최종 제작 및 인수하였다.

본 기기는 비록 구조가 단순하지만 저면표고계와 파고계와의 일체식은 세계 최초이며,

RBR 사도 상품성을 인정하고 있고, 호형사주 거동 파악을 위한 동계 정밀모니터링에 투

입하여 성공적인 관측 결과를 생산하였다. 관측 결과는 제3절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47. 파랑 저면고 연속관측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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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파랑 저면고 연속관측기 1차 설계안

그림 49. 파랑 저면고 연속관측기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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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말대-쇄파대�정밀관측�신뢰도�제고

전술한 바와 같이 포말대와 쇄파대에서의 고파랑 내습 시 수리 표사현상 정밀관측을

위해, 1차년에 표본해안인 후정해안에 지하수위 연속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과 함께 포

말대 Altimeter Array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5년 동계(2015.12), 2016년 동계(2016.12

～ 2017.01)에 후정해안에서 시험관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그림 50). 하지만 급경사

해빈인 동해안의 포말대에서는 고파랑 시 급격한 침․퇴적으로 인해 Altimeter Array 시

스템 관측의 한계가 나타났다(그림 51).

급격하게 침․퇴적이 반복되는 포말대에서의 연속적인 포말대 표고변화 관측이 불안

정하여(그림 52), 포말대 표고변화 모니터링의 안정화를 위해 간극수압-토압계 30대를 이

용한 표고관측시스템을 설계하여, 과기정통부이 장비심의를 통과하였고, 2018년도에 설치

할 예정이다(그림 53). 간극수압-토압계 표고관측 시스템은 기존의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간극수압계와 토압계를 해빈 지중에 매설하여, 순수 모래의 압력을 계산 후 표고로 환산

하는 방식으로, 본 관측 시스템은 원리는 단순하지만 해빈 침식 연구로는 국내 최초이며,

다량의 장비를 설치 시(Array) 보다 안정적으로 공간적 표고변화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어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0. Altimeter Array 시스템 현장관측

그림 51. 전빈 침식으로 인한 Altimeter Array 1열 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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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후정해안 단기간 침․퇴적 현황

그림 53. 간극수압-토압계(포말대 표고관측 시스템) 공간 배치 및 설치 개념도

2.� 사빈� 지형변화�모니터링�시스템

가.� 비디오�모니터링�시스템

본 연구의 표본해안인 후정해안은 중장기적으로 침식이 불가피한 지형이다. 즉, 한울

원전 건설(1988) 전에는 동계 N ～ NNE 계열 파랑 내습 시 부구천 하구 전면 모래가

후정해안으로 남진하였으나(그림 54), 현재는 집중강우로 하구 사주가 파열되더라도 하구

전면 모래가 후정해안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림 55).

후정해안 침식은 해양과기원 동해연구소(KIOST ESRI),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GIMB),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2016

년 상반기에 GIBM 전면에 설치한 호안이 침식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후정해안 침식피해 방지를 위한 장기거동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경제

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동해연구소 전면에 해안선변화 비디

오모니터링 타워(높이 30m)를 설치하여 2016년 12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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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경북 울진군 부구-후정해안 (1980.10.20)

그림 55. 경북 울진군 부구-후정해안 (2015.8.5)

그림 56. 후정해안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타워 및 카메라별(7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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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주간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은 있으나 비디오 모니터링은 평균영상(그림 57)으로부

터 해안선과 파랑 쇄파선을 추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해빈단면에서의 파랑처오름 time

stack(그림 57)을 이용하여 폭풍사상 동안의 침식특성 연구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57. 해안선 비디오모니터링 Snap shot(左), 10분 평균영상(中) 및 파랑처오름 timestack(右)

전술한 후정해안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악기상시를 제외하고 매시간 10분 평균영

상으로 해안선을 추출하고 있으며, 상세 제원은 다음과 같다.

○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설치 위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내(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기 : 2016년 12월

- 타워높이 30m, CCTV(1200만 화소, Full HD급) 7대

- 2018년 4월 비디오 타워 전면의 해안선 전진으로 CCTV 1대 추가

-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 확보 영역 : 약 2.4㎞(동해연구소 전면 해안)

- 매시간 순간영상, 평균영상, 분산영상 제작 후 원격지 서버로 자동 전송

- 평균영상(10분, 600장)으로 해안선을 추출(악기상시 제외)

○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명 개발사 기능

Camera Scheduler GeoSR 영상촬영 스케줄 설정

Imagemake GeoSR 평균 및 분산영상 작성

Image Processing GeoSR 해안선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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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요소

장비명 규격 사양 사진

네트워크
카메라

SNB-9000
1200만화소
4,000×3,000
최대 30fps

IR렌즈
NL-05100M 5 ∼ 100 mm

NL-10120M 10 ∼ 120 mm

하우징 MHG-200A 실내/외 겸용

시스템 PC

Intel core-i5-4690
ASUS B85-PLUS
SSD 128GB
HDD 4TB

Rack SG3000 850*650*650

모니터링 타워 높이 : 30m 재질 : 용융아연도금

위와 같은 후정해안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영상자료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후정해안은 약 2km인 직선해안으로 30m 높이 타워 1대로는 음영대가 발

생하고 원거리의 저해상도 구역이 발생하여(그림 58), 이를 보완을 위해 향후 비디오 모

니터링 타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8. 후정해안 해안선 추출 결과, 음영대 및 저해상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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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론을�이용한�사빈표고�간접측량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Unmanned Aerial Vehicle(UAV)를 활용하여 대상지역의 항공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측량에 활용하고자 한다. 단, UAV는 중량, 사용목적에 따라 법에 규제를

받을 수 있다. 12kg 이하의 자체중량 무인기는 기체 신고 및 안정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고도 150m 이하에서 비행할 경우 지방항공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UAV의 자체중량은 12kg 이하, 그리고 150m 이하

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행목적이 항공촬영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수행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분원의 경우 인근에 울진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하지만 항공촬영 차 국방부 승인을 연구기간 지속적으로 받아오며 모든

항공사진은 사용가능 허가를 받았다.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UAV 사용 및 항공촬영을 수

행하고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2)� 사용�장비

(가)� UAV

이번 연구에 사용된 UAV는 DJI사의 Inspire이다. 장비의 제원은 <표 3>과 같다. 해당

기체는 4개의 프롭을 이용하는 쿼드콥터로서 이동편의성을 높인 장비이다. 프롭 수, 그리

고 기체 추력의 한계로 인하여 외란에 대한 저항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

행시간 한계에 따른 배터리 교체, 광대역 영상확보시에는 장비를 들고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때 장비를 접어서 쉽사리 이동할 수 있다.

그림 59. Inspire (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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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nspire1 (DJI) 장비 제원

프레임 사이즈 (D*H) 450mm * 300mm

무게 3kg

호버링 시간 약 18min
< 15min

(안전상 실제 비행시간)

호버링 정확도
± 0.5m(수직), ±
2m(수평),

이미지 최대 크기 4000 * 3000

(나)� 지상�물표

본 연구에 활용될 항공촬영사진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의 정확한 좌표값을 알 수 있

어야 비로소 데이터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사진에 물표가 정확히

인식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 광대역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

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그림 60>과 같이 9개의 물표를 만들어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림 60. 제작된 물표

 

(3)� 항공사진�획득

(가)� 물표�위치�선정�및�좌표값�획득

해안선 또는 해수면 위로 고정된 물표를 위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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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데이터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위치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에 물표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동시에 가벼워 이동이 용이한 것이 유리하다. 이

를 감안하여 본 과제에서 제작한 물표를 활용하였다. 해안선 또는 해수면 위에 물표가 있

는 것이 가장 좋은 데이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파도, 해류등에 의하여 물표가 데이터

확보동안 이동하여 데이터 합성 시 불리하다. 이에 <그림 61>과 같이 물표를 지상에 고

정하고, RTK GNSS를 이용하여 물표의 절대값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각 물표간 거리는

약 30m 간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Fig. 4는 물표별로 이동하며 좌표값을 획득하는 장면이

다. 획득된 좌표정보(위도, 경도, 고도, UTM)는 <표 4>와 같다.

그림 61. 지상에 위치한 물표 위치

그림 62. RTK GNSS를 이용한 물표 좌표값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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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상물표 RTK GNSS 측정 결과
P-01 P-02 P-03 P-04 P-05 P-06 P-07 P-08 P-09

위도 37°04’38.27420”37°04’38.82002”37°04’37.77863”37°04’39.35932”37°04’37.24780”37°04’39.99558”37°04’36.57624”37°04’38.44291”37°04’37.31388”

경도 129°24’17.69189”129°24’16.89064”129°24’18.39318”129°24’15.87722”129°24’19.14509”129°24’14.86147”129°24’20.23807”129°24’16.00473”129°24’18.42378”

고도 29.918 29.541 29.990 29.486 29.539 29.435 30.131 31.368 31.663

UTM-X 535991.272 535971.417 536008.652 535946.324 536027.287 535924.161 536054.362 535949.592 536009.469

UTM-Y 4103524.063 4103540.798 4103508.865 4103557.310 4103492.587 4103576.810 4103472.007 4103529.084 4103494.547

(나)� 최적�항공사진�확보를�위한�촬영각�결정�

항공사진을 통하여 극천해부 바다환경 데이터, 사빈의 고도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

해서는 사진 내에 적절한 화면배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환경 정보를 최대한 확

보하며, 동시에 지상물표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그림 63>과 같이 바다를 화면의 80 ～

90% 보이도록, 그리고 모래사장이 10 ～ 20% 나타나도록 화면배치를 선정하였다.

그림 63. 항공사진의 화면배치 설정

기상타워 전면을 이착륙 지점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고도를 30m, 90m, 150m

로 변화시키며 촬영하였다. 이는 설정된 화면배치를 만족하는 카메라 촬영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해당 고도에서 화면배치를 만족하며 동시에 최대한 물표가 많이 보이는 촬영각

을 확인하였다. 항공사진을 획득하기 위한 최적 촬영각은 <그림 64>와 같다. 30m 고도

에서는 34°에서 3개의 물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90m 고도일 경우 67°에서 7개, 150m 고



- 57 -

도일 경우 73°에서 9개의 물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각을 90°로 설정

할 경우 수평거리 약 150m의 화면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4. 항공사진 확보를 위한 최적 촬영각

(다)� 비행경로�및�항공사진�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해변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8일 항공촬영을 수행하

였다. 고해상도 촬영을 통하여 제한된 사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촬영고도를 30m, 90m, 150m로 설정하고 ‘ㄹ’형태로 반복 비행을 지속적으로 수행, 총 5

차에 걸쳐 촬영하였다. <그림 65>의 빨간 점은 항공사진이 확보된 위치이며 총 152장의

사진을 확보하였다. 각 사진의 해상도는 4608*3456 pixel로 1600백만 화소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고해상도 사진을 획득하였다.

그림 65. 비행경로 및 대표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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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가)� 2D� 항공사진을�활용한� 3D�사빈모델링�확보

획득된 152장의 2D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3D 모델을 확보하였다. 사용된 S/W는

PIX4D이다. 3D 모델링 결과는 <그림 66(a)>와 같다. 지면에 대해서는 이미지 합성을 통

한 모델링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 반면 해수면의 경우 대상물에 대한 특이점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는 연산 시 무시되었다. 이미지 합성을 통하여 3D 모델링을

도출하는 현존하는 모든 S/W의 한계이다. 다만 이미지 합성을 통하여 2D 결과만 도출할

경우에는 <그림 66(b)>와 같이 결과물을 도출한다. 바다환경에 대한 이미지 정보는 2D

영상 결과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투사도

(b) 이미지 합성 (c) 등고선도
그림 66. 3D 모델링 및 이미지 합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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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의 투사도를 보면 지면의 높낮이를 일부 형상화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진을

통하여 합성 후 하나의 큰 스트림 역시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등고

선도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높낮이에 대한 연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도는

4m ～ 56m까지 표현되었다.

(나)� 주요�위치별�결과�분석

3D 모델링 결과물을 3곳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그림 67>은 이미지 합성 결과물 중

첫 번째 부분과 해당 지역의 등고선을 나타낸다. 해당 지역은 지상물표 1, 2, 4, 6 그리고

8번이 보이는 영역이다. 아래쪽에 위치한 물표 중 8번은 합성된 사진들의 끝부분에 걸쳐

져 있었다. 이에 합성결과를 2D이미지에서 확인하면 좋은 품질을 보이지 못했다. <그림

67(a)>의 빨간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림 67(b)> 등고선에서 부분적으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위와 같은 지점이다. 아래쪽 원형부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표현

되었다. 위쪽의 원형부는 모래사장에서 수면까지 이어지는 경사로로 등고선에서는 고도별

선들이 촘촘하게 표현되었다. 해당 지역에서 최고 고도는 45m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합성결과 (b) 등고선도
그림 67. 이미지 합성 결과 vs 등고선도 (1)

<그림 68>은 이미지 합성 결과물 중 두 번째 지역으로 지상물표 1, 3, 5, 7 그리고 9

번이 보이는 영역이다. <그림 67>과 같이 물표 중 9번은 합성된 사진들의 끝부분에 걸쳐

져 있어 합성결과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 <그림 67>의 결과와 유사하게 빨간 원부분 주

변으로 고도변화가 대체적으로 급하였다. 그리고 파도와 모래사장이 접하는 부분에서 파

도가 부서지는 사진 부위에서 등고선이 진하게 표시되었다. 해당 지역에서 최고 고도는

53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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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성결과 (b) 등고선도
그림 68. 이미지 합성 결과 vs 등고선도 (2)

<그림 69>은 이미지 합성 결과물 중 세 번째 지역으로 지상물표 7번이 보이는 영역이

다. <그림 6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빨간 원부분 주변으로 고도변화가 대체적으로 급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파도가 부서지는 부위에서 등고선이 진하게 표시되고 있다. 해당 부

위는 서로 다른 시간에 확보되는 항공사진으로 합성 시 동일한 지역으로 연산하기에 오

차가 크게 나타나 등고선 역시 오차를 크게 내포하는 값으로 도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최고 고도는 32m로 나타났다.

(a) 합성결과 (b) 등고선도
그림 69. 이미지 합성 결과 vs 등고선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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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헬리캠을 이용하여 고화질 항공사진을 확보하였으며, PIX4D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3D 모델을 확보하였다. 이동이 편리하되, 인식률이 높은 지상물표를 다수 활용하여 연산

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D 이미지 합성 시에는 바다영상도 동시합성이 가능하나,

3D 모델링 시에는 특이점이 거의 전무한 해수면 모델링이 수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3D 모델링으로부터 등고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래사장에서 바다가 접하여

파도가 부서지는 부위에서는 등고선 정보가 부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속되는 항공사진 컷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파도가 찍힘으로서 2D 이미지의 특이점으로

서 계산을 수행하기 어려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드론을�이용한�수심�간접측량기법�개발

(1)� 개요

우리나라 동해안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안 침식에 의한 피해가 빈번해지

고 있다. 이러한 연안 침식은 해안도로 파손을 비롯하여 해수욕장 모래 유실 등의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연안 침식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함으

로써 그 피해를 점차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연안침식 방지를 위하여 침식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공학적 대응 및 복구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연안 침식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 중 이 연구에서는 태풍과 같이 주요한 연안 침식 원

인이 작용하기 전후의 해안지형의 변화를 주기적인 수심 측량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기 위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의 수심 측량은 소형 또는 중대형 선박 하부에 음향측심기(echo

sounder) 등의 장치를 탑재하여 수심을 측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수욕장을 비롯하

여 연안침식에 의한 해저지형 변화가 심각한 수심이 수 미터(m) 이내의 천해역에서는 선

박의 흘수와 함께 음향측심기 설치에 필요한 높이로 인하여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심

측량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력에 의하여 수심을 측정하거나 많은 수의

수위계를 설치하여 수심을 측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

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연속 측량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비교적 넓은 영역에 대한 수심측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70>은 줄을 늘어뜨려 수심을 측량하는 방

법을 비롯하여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나를 이용한 방법, 인공위성 및 LiDAR

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한 그림이다. 수심은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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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줄을 이용한 방법(Line sounding)
(출처: 위키피디아)

(b) 음향측심기(echo sounder)

(c) 위성자료를 이용한 방법
(http://www.marinefind.co.uk)

(d) LiDAR를 이용한 방법
(http://www.fugro-pelagos.com)

그림 70. 수심 측량을 위한 다양한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천해역에서의 영상 기반의 수심 측량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위성자료를 이용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위성사진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물의 투과

율이 높은 Landsat TM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안지역에서의 수심을 측량한 바 있고(van

Hengel and Spitzer, 1991, Gholamalifard et al. 2013), Lyzenga(1985), Paredes and

Spero(1983), Spitzer and Dirk(19687) 등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연안지역에서의 수심을

간접적으로 측량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림 71>은 FIG Working Week

2015에 발표된 내용으로,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량하고, 그 결과를 항해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수심과 비교한 것으로 기존 항해자료의 수심과의 상관계수( )는 0.9054

임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지역의 수심측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당시 수심측량 대상 지역이 갯벌 지역인 영산강 하구 지역으로 물이 매우 혼탁하여 영상



- 63 -

자료와 수심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이지근, 1999).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비롯한 방법들은 영상자료를 이용하

여 수심을 측량하는데 있어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a) 청색계열 밴드 (b) 녹색계열 밴드

(c) 수심측량 결과 (d) 수심정보와의 비교

그림 71.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수심측량 (출처: FIG working week 2015)

한편, 항공사진을 이용한 기존 연구는 유속의 영향이 음향측심기 등을 탑재한 선박을

운영하기 어려운 하천을 대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Flener et al. 2012; Fonstad and

Marcus 2005; Jordan and Fonstad 2005; Legleiter 2013, 2015; Walther et al 2011;

Zinke and Flener 2013). Fonstad and Marcus(2005)는 수리학적 원리를 영상처리 기술과

접목하여 HAB(Hydraulically Assisted Bathymetry)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영상

처리에 의하여 수심을 측량할 때 보정할 수 있는 계수를 직접 측량한 수심자료를 이용하

지 않고, 하천의 일정 지점에서 유량과 경사 등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계수를 간접적으

로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Brazos River와 Lamar River에서 적용한 바 있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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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하천에 따라 직접 측량한 수심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구한 수심 사이의 상

관계수( )는 0.76 정도로 분석된 바 있다(그림 72).

(a) The Lamar River (b) Bathymetric map by the HAB-1

(c) Variations in accuracy of HAB-1 depth estimates

그림 72. HAB-1을 이용한 Lamar River의 수심측량(Legleiter et al., 2002).

항공사진을 이용한 천해역에서의 수심측량은 하천에 비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

이며 초기적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법의 가능성이 발표된 바 있으

나(안경모 등, 2016),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구에 비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천해역에서의 수심 측량은 주로 위성에서 촬영하는 Hyperspectral 또는

Multispectral 자료에 비하여 이용 가능한 주파수 범위가 가시광선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

히 적색, 녹색, 청색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주파수 범위를 갖는 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비하여 가용 자료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영상의 경우 수심 15m

이상인 경우 빛이 모두 흡수되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Lyzenga, 1979). 그러나 이러한

영상장비는 상대적으로 저가이며, 이미 많은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에 유리하고,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역은 천해역으로 이러한 단점의 영

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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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드론 등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에

탑재하여 이를 이용한 저고도 촬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고해상도 영상정보 취득이 용이

해지고 있다. Zinke and Flener(2013)는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로부터

수심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아래의 표는 기존의 음향측심기에 의한 수

심 측량과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사진 기반의 수심 측량 방법을 간략히 비교한 내용이다.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음향측심기의 경우 적용 수심에 제한이 없는 반면 영상을 이용

한 방법은 대부분 수심 15m 이내의 천해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으나, 측량을 면

적 단위로 할 수 있고, 또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수심이 매우 낮은 해역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표 5. 음향측심기 및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심 측량 방법의 비교

항목 음향측심기 영상자료

수심 제한 없음 천해역 (～ 15m)

측량 방법 점 측량 면적 측량

비용 고가 저가

운영 선박 하부에 설치 드론 등 항공기 이용

제한 수심이 매우 낮은 경우 어려움 날씨 및 수질 등에 영향

한편 이러한 드론을 이용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육상에서의 고도 정보 등을 드론을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73>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로(Rio de Janeiro)의 대표적인 명소인 예수상(Christ Redeemer)의 3차원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하여 예수상을 스캔하고, 그 정보로부터 3차원 정보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제품명은 PIX4D이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대형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형변화가 심한 곳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기술을 해양분야

에 적용함으로써 수심측량 등 새로운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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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DJI사의 드론 S900과 소니 디지털카메라로 대략적

인 가격이 각각 200만원, 60만원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한편

S900의 경우 대략 18분 정도 호버링이 가능한 드론이다(출처: DJI).

그림 73. Rio de Janeiro의 예수상(Christ Redeemer)에 대한 3D 매핑(출처: pix4d)

(a) DJI S900 (약 200만원) (b)SONY Nex-7 (약 60만원)
그림 74. 연구에 사용된 드론 및 디지털카메라 모델 및 가격

비록 국내에서는 영상을 이용한 수심측량이 연구초기이기는 하나 타 분야에서 영상처

리기술 및 드론 운영 기술 등을 도입하여 몇몇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찬영 등(2017)은

최근 드론을 이용하여 고도 100 m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카메라 이미지를 분석하여 천해

해저지형 측량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은 소형 드론과 고해상도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하

여 경북 월포해수욕장 해역을 촬영하고, 취득된 영상을 적색, 녹색, 청색 그리고 회색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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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구분한 후, 이들의 RMS 값을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 연

구로 해저 지질, 바닷물의 색상, 부유사의 농도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심추정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심 5 m 이내 천해역에서 상관계수 0.99 이상, 절대오

차 0.2 m 이하로 수심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오찬영 등, 2017).

그림 75. 영상자료(좌) 및 기존 방법(우)에 의한 수심 측량 비교(오찬영 등, 2017)

이 연구에서는 연안침식 과정 분석과 관련하여 연안침식이 발생하는 천해역에서의 수

심 변화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사

진을 촬영하고, 영상자료의 밝기정보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량할 수 있는 영상 기반의 기

법을 제안하였다. 해안침식이 우려되는 동해안의 후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드론으로 영상

을 취득한 후 간접적으로 수심을 측량한 후, 그 결과를 음향측심기로 측정한 수심과 비교

함으로써 제안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2)� 이론적�배경

(가)� Beer-Lambert� 공식

항공 또는 인공위성 등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는 연안지역의 수심 측량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가시광선을 비롯하여 적외선, 자외선 등을 포함한 태양광이 해수면 아래로

투과될 때 각 파장대의 특성에 따라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다양한 파장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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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수심 측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적색, 녹색, 청색으로 분리

되는 디지털 영상자료를 이용하면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보다 간편하게 수심

을 측량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심에 따라 빛이 흡수되는 정도에 대하여 아래 식 (1)과 같

은 Beer-Lambert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Denny 2003, Fonstad and Marcus 2005).

  
 ⋅                                    (1)

여기서, , 는 각각 수심 와 수심이 0인 지역에서의 빛의 세기이다. 즉   인 경

우   가 된다. 는 단위수심 당 흡수되는 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Fonstad and

Marcus(2005)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상자료로부터 구하는 각 픽셀에서의 밝기 정보인

DN(Digital Number)으로 식 (1)을 식 (2)와 같이 표현하고, 이로부터 수심을 구할 수 있

도록 식 (3)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ln   (3)

여기서 는 수심이 0인 지점에서의 값으로 구할 수 있다. Fonstad and

Marcus(2005)는 위 식에서 상수 를 구하기 위하여 유량을 이용하여 HAB-1과 HAB-2

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나, 천해역의 경우 하천과 같은 수리적 특성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

문에 상수 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 지점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실제 수심을 이용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그림 76>는 레이저포인터로 녹색광을 투입시키는 경우 깊이에

따라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출처: wikipedia).

그림 76. Beer–Lambert 공식의 적용 예(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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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신경망�기법

한편 이 연구에서는 Beer-Lambert 공식의 적용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아래 그림과 같

은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

을 이용하여 영상자료의 DN과 수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Beer-Lambert 공식의 적용

성과 인공신경망의 적용성을 비교하였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위하여 오류 역전파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고, 입력 자료로는 원 영상의 밝기 정보, 즉 회색영상(gray image)의 DN

과 함께 적색, 녹색, 청색 DN을 각각 사용한 경우와 이들 자료를 모두 고려한 경우 등으

로 분류하였고, 수심값을 출력자료로 사용하였다. Beer-Lambert 공식의 경우 단색광 정

보를 이용하여 수심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였지만 신경망의 경우 여러 단색광 정보를 이용

함으로써 유연성(flexibility)이 좀 더 높은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상관관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Beer-Lambert 공식을 이용할 경우 흡수율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판

단할 수 있으나 인공신경망의 경우 블랙박스와 같이 암묵적(implicit) 관계식을 구할 수밖

에 없어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림 77. 수심측량을 위한 인공신경망 구조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신경망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켜, 신경망의 입력자료, 즉 DN값

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오류에 의하여 수심이 과도하게 왜곡

되지 않도록 하는 정규화 방법(regularization method)의 한 방법인 노이즈 첨가학습

(noise injection learning)을 적용하였다(Matsuoka 1992; Hὃlmstrom and Koistin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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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제�해석

(가)� 수심�측량�및� 영상�촬영

최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에서의 침식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

진군 소재 동해연구소(ESRI, East Sea Research Institute) 전면에 위치한 후정 해수욕장

을 대상으로 태풍 등에 의한 해저지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

당 해역의 수심을 측량하기 위하여 흘수가 매우 낮고 바닥이 평평한 소형 고무보트에 음

향측심기를 탑재하여 수심을 측량하였다. 이와 같은 수심측량은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파도와 바람과 같은 날씨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용

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또한 동일한 해역에서 무인항공기인 드론에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

하여 항공영상을 획득하였으며, 항공촬영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한편

<표 7>은 연구에 사용된 음향측심기의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Single

Beam Sonar를 적용하였다.

표 6. 연구에 사용된 드론 및 카메라, 촬영 일시

항목 값

드론 모델명 DJI S900

디지털 카메라 모델명 및 해상도 Sony Nex7 6,000 x 4,000

촬영고도 및 각도 150m, 연직방향 촬영

촬영 일시 2015년 7월 28일

표 7. 연구에 사용된 음향측심기 정보

항목 값

모델명 AquaRulor 200S

방식 Single Beam Echo Sounder

제조사 Sonartech

<그림 78>은 수심측량을 실시한 해역으로 우리 연구원 동해연구소 전면의 후정해수

욕장으로 현재 후정해수욕장은 심각한 침식으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침식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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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동해연구소(ESRI) 위치 및 후정해수욕장(출처: Google Map)

한편 <그림 79>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자료의 좌표를 실제 지구좌표로 변환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로 이 연구에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대상해역과 함께 촬

영이 가능한 해안선에 가까운 지역에 4개의 기준점을 설치하였다.

그림 79. 영상자료 좌표를 실제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한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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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심�측량�자료�분석

수심 측량은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측량한 후,

이와 직교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측량하여, 총 두 번에 걸쳐 수심을 측량하였다(그림

80).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서로 교차하는 위치, 즉 동일한 위치에서 측량된 수심을 비교할

수 있고,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심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편차를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수심 측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는 선박 자체의 동요에 의한 오

차, GPS 수신 좌표에 포함되어 있는 오차, 음향측심기 자체의 측정 오차 등이 있으며 이

러한 오차 요인에 의하여 측정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측정 편차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포함한 실제 편차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림 80. 음향측심기의 측량 성능을 검토하기 위한 2방향 측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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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드론 촬영 영상 및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심측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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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은 2방향 측량에 의하여 수심을 측량한 측량점(measurement point)을 드론

을 이용하여 촬영한 항공영상 위에 표시한 것으로 총 22,557개 지점에 대하여 수심을 측

량하였다.

<그림 82>은 서로 교차하는 총 822개 지점에서의 두 차례 측량에서 구한 수심 측량

값의 차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 것으로 두 측량값 사이의 편차에 대한 평균은 0.006 m로

첫 번째 측량과 두 번째 측량에서의 특별한 편향성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편차에

대한 절대값의 평균(mean of absolute difference)과 RMS(root mean squared)은 각각

0.077 m, 0.10 m로 분석되었다. 정확한 수심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

서의 측정 오차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통계값을 고려할 때 천해역에서의 수심을

반복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차의 수준이 0.08 ～ 0.10 m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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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2회 측량 시 교차점에서의 측정 수심 차이에 대한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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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수심에 따른 측정 편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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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심에 따른 측정 편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83>와 같이 수심에

따른 편차를 정리하였다. 수심 증가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최대 절대편차(maximum absolute difference)는 수심이 깊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구간별로 RMS 값을 분석하여 보면, 수심이 2 m, 2 ～ 4 m, 4 ～ 6 m, 6 ～

8 m, 8 ～ 10 m인 구간에서의 RMS 값은 각각 0.0852 m, 0.1073 m, 0.1102 m, 0.1004 m,

0.0903 m로 분석되어 특별한 경향이 없었으며, 각 구간별 최대 절대편차는 0.2015 m,

0.4883 m, 0.3232 m, 0.2370 m, 0.1972 m로 수심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 Beer-Lambert� 모델에�의한�수심과� DN� 간의�관계

태양광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 여러 파장을 가진 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

한 태양광이 해수에 입사되는 경우, 파장의 특성에 따라 반사 또는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

게 나타난다. 수심이 깊을수록 흡수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 반사된 각 주파수별 광

선의 세기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Fonstad and

Marcus(2005)는 청색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수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는 원 영상의 밝기 정보(gray scale)를 비롯하여, 적색, 녹색, 청색 영상으로 분리한 후,

각각의 영상에서의 DN값을 이용하여 수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84>은 회색 영

상의 DN을 비롯하여 적색, 녹색, 청색으로 분리된 영상에서의 DN을 제시한 그림이다.

(a) 회색 영상 (b) 적색 영상

(c) 녹색 영상 (d) 청색 영상
그림 84. 드론 영상을 분해한 결과



- 75 -

한편 <그림 85>는 음향측심기로 수심을 측량한 전체 지점에 대하여 각각의 DN과 수

심을 비교한 그래프로 식 (1)을 이용하여 구한 회귀식(regression equation)을 적색 선으

로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8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색 영상을 비롯하여 적색, 녹색,

청색 영상과 DN 사이의 상관계수( )는 각각 0.78, 0.89, 0.74, 0.69로, 적색 영상의 DN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 영상의 경우 적색, 녹색, 청색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적색, 녹색, 청색 등 단색광의 상관관계의 평균적인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단색광의 경우 그 특성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즉, 적색과 같이 파장이 긴 단색광의 경우 해수에 의한 흡수율이 높고, 청색과 같이

파장이 짧은 단색광의 경우 흡수율이 낮아 수심이 깊은 영역까지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색광의 경우 수심 15 ～ 18 m 정도면 모두 흡수되며 따라서 그보

다 깊은 수심에서는 적색광은 전달되지 않고, 따라서 이보다 더 깊은 해역에서는 모두 청

색광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수심이 20 m 이상 깊은 해역에 대하여 영상을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적색 영상보다는 청색 영상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

서 다루고 있는 천해역의 경우 적색 영상을 이용하여 수심을 예측할 때 가장 정확한 수

심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상으로 취득되는 정보는 결국 빛이 산란되어 나

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미립자 및 해저질의 구성에 따라 영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래 대신 점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서남해안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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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색 영상 (b) 적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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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녹색 영상 (d) 청색 영상
그림 85. 밝기 정보와 수심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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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한 회색, 적색, 녹색, 청색 영상에 대한 흡수율()은 각각

0.184, 0.386, 0.167, 0.139로 파장이 긴 적색광의 흡수율이 가장 크게, 그리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의 흡수율이 가장 작게 분석되어 기존 단색광의 흡수율에 대한 경향과 동일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86 참조). 또한 식 (2)에서 제시되어 있는 의 경우, 회색,

적색, 녹색, 청색 영상에 대하여 각각 169, 157, 193, 176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값은 수심

이 0인 경우, 즉 해안선에서의 각 영상의 DN값으로 녹색광의 DN값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86. 빛의 파장에 따른 흡수율과 이 연구에서 구한 적, 녹, 청색의 흡수율 비교

(라)� ANN을�이용한� DN과�수심�사이의�관계�분석

이 단락에서는 다양한 구조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각 영상의 DN과 측정된 수심 사이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총 4개의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였는데, 각각의 신경망 구

조에서 사용된 입력 자료와 은닉층 뉴런의 수는 <표 8>과 같다. 즉 첫 번째 신경망의 경

우 모든 DN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은닉층에 사용된 뉴런은 각각 6

개, 4개이며, 두 번째 신경망의 경우는 회색영상을 이용한 경우, 세 번째 신경망은

Beer-Lambert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적색 영

상에서의 DN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며, 네 번째 신경망은 적색, 녹색, 청색 영상에서의

DN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신경망 구조 및 은닉층에 사용된 뉴런 수에 따

른 결과도 비교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여러 신경망 구조 중 대표성을 가진 네 개

신경망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그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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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심측량을 위한 인공신경망 구조

구조 입력자료 1차, 2차 은닉층의 뉴런 수

1 회색, 적색, 녹색, 청색 6, 4

2 회색 4, 4

3 적색 4, 4

4 적색, 녹색, 청색 6, 4

그림 87. 수심측량을 위한 인공신경망 구조

<그림 88>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심(measured depth)과 이 연구에서 적

용한 네 가지 형태의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심을 예측한 결과(estimated

depth)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네 신경망 구조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은 모든 DN 정보를 이용한 첫 번째 신경망으로, 이 때  =0.97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RMS 오차 역시 0.63 m 수준으로 다른 신경망의 결과보다는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색 정보만 사용한 경우, 아래 그림(b)에서와 같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큰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색 정보만을 사용하는 경우

Beer-Lambert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결과, 즉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적

색 정보를 배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결과를 통하여 판단할 때 음향측심

기를 이용한 수심 측량 결과와는 대략 ±1 m의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음향측심기의 결과를 정확한 수심이라고 가정할 때, 수심 5 m인 지점에서 신경망을

이용하여 예측한 수심은 4 ～ 6 m 까지 예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

구를 통하여 이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신호처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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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신경망 구조에 따른 수심 측량 결과의 비교

한편 <그림 89>는 대상 해역에 대하여 측량수심을 보간하여 수심 등고선을 각각 비교

한 것으로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구한 수심(measured water depth)과 영상을 이용하여

구한 수심(estimated water depth) 사이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편

차가 심한 두 영역을 실제 영상에서 찾아보면 빛 반사가 심한 곳과 바위 등이 있어 불균

질한 해저 특성이 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

이가 있는 경우,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량할 때 제외시키거나 혹은 Blur 필터 등

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79 -

그림 89. 수심 등고선 비교 및 음향측심 결과와 차이가 큰 부분의 비교

(4)� 소결

이 연구에서는 태풍 등에 의한 연안침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의 특정 천

해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한 수심 측량에 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였다.

○ 수심 10m 이내의 천해역에서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심 측량을 위하여 흘수가 낮

은 선박에 음향측심기 장치를 탑재하여 대상 해역인 후정 해수욕장 전면 해역의

수심을 측량하였으며, 이때 수심 측량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

안선 방향으로 한 차례, 그리고 해안선 직교 방향으로 또 한 차례 측정을 수행하였

다 교차점에서 두 차례 측정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절대오차의 평균과 RMS 오차

는 각각 0.077m, 0.10m로 분석되었으며, 수심에 따른 경향은 없었다. 그러나 최대

오차의 경우 수심이 깊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 Beer-Lambert 공식을 이용하여 회색, 적색, 녹색, 청색 영상에 대한 DN과 수심 사

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0.78, 0.89, 0.74, 0.69로 분석되어, 적색

영상의 DN이 수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Beer-Lambert 공식의 대안으로 신경망을 이용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네 가지 구조

의 서로 다른 신경망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신경망은 입력 자료로 (1) 회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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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녹색, 청색 영상의 DN, (2) 회색 DN, (3) 적색 DN, (4) 적색, 녹색, 청색 영상

의 DN을 사용하였다. 이때 각각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 수심과

실제 측량 수심 사이의  값은 0.97, 0.79, 0.93, 0.93으로 모든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RMS 오차 역시 가장 작은 수준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과제로는 ① 주기적인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날씨 등 외부 조건에 의한 영향

및 외부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상처리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② 실제

태풍과 같은 이벤트 전후의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이러한 영상 기반의 수심 측량 기

술이 해저지형 변화를 분석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

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③ 파도와 수초, 바위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④ 촬영된 영상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밝기의 편차 및 해저질의 영

향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역시 실제 적용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위성·항공사진·초분광카메라를�이용한�고해상�해안선�추출�및� 이벤트�침식�

탐지기법�개발�

(1)� 위성·항공사진을�이용한�지형변화분석�및�고정밀�원격탐사�기술�설계

(가)� 개요

항공·위성사진을 수집하고 시험에 적용하기 위하여 습윤/건조 경계선을 해안선으로 정

의하며, 경계선이 하나 이상일 경우 기준 사진을 선정하고 고파랑 내습 시는 제외하였다.

표 9. 표본 해안에 대한 수집한 원격탐사 자료 종류 및 특징

가용자료 센서 종류 특징

위성자료
KOMPSAT-2

(2012. 07.29, 2013.07. 06, 2014. 10.03)

1m pan-chromatic
4m multispectral bands
(Blue, green, red, NIR)

항공자료

항공사진
(1971, 1980, 1988, 1990, 1996, 1997,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흑백/칼라
항공사진

정사항공사진

CASI-1500
(2014.09.19)

1.5m 공간해상도
48개 분광밴드

Lidar bathymetry 0.5m

지상자료 초분광카메라 1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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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표본해안(적색 원)에 대한 시계열 KOMPSAT-2영상 자연색 합성 영상

①� KOMPSAT-2� 위성자료의�연안�지역�분광�특성�분석

우선 판독에 가장 용이한 4m 공간해상도의 자연광 합성 영상을 살펴보면 촬영 당시

고파랑이 보이지는 않으며, 수심에 따른 수계의 밝기 차이가 보이며, 모래로 구성된 연안

이 잘 보인다. 이와 함께 KOMPSAT-2영상의 근적외선 밴드를 살펴보면 수계와 타 피복

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KOMPSAT-2의 1m 흑백영상은 4m

칼라영상에 비해 피복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m의 흑백영상과 4m 칼라영상을 High pass filtering(HPF)기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여

1m 공간해상도의 분광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아래 그림과 같이 획득하였으나, 공간 분

석 결과 경계 부분에서 밝기 값이 급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본 해안선 추출 연

구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91>은 <그림 92>의 연안에서 수계까지 적색 선에 대한

공간 프로파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계로 갈수록 밝기값이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원 영상 값(DN)에서는 청색과 녹색광에서 밝기값이 적색, 근적외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복사 보정 후 radiance에서는 청색광영역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적색광과 근적외선에서 모래와 수계의 radiance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1. KOMPSAT-2 DN, radiance, pan-sharpening영상에서의 연안에서 수계까지 공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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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2.표본해안에대한KOMPSAT-2자연색합성영상,근적외선밴드, 1m흑백영상, 1m합성자연색영상

(나)� 이벤트�발생�지역에�대한�고정밀�원격탐사�기술�설계

①고해상도�위성영상을�이용한�해안선�자동�추출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위성 기반 해안선 추출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안선 자동 추출 방안을 설계하였고 정확한 기하보정 후, DN에서 물리량인 radiance로

변환하였다. 습윤/건조 경계선을 해안선으로 추출하기 위해 4개의 분광밴드를 모두 사용

하여 수분지수(wetness)영상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93.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분광정보를 이용한 해안선 자동 추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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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 영상의 수분지수 영상을 분석한 결과, 건조한 모래, 습윤 모래와 수계는

<그림 94>과 같이 동일한 수분지수 임계치로 나눌 수 있다. 이후 수분지수에서 해안선만

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 분산 질감 (variance texture)을 산출 후, 17개의 profile정보

를 통해 해안선만을 추출할 수 있는 임계치를 결정하였다. 이때 육상의 타 피복 경계선도

추출되는 false line을 줄이기 위해, 수분영상에서 수계선부터 20m buffering 선을 산출하

여 그 영역 안에 있는 해안선만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위의 자동 추출 방법을 통해 2012-2014년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기존 해안선으로 정

의되었던 수계 경계선과 습윤/건조 경계선을 각각 추출하였다.

그림 94. 2012-2014년 KOMPSAT-2영상의 수분지수영상과 피복별 임계치 결정안

그림 95. 2012-2014년 KOMPSAT-2 질감 변환 영상과 해안선 추출을 위한 임계치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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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해안선 자동추출을 위한 false line 줄임 방법

그림 97. 2012-2014년 KOMPSAT-2 위성영상을 이용해 자동 추출한 울진군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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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공(정사)영상�확보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표본 해안에 대한 시계열 항공(정사)영상을 확보하였

으며, 2010년 이전 자료의 경우 아날로그 항공영상의 디지털 변환파일, 2010년 이후 자료

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 촬영 항공(정사)영상을 확보하였다.

그림 98. 표본해안에 대한 항공(정사)영상(2010, 2011, 2013년도)

③항공(정사)영상의�위치좌표�취득방안�설계

확보된 항공(정사)영상으로부터 표본 해안에 대한 위치좌표를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였으며, 2010년 이전 자료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파일)와 2010년 이후 자료(디지

털 카메라 영상자료)에 대해 각기 다른 방안을 설계하였다.

그림 99. 표본해안에 대한 위치좌표 취득 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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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공(정사)영상을�활용한�지형변화분석�방법�설계

확보된 항공(정사)영상으로부터 표본 해안에 대한 위치좌표를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였으며, 2010년 이전 자료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파일)와 2010년 이후 자료 (디지

털 카메라 영상자료)에 대해 각기 다른 방안을 설계하였다.

그림 100. 항공(정사)영상을 활용한 해안선 추출 안

⑤지상초분광센서를�이용한�고정밀�원격탐사�기술�설계

이벤트 발생 지역의 현장 분광정보 획득을 위한 미국 Resonon사의 PIKA II Outdoor

hyperspectral imaging system을 구입하였으며, 장비 설치와 현장 측정, 측정 후 영상 분

석까지의 과정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101. PIKA II 초분광카메라 장비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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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IKA II 장비의 성능

Specification PIKA II

Spectral Range (nm) 400-900

Spectral Resolution (nm) 2.1

Spectral Channels 240

Spatial Channels 640

Max Frame Rate(fps) 145

Bit Depth 12

Connection Options GigE

Power Requirements 8-30V, <2.5W

연안 피복의 고정밀 분류를 위한 4회 현장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정확한 촬

영을 위한 장비 개발 업체(미국 RESONON사)의 전문가의 국내 방문(2015년 10월 31일,

아담 스턴 수석연구원)을 통해 장비 세팅 및 측정 방법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 연수를

수행하였다.

(2)� 위성·항공사진을�이용한�고해상도�해안선�추출�알고리즘�개발

(가)� 칼라영상을�이용한� shoreline� indicator� 반자동�추출�알고리즘�개발

사용자가 해당 해안영역을 설정해주면, 항공사진의 질감(texture) 정보를 이용한

shoreline indicator를 반자동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색광 영역의 GLCM

(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 variance 필터를 적용한 후, Variance영상에서 18개

profile 기반 shoreline indicator 추출 variance 임계치가 1 ～ 2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계치 입력을 통한 shoreline 후보지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2이상의 값 추출

시 수계 라인와 wet/dry line 추출은 가능하였으나 HWL은 부분 추출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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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동해연구소 앞 연안지역의 영상 강조 영상(좌)와 질감 추출 영상과 profiles 분포(우)

그림 103. 분산 질감의 profile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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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분산 임계치에 따른 shoreline indicator 추출 결과

(나)� 항공영상을�이용한�해안선�추출�시스템�개발

Window용 C++MFC기반 영상처리 SW와 항공영상 처리를 위한 OpenGL 라이브러리

및 대용량 영상 처리를 위한 GDAL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처리한 대상 영상은 일반

칼라 항공사진과 정사 칼라 항공사진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영상 및 메타 파일 (EO 파

일) 입력이 가능하다.

그림 105. 항공영상 화면 출력 및 EO (항공기 자세정보) 메타파일 입력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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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DMC, DMC2, UltraCam XP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GCP 입력 및 기하보정

(Affine 변환식)이 수행되었다.

그림 106. 일반 항공영상의 기하보정 전(좌)와 후(우)

  
특정 지역을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의 강조하는 기법이 실시되었다. 또한, 육안 판독

을 통한 해안선 수동 추출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림 107. 일반 항공영상의 부분지역 선택 및 영상 강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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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영상강조 후 수동 해안선 후보지 추출 결과

질감 정보 변환을 통한 해안선 수동 추출 가이드 기능을 구현하였고, 세선화 기법을

통해 해안선 후보지를 자동 추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Text, shape, KML 파일로 저장하

였다.

그림 109. 영상질감 정보를 이용한 해안선 가이드라인(하늘색) 자동 산출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수동 해안선 후보지 추출 과정



- 92 -

그림 110. 영상질감 정보 및 세선화 기법을 이용한 해안선 후보지 자동 추출결과(주황색 라인)

그림 111. 해안선 후보지 추출 결과 저장 UI(좌)와 Google Earth에서 화면 출력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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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분광카메라를�이용한�이벤트�지역의�고해상도�해안선�추출기법�안정화

(가)� 위성·항공사진과�육상�초분광�카메라를�이용한�고해상도�해안선�추출�기법�안정화

①�초분광�카메라를�이용한�해변의�분광�특성�조사

초분광 카메라(Pika II)를 이용하여 울진 동해연구소 앞 해변에서 함수율의 분포가 다

르게 위치를 선정 후 각 지점의 좌표를 기록한 뒤 각 지점 백사장 표면 부분의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통해 함수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112. 동해연구소 앞 해변에서 초분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좌)과 시료 채취 위치(우)

표 11. 시료 채취 위치 좌표정보와 시간(좌)과 시료 입도분석 결과 및 함수율 산출 결과(우)

관측한 영상에서 지정한 위치를 중심으로 20 × 20 픽셀에 대해 평균을 구하여

Reflectance에 대한 Spectrum을 확인하였을 때, 그림 2와 같이 함수율이 가장 높은 Site

15와 Site 20(연두색 그래프)의 Reflectance가 근적외선 영역인 780nm ～ 900nm 파장에

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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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20×20 Pixel 영역에 대한 Site 11～15의 Spectrum(좌)와 Site 16～20의 Spectrum(우)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함수율이 높을수록 낮은 Reflectance 값을 나타냈으며, 근적외선

영역의 여러 파장에 대한 이미지 중 765nm 파장의 이미지에서 물과 백사장의 경계가 육

안으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안선 추출을 위하여 765nm 파

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림 114. 파장에 따른 초분광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 95 -

3.� 표본해안변화�동적거동�정밀�규명

가.� 파랑관측�및� 분석

표본해안으로 선정한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전면해역에서

기존 파랑관측자료 수집 및 실해역 파랑관측을 수행하고 단주기 및 중력외파 분석을 통

해 표본해안에 내습하는 파랑의 외력조건을 검토하였다.

(1)� 단주기파�

(가)� 기존�파랑관측자료�수집�및� 분석

관측 관련 내용을 <그림 115>과 <표 12>에 나타내었다. 확보한 기존 파랑관측 자료

중 파향자료가 포함된 정점 HJ-DW에서의 시계열 그래프, 파랑장미도와 파고-주기 계급

별 출현율을 <그림 116>, <그림 117>과 <표 13>에 정리하였다.

그림 115. 표본해안 인근해역 기존 파랑관측위치도(□ : 표본해안 영역, ○ : 파랑 관측정점)

정점 HJ-DWB에서 관측기간 중 최대 유의파고는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2015년 8월

26일 0시 30분의 6.62 m(첨두주기 11.8초, 대표파향 61.2˚)로 나타났다.

파향별 출현율은 파향 NE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ENE가 20.9%, SE가 15.1%,

NNE가 10.4%로 나타났다. 주파향 NE와 ENE, NNE 등 파향 NE 계열의 출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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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로 나타났다.

유의파고-첨두주기 출현율 검토결과 주기 10초 이상의 파의 출현율이 9.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의파고 3.0 m 이상의 폭풍파의 출현율은 1.3%, 2.0 m 이상의

폭풍파의 출현율은 8.9%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제시한 파향별 출현율과 유의파고-첨두주기의 출현율 등은 1년 이상의 연

속자료가 아니므로 향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1년 이상의 연속자료가 확보되어야 신뢰

할만한 파랑특성계수의 출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표본해안 인근 기존 파랑관측 개요

정점
좌표

수심 자료 기간 비고
위도 경도

HJ-DW 37°04′59.7″N 129°25′10.6″E 31.0 m 2009.03∼2015.08
Directional
WaveRider

HJ-W 37°04′45.8″N 129°24′57.8″E 19.5 m 2014.05∼2015.01 WTG

JB-W 37°03′37.2″N 129°26′00.2″E 16.0 m 2006.03∼2015.03 WTG

그림 116. 울진 후포해수욕장 전면해역에서 관측된 유의파고, 첨두주기, 대표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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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후정해수욕장 전면해역 파랑장미도(파향별 파고분포, 2015년 1월 1일∼9월 16일)

표 13. 후정해수욕장전면해역파랑관측자료의유의파고-첨두주기출현율(2015년 1월 1일∼9월 16일)

유의파고(m)
0.00
∼0.25

0.25
∼0.75

0.75
∼1.25

1.25
∼1.75

1.75
∼2.25

2.25
∼2.75

2.75
∼3.25

3.25
∼3.75

3.75
∼4.25

4.25
∼4.75

4.75
∼5.25

5.25
∼5.75

5.75
∼6.25

6.25
∼6.75

첨
두
주
기
(s)

18∼2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6∼1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16 0 0 0 1 1 2 0 0 0 0 0 0 0 0

12∼14 0 4 8 32 53 5 3 7 5 3 2 2 0 0

10∼12 0 68 248 183 226 145 95 28 13 14 10 12 2 1

8∼10 25 513 717 611 470 198 67 11 3 1 0 0 0 0

6∼8 141 1478 886 491 235 37 2 0 0 0 0 0 0 0

4∼6 458 2286 636 112 6 0 0 0 0 0 0 0 0 0

2∼4 531 1097 59 0 0 0 0 0 0 0 0 0 0 0

0∼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나)� 표본해안�내습파의�파고비�변화�검토

표본해안 전면해역에 파랑관측 4개 정점에 파고관측을 수행하였으며 관측위치, 수심

및 관측장비와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그림 118>와 <표 14>에 정리하였다.

2015년 10월 17일에 잠수부를 이용하여 파랑관측장비를 해저면에 착저식으로 설치하

고 현재 관측이 진행 중이며, 5 ～ 6개월 간격으로 잠수부가 장비를 교체하며 자료를 백

업받는 방식으로 장비 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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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1차년도(2015) 파랑관측 위치(정점 HJ-W는 타 사업에서 관측)

표 14. 파랑관측 개요(1차년도)
정점 관측위치(위경도) 수심(m) 비고

HJ-W
37°04′45.8″ N,
129°24′57.8″ E

19.5
타 과제
성과

AWAC
(2015년 10월 17일 ～ 12월 2일)

W1
37°04′44.5″ N,
129°24′30.8″ E

8.8

WTG
(Wave & Tide Gage, pressure type)
(2015년 10월 17일 ～ 12월 2일)

W2
37°04′38.7″ N,
129°24′30.2″ E

3.2

Loss 1
37°04′51.4″ N,
129°24′37.0″ E

15.0 유실

Loss 2
37°04′42.4″ N,
129°24′24.0″ E

4.7 유실

<그림 118>에 나타낸 정점 W1, W2에서 스펙트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매 30분마다

0.5초 간격의 2,048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유의파고 (=), 첨두주기 , 평균주기 

등을 제시하였다(그림 120).

  ,   ,

 



⋅

 = 5/128 (Hz),  = 64/128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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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파고분포도의 파고비 기울기를 살펴보면, 정점

HJ-W를 기준으로 정점 W1에서의 파고비는 평균적으로 약 1.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

지만 정점 W2에서의 파고비는 약 0.7 정도로 감소하였다. 한편, 파고구간대별 파고비의

감소는 정점 HJ-W를 기준으로 2m를 전후하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122, 표 15).

그림 119. 파랑관측장비(좌 : AWAC, 우 : WTG) 설치 영상.

그림 120. 정점 DW(HJ-W), W1, W2에서의 유의파고, 첨두주기, 첨두파향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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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정점간 유의파고비(W1/W, W2/W) 시계열

그림 122. 정점 W1과 정점 W2에서의 파고구간별 파고분포(W : H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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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파고구간별 파고비 평균

파고구간 [m]
파고비 평균

W1/W W2/W
0.0 ～ 0.5 0.648 0.701

0.5 ～ 1.0 0.853 0.920

1.0 ～ 1.5 0.903 0.954

1.5 ～ 2.0 0.941 0.950

2.0 ～ 2.5 0.974 0.842

2.5 ～ 3.0 0.970 0.760

3.0 ～ 3.5 1.007 0.687

3.5 ～ 4.0 1.083 0.662

4.0 ～ 4.5 1.029 0.596

4.5 ～ 5.0 1.016 0.562

5.0 ～ 5.5 0.933 0.502

(나)� 표본해안�내습파의�파랑특성�검토

표본해안에 내습하는 파랑특성 검토를 위해 2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2016년 6월 8일

～ 2017년 6월 8일) 1년 동안 수심 13 m 지점에서 초음파식 파향파고계 AWAC을 이용

하여 장기파랑관측을 수행하였다. 한편, 동계 기간(2016년 12월 18일~2017년 3월 12일)의

중력외파 파랑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심별로 수압식 파고관측장비 WTG를 사용하여 파

랑관측을 수행하였다(표 16, 그림 123).

표 16. 3차년도 파랑 관측 개요

정점
좌표

수심 자료 기간 비고
위도 경도

AWAC 37°04′49.8″N 129°24′31.0″E 13.1
2016.06.08.
∼2017.06.08.

AWAC (Nortek社)

H1 37°04′38.1″N 129°24′20.9″E 2.2
2016.12.19.
∼2017.03.12.

WTG (Wave and
Tide Gage)

H3 37°04′42.2″N 129°24′24.1″E 2.9
2016.12.18.
∼2017.03.10.

WTG

H5 37°04′45.8″N 129°24′57.8″E 7.3
2016.12.19.
∼2017.03.10.

WTG

정점 AWAC에서 2017년 6월 8일까지 1년 동안 관측한 자료의 시계열과 파랑장미도는

각각 <그림 124>, <그림 125> 나타내었다.

관측자료 분석결과, 정점 AWAC에서 관측기간 중 최대 유의파고는 201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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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30분의 5.06 m(첨두주기 10.1초, 대표파향 50.25˚)로 나타났으며, 정점 AWAC에서 관

측한 파랑관측 자료의 첨두주기 및 유의파고 계급별 출현빈도를 <표 17>에, 그리고 파향

및 유의파고 계급별 발생빈도 및 출현빈도를 <표 18>에 각각 제시하였다.

그림 123. 파랑관측 위치도(AWAC ; 초음파식 파향․파고계/ H1, H3, H5 ; 수압식 파고계)

유의파고 계급별 출현율은 0.25 ∼ 0.75 m 구간에서 49.5%, 0.75 ∼ 1.25 m에서

21.0%, 1.25 ∼ 1.75 m의 구간에서 10.2%로 이들의 출현율 합이 80.8%로 나타났으며, 첨

두주기별 출현율은 6 ∼ 8초 구간에서 37.2%, 4 ∼ 6초 구간에서 25.9%, 8∼10초 구간에

서 20.8%로 이들의 출현율 합이 83.9%로 나타났다.

표본해안에 내습하는 파랑의 주파향은 NE ～ ENE로 나타났으며, 파향별 출현율은 파

향 NE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ENE(20.9%), NNE(12.0%), E(10.8%)의 순

으로 나타났다. 파향 NE와 ENE 등 주파향의 출현율은 63.6%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출현

율이 높은 파향 NNE ～ E까지의 출현율을 합하면 86.4%로 나타나는 등 울진 동해연구

소 전면해역의 파향 분포는 전형적인 동해안 파랑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5년에

수집한 만 1년간의 관측기간을 채우지 못한 관측 자료로 검토한 파향 분포와는 많은 차

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7 참조).

동해연구소 전면해역의 월별 평균 유의파고 및 월별 최대 유의파고(그림 126)와 계절

별 파랑장미도(그림 127)를 검토하였다. 월평균 파고는 동계 기간의 파고가 하계 기간보

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월최대 파고는 2016년 제10호 태풍 “LIONROCK”의 영

향으로 8월에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동해연구소 전면해역에서는 전반적으로 NE 계

열의 파향이 우세하지만 특히 겨울에는 NE 계열의 파향 출현율이 55%를 초과하는 등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동해연구소 전면해역에서 30분 간격으로 독취한 파랑관측자료의 0.5 m 간격 유의파고

계급별 출현빈도를 <그림 128>과 <표 19>에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2.0 m 이상의

파고 출현빈도는 1,271회(7.3%), 2.5m 이상의 파고 출현빈도는 633회(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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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정점 AWAC에서의 유의파고, 첨두주기, 대표파향 시계열(2016년 6월～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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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계속) 정점 AWAC에서의 유의파고, 첨두주기, 대표파향 시계열(2016년 6월～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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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계속) 정점 AWAC에서의 유의파고, 첨두주기, 대표파향 시계열(2016년 6월～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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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계속) 정점 AWAC에서의 유의파고, 첨두주기, 대표파향 시계열(2016년 6월～2017년 6월)

그림 125. 정점 HJ-AWAC에서의 파랑장미도(2016년 6월～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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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a). 울진 동해연구소 전면해역 파랑 관측자료의 첨두주기-유의파고 계급별 발생빈도

계 1,513 8,670 3,686 1,794 961 469 250 104 41 20 7 - -

주기

구간

[sec]

14∼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14 0 3 11 5 2 12 20 42 11 0 0 0 0 106

10∼12 0 158 122 160 172 153 113 32 24 19 6 0 0 959

08∼10 26 509 1042 1011 614 289 114 30 6 1 1 0 0 3,643

06∼08 207 3594 1984 539 170 15 3 0 0 0 0 0 0 6,512

04∼06 650 3299 500 79 3 0 0 0 0 0 0 0 0 4,531

02∼04 627 1102 27 0 0 0 0 0 0 0 0 0 0 1,756

00∼02 3 5 0 0 0 0 0 0 0 0 0 0 0 8

주기

파고

0.0
∼0.25

0.25
∼0.75

0.75
∼1.25

1.25
∼1.75

1.75
∼2.25

2.25
∼2.75

2.75
∼3.25

3.25
∼3.75

3.75
∼4.25

4.25
∼4.75

4.75
∼5.25

5.25
∼5.75

5.75
∼6.25 17,507

파고 구간 [m]

표 17(b). 울진 동해연구소 전면해역 파랑 관측자료의 첨두주기-유의파고 계급별 출현율(%)

계 8.64 49.50 21.04 10.24 5.49 2.68 1.43 0.59 0.23 0.11 0.04 - -

주기

구간

[sec]

14∼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12∼14 0.00 0.02 0.06 0.03 0.01 0.07 0.11 0.24 0.06 0.00 0.00 0.00 0.00 0.60

10∼12 0.00 0.90 0.70 0.91 0.98 0.87 0.65 0.18 0.14 0.11 0.03 0.00 0.00 5.47

08∼10 0.15 2.91 5.95 5.77 3.51 1.65 0.65 0.17 0.03 0.01 0.01 0.00 0.00 20.81

06∼08 1.18 20.52 11.33 3.08 0.97 0.09 0.02 0.00 0.00 0.00 0.00 0.00 0.00 37.19

04∼06 3.71 18.84 2.85 0.45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5.87

02∼04 3.58 6.29 0.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2

00∼02 0.02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주기
파고

0.0
∼0.25

0.25
∼0.75

0.75
∼1.25

1.25
∼1.75

1.75
∼2.25

2.25
∼2.75

2.75
∼3.25

3.25
∼3.75

3.75
∼4.25

4.25
∼4.75

4.75
∼5.25

5.25
∼5.75

5.75
∼6.25 99.96

파고 구간 [m]

※ 2016년 6월 8일 ～ 2017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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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a). 울진 동해연구소 전면해역 파랑 관측자료의 파향-유의파고 계급별 발생빈도

계 1,513 8,670 3,686 1,794 961 469 250 104 41 20 7 - -

N 78 341 70 16 4 0 0 0 0 0 0 - - 509

NNE 171 1173 480 162 72 38 7 0 0 0 0 - - 2,103

NE 211 2556 1936 1274 727 410 228 87 38 19 7 - - 7,493

ENE 271 2026 871 276 153 21 15 17 3 1 0 - - 3,654

E 265 1278 269 64 5 0 0 0 0 0 0 - - 1,881

ESE 209 824 54 2 0 0 0 0 0 0 0 - - 1,089

SE 97 267 2 0 0 0 0 0 0 0 0 - - 366

SSE 49 81 0 0 0 0 0 0 0 0 0 - - 130

S 31 21 0 0 0 0 0 0 0 0 0 - - 52

SSW 18 10 0 0 0 0 0 0 0 0 0 - - 28

SW 17 4 0 0 0 0 0 0 0 0 0 - - 21

WSW 9 3 0 0 0 0 0 0 0 0 0 - - 12

W 10 6 0 0 0 0 0 0 0 0 0 - - 16

WNW 20 8 0 0 0 0 0 0 0 0 0 - - 28

NW 16 11 1 0 0 0 0 0 0 0 0 - - 28

NNW 41 61 3 0 0 0 0 0 0 0 0 - - 105

파향

파고

0.0
∼0.25

0.25
∼0.75

0.75
∼1.25

1.25
∼1.75

1.75
∼2.25

2.25
∼2.75

2.75
∼3.25

3.25
∼3.75

3.75
∼4.25

4.25
∼4.75

4.75
∼5.25

5.25
∼5.75

5.75
∼6.25 17,410

파고 구간 [m] 계

표 18(b). 울진 동해연구소 전면해역 파랑 관측자료의 파향-유의파고 계급별 출현율(%)

계 8.64 49.50 21.04 10.24 5.49 2.68 1.43 0.59 0.23 0.11 0.04 - -

N 0.45 1.95 0.40 0.09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91

NNE 0.98 6.70 2.74 0.92 0.41 0.22 0.04 0.00 0.00 0.00 0.00 0.00 0.00 12.01

NE 1.20 14.59 11.05 7.27 4.15 2.34 1.30 0.50 0.22 0.11 0.04 0.00 0.00 42.77

ENE 1.55 11.57 4.97 1.58 0.87 0.12 0.09 0.10 0.02 0.01 0.00 0.00 0.00 20.88

E 1.51 7.30 1.54 0.37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75

ESE 1.19 4.70 0.3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21

SE 0.55 1.52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8

SSE 0.28 0.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4

S 0.18 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

SSW 0.10 0.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

SW 0.1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2

WSW 0.05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W 0.06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9

WNW 0.11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

NW 0.09 0.06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

NNW 0.23 0.35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

파향

파고

0.0
∼0.25

0.25
∼0.75

0.75
∼1.25

1.25
∼1.75

1.75
∼2.25

2.25
∼2.75

2.75
∼3.25

3.25
∼3.75

3.75
∼4.25

4.25
∼4.75

4.75
∼5.25

5.25
∼5.75

5.75
∼6.25 100

파고 구간 [m] 계

※ 2016년 6월 8일 ～ 2017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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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정점 HJ-AWAC에서의 월별 최대 및 평균 유의파고(2016년 6월～2017년 6월)

그림 127. 계절별 파랑장미도(정점 HJ-A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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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5,328 

2,546 

1,327 

638 
365 

162 62 31 12 1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출
현

빈
도

파고 계급[m]

2016.06-2017.06

파고 계급(m) 출현빈도 출현율(%)
0.0-0.5 7,043 40.2

0.5-1.0 5,328 30.4

1.0-1.5 2,546 14.5

1.5-2.0 1,327 7.6

2.0-2.5 638 3.6

2.5-3.0 365 2.1

3.0-3.5 162 0.9

3.5-4.0 62 0.4

4.0-4.5 31 0.2

4.5-5.0 12 0.1

5.0-5.5 1 0.0

5.5-6.0 - -

합계 17,515 100.0

그림 128. 파고 계급별 출현빈도 표 19. 파고 계급별 출현빈도

(2)� 중력외파�

(가)� 추계�파랑관측자료�수집�및� 분석

중력외파 분석을 위해 2015년 10월 17일 ～ 12월 2일에 관측한 수심별 파랑관측자료

를 이용하여 추계기간의 중력외파 검토를 수행하였다(그림 118, 표 14 참조). 단주기파

분석 시와 마찬가지로 스펙트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속된 자료를 1시간 30분마

다 0.5초 간격의 8,192개 자료로 분할하고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여 중력외파 파고  ,

중력외파 주기  등을 산정하였다.

  ,  

 



⋅

 = 1/300 (Hz),  = 30 (Hz)

단주기파와는 달리 해안에 접근할수록 파고가 증폭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점 W1(수심 8.8m)에서의 파고비 약 1.8에 비해 정점

W2(수심 3.2m)는 약 2.3로 더 크게 나타났다.

장주기파는 단주기파와 달리 해안에 근접하면서 에너지를 거의 상실하지 않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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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내림 시 침식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력외파의 경우에는 파골이 단주기파 파군의

최고 개별파에 위치하므로 이안표사를 유발한다. 따라서 해안침식에 미치는 중력외파의

영향이 상당하므로 특정 해안의 침식현상 이해 및 최적대책 선정 시에는 해당해안의 중

력외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9. 정점 W1-W, W2-W 중력외파 상관관계

그림 130. 단주기파 전파(위) 및 중력외파에 의한 이안표사(아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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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단주기파 장주기파의 전형적인 전파특성을 보이는 관측결과(적색: 중력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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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계�파랑관측자료�수집�및� 분석

동해안의 경우, 하계 태풍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계에 고파랑이 내습하므로 표본해안인

동해연구소 전면에서 동계기간의 내습파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수심대별로 수압식 파고

계 WTG(Wave and Tide Gage)를 설치하고 파랑관측을 수행하였다.

정점 H1에서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12일까지 동계기간에 수압식 파고계

WTG를 사용하여 동해연구소 전면에서 파랑관측을 수행하였다. 정점 H3에서는 2016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정점 H5에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동계기간에 WTG를 사용하여 파랑관측을 수행하였다(표 16, 그림 123 참조).

한편, 정점 H1의 장비는 12월 23일 밤이나 24일 새벽에 바로 상당한 깊이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료의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점 H1에서 관측기간 중 최대 유

의파고는 2016년 12월 22일 18시의 1.67 m(첨두주기 9.9초)로 나타났으며, 정점 H3에서

관측기간 중 최대 유의파고는 2016년 12월 24일 2시 30분의 2.39 m(첨두주기 14.2초), 정

점 H5에서 관측기간 중 최대 유의파고는 2017년 1월 20일 16시의 5.19 m(첨두주기 9.9

초)로 나타났다.

정점 H1, H3과 H5에서 관측하고 분석한 유의파고, 첨두주기의 시계열 자료를 <그림

132>에 제시하였으며 중력외파 시계열 자료는 <그림 133>에 제시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 중에 관측한 동계파랑자료를 이용한 수심대별 중력외파

를 검토한 결과, 2015년 추계 파랑관측자료(2015년 10월 17일 ～ 12월 2일)와 마찬가지로

해안에 접근할수록 파고가 증폭되었으며 수심 7.3 m에 위치한 정점 H5를 기준으로 정점

H3(수심 2.9m)에서의 파고비 약 1.3에 비해 정점 H1(수심 2.2m)에서의 파고비가 약 1.5

로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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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정점 H1, H3, H5에서의 동계기간 유의파고, 첨두주기 시계열 자료(단주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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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정점 H1, H3, H5에서의 동계기간 유의파고, 첨두주기 시계열 자료(중력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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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정점 H1-H5, H3-H5 중력외파 상관관계

나.� 포말대�지하수위�관측�결과

1차년(2015년 11월)에 설치된 2개 천공에서

의 지하수위를 3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2015

년 11월 해안선으로부터 약 20m, 30m 후방인

정점 GW1, 2의 시스템이 안정화 된 후인 2016

년 1월부터의 지하수위의 시계열을 <그림 135

～ 136>에 제시하였으며,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

로 지하수위가 파고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반면, 지하수위 관측 정점과 해안선이 인접

한 시기의 지하수위는 2장에 전술한 기존 연구

결과(그림 8 ～ 9 참조)와 마찬가지로 해안선과

인접한 GW1의 수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점

GW1에서 30m 이상 해안선이 멀어진 시기는

GW1과 GW2의 수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

았다.

지하수위 관측시스템은 본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며, 장기관측에 따른

수위 및 파고 상관관계는 향후 현상기반 지형변화 수치모형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2015/11/01 ～ 12/31>
그림 135. 2015년 지하수위 및 외력
시계열(해면기압 파고: 기상청 울진
부이, 조석: 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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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03/31> <2016/04/01 ～ 06/30>

<2016/07/01 ～ 09/30> <2016/10/01 ～ 12/31>

그림 136. 2016년 지하수위 및 외력 시계열(해면기압 파고: 기상청 울진 부이, 조석: 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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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03/31> <2017/04/01 ～ 06/30>

<2017/07/01 ～ 09/30> <2017/10/01 ～ 12/31>

그림 137. 2017년 지하수위 및 외력 시계열(해면기압 파고: 기상청 울진 부이, 조석: 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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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이벤트�별� 해안선�변화�비디오�모니터링�결과

2016년 12월부터 운영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에서 추출한 주요 이벤트별 해

안선 및 해빈변화 결과를 <그림 138>에 제시하였다.

주로 해안선에 사선방향으로 입사하는 NNE계열의 고파랑에 의해 해안선 굴곡이 심해

지고 해빈 면적은 증가하였다. 또한 해안선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입사하는 NE계열의 파

랑이 영향이 있는 시기는 해빈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12/09 ～ 2016/12/13>

<2016/12/13 ～ 2016/12/19>
그림 138.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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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 2016/12/31>

<2016/12/31 ～ 2017/01/10>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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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 2017/01/19>

<2017/01/19 ～ 2017/01/22>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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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2 ～ 2017/01/27>

<2017/01/27 ～ 2017/02/05>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 123 -

<2017/02/05 ～ 2017/02/16>

<2017/02/16 ～ 2017/02/20>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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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2017/02/26>

<2017/02/26 ～ 2017/03/01>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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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 2017/03/12>

<2017/03/12 ～ 2017/03/18>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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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 2017/03/30>

<2017/03/30 ～ 2017/04/05>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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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 2017/04/16>

<2017/04/16 ～ 2017/04/28>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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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 2017/05/12>

<2017/05/12 ～ 2017/05/25>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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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2017/05/30>

<2017/05/30 ～ 2017/06/08>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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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 2017/07/07>

<2017/07/07 ～ 2017/07/18>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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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017/08/02>

<2017/08/02 ～ 2017/08/27>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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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7 ～ 2017/09/08>

<2017/09/08 ～ 2017/09/25>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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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 2017/10/09>

<2017/10/09 ～ 2017/10/21>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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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 2017/10/29>

<2017/10/29 ～ 2017/11/03>
그림 138. (계속) 후정해안 주요 이벤트별 해안선 변화 및 파랑 장미도․시계열

<그림 139>와 <표 20>에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 운영 후 연간 해빈면적 변화를 제시

하였다. 해빈 최대 면적은 2017년 12월 23일 113,904㎡ 이며, 최소 면적은 설치 초기인

2016년 12월 9일 99,557㎡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고파랑 이벤트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추계에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또한 2016년 12월 9일 설치 이후 2017년 11월 3일까지 설치 초기를 제외한 최대 해빈

면적은 2017년 3월 18일 108,247㎡이고, 최소 해빈면적은 2017년 10월 29일 99,6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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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그림 135). 또한 해안선 최대 해안선 확장을 살펴보면 동해연구소 전면에서

2016년 12월 31일에 관측 개시 이후 1개월 동안 24m가 전진하였고, 이는 해안선에서 사

선으로 입사하는 NE계열 고파랑 시 남측으로 흐름이 발생하여 표사가 이동하는 중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전면(그림141(下) 붉은 원)의 암초가 돌제 역할을 하여 발생하여 더 이

상 남측으로 이동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139. 후정해안 연간 해빈면적 변화

표 20. 후정해안 장기 해빈면적 변화

날짜 시간 면적 증감 날짜 시간 면적 증감

2016-12-09 17:00 99,557 0 2017-05-12 14:00 105,436 -1,091

2016-12-13 12:00 100,854 1,297 2017-05-25 12:00 104,264 -1,172

2016-12-19 16:00 106,279 5,425 2017-05-30 12:00 106,850 2,586

2016-12-31 14:00 106,841 562 2017-06-08 12:00 107,674 823

2017-01-10 14:00 99,787 -7,053 2017-07-07 12:00 104,333 -3,341

2017-01-19 14:00 105,978 6,191 2017-07-18 10:00 105,098 765

2017-01-22 12:00 104,647 -1,331 2017-08-02 12:00 103,443 -1,656

2017-01-27 12:00 105,946 1,299 2017-08-27 10:00 102,953 -490

2017-02-05 12:00 105,718 -228 2017-09-08 12:00 103,229 276

2017-02-16 12:00 107,676 1,958 2017-09-25 10:00 101,838 -1,391

2017-02-20 12:00 102,797 -4,879 2017-10-09 10:00 102,159 321

2017-02-26 14:00 101,920 -877 2017-10-21 10:00 100,046 -2,112

2017-03-01 16:00 105,994 4,074 2017-10-29 12:00 99,680 -366

2017-03-12 16:00 106,171 177 2017-11-03 10:00 100,387 706

2017-03-18 14:00 108,247 2,075 2017-11-10 12:00 104,401 4,014

2017-03-30 16:00 104,225 -4,022 2017-11-28 10:00 106,415 2,014

2017-04-05 14:00 107,782 3,557 2017-12-10 12:00 107,498 1,084

2017-04-16 14:00 105,086 -2,696 2017-12-23 14:00 113,904 6,406

2017-04-28 14:00 106,5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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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후정해안 최대·최소 해빈면적 시 해안선 결과

그림 141. 관측 초기 1개월 뒤 동해연구소 전면 해안선 확장(上) 및 암초 위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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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심․사빈�표고�변화�
(1)�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개요

2016년 7월에서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동해안구소 인근에 위치한 후정해

변의 해저지형과 해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조사구역은 울진 후정해변 ～ 한울 원자력

일대의 해빈으로 길이 약 2.5 km이다. 해빈측량을 실시하기 전 동해연구소 안에 위치한

RTK-GNSS 기준점에 기준국<그림 142>을 설치하였다.

기준국의 설치 좌표는 TM X-497519.226 m Y-236074.622 m Z-6.340 m 이며,

RTK-GNSS의 위치 오차는 Horizontal ±8 mm, Vertical ±15 mm 이다. 기준국에서 발생

하는 오차정보를 RTK-GNSS 이동국에서 수신하여 얻은 정밀한 위치정보를 해상 모바일

라이다 시스템<그림 143>의 IMU에 제공해 준다. IMU에서는 위치정보와 선박의 움직임

정보(Roll, Pitch, Yaw, Heading)를 통합하여 운용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고, 운용프로그램

에 지형 포인트 자료와 함께 디스플레이 한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 IMU의 Roll, Pitch,

Yaw, Heading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약 15 ～ 20분간 10 knot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지상 라이다(LMS-Z420i)의 지형 스캔 방식은 고정점에서 360°회

전하며 주변 지형을 측정하는 반면 해상 모바일 라이다 시스템에서는 IMU 및

RTK-GNSS와 연동되어 해안선을 따라 탐사하면서 시스템 상으로 지정한 방향이 측정된

다.

선박에서 해빈자료를 획득 시 선박과 해빈과의 거리와 반사각도 등의 이유로 측정이

되지 않는 shadow zone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박 조사 후 모바일 라이

다를 ATV에 장착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143 ～ 144). 정밀해저지형조사는

선박의 측면에 다중빔음향측심기 프레임을 설치하고 프레임의 하부(수중)에 트랜듀서를

설치한다. 프레임의 중심부에는 모션센서를 설치하여 선박의 움직임을 보정해준다. 또한

프레임의 상부에는 DGPS를 설치하여 조사 자료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그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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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RTK-GNSS 기준국

그림 143. 선박에 설치한 해상 모바일 라이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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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ATV에 설치한 해상 모바일 라이다 시스템

그림 145. 선박에서만해빈자료를획득했을때(좌)와 ATV를이용하여추가조사를했을경우(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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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다중빔 음향 측심기

(나)� 현장조사

2차년도 1차 현장조사는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11일에 실시하였다. 해빈조사

<그림 147>는 동해연구소 인근 후정해변으로 한울원전에서 후암바위(노출암) 인근까지

약 2.8 km이며, 정밀해저지형조사는 약 2 km × 1 km 조사구역 수심 30 m이내의 지역이

다. 조사는 어선인 대박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빔 음향측심기로 조사가 힘

든 수심 5 m이하의 지역은 단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빈조사를

실시하기 전, 약 15분간 IMU의 calibration을 실시하여 IMU가 충분히 안정화된 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정밀해저지형 조사<그림 148>는 연구소에서 보유중인 EM3001(Kongsberg)

를 선박에 장착하여 실시하였다. 2차년도 2차 현장조사는 2016년 11월 16일 ~ 2016년 19

일에 실시하였다. 조사범위는 1차 현장조사와 거의 동일하나 수심 25 m이내의 지역을 조

사하였다. 3차년도 1차 현장조사는 2017년 3월 12일에 실시하였으며 해빈측량과 단빔 음

향측심 조사만 실시하였다. 3차년도 2차 현장조사는 2017년 8월 2일에 정밀해저지형조사

와 단빔 음향측심 조사만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인 장목 2호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사용한 장비는 장목 2호에 설치된 EM2040(Kongsberg)

을 이용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빈측량은 해상모바일 라이다 시스템의 장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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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0일에 실시한 RTK-GNSS 측량<그림 149>으로 대체하였다. RTK-GNSS

해안선 측량은 RTK-GNSS 수신기를 가방에 고정하고 연구원이 직접 이동하며 측량하였

다. 이때 지표면과 RTK-GNSS 안테나의 거리를 측정하여 오차를 보정 하였다. 현장조사

일자와 상세내용은 <표 21>에 제시하였다.

그림 147. 해상 모바일 라이다 시스템 자료획득 모습

그림 148. 정밀해저지형 조사 자료획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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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RTK-GNSS 측량 모습

표 21. 현장조사 내용

일시 조사항목 조사장비 활용선박

2016.07

해안선 조사
해빈조사

정밀해저지형조사
해저지형조사

RTK-GNSS
해상 모바일 라이다
다중빔 음향 측심기
단빔 음향측심기

대박호

2016.09 해안선 조사 RTK-GNSS -

2016.11
해빈조사

정밀해저지형조사
해저지형조사

해상 모바일 라이다
다중빔 음향 측심기
단빔음향측심기

대박호

2017.03
해빈조사
해저지형조사

해상 모바일 라이다
단빔 음향측심기

대박호

2017.08
해빈조사

정밀해저지형조사
해저지형조사

RTK-GNSS
다중빔 음향 측심기
단빔 음향측심기

장목 2호
대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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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조사�결과

해빈측량 결과 해안선으로부터 높이 약 6 m 범위까지의 해빈이 관측되었으며, 측량된

해빈의 폭은 약 30 ～ 40 m로 나타났다. 해빈 중 경사가 가장 심한지역의 경사는 약 11

～ 15°이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약 5°로 나타났다(그림 150). 정밀해저지형을 살펴보면

조사해경의 남동쪽에 노출암(후암바위) 주변으로 동해 중부연안의 대표적인 사질/암반 특

성이 형성되어 있으며 암반지대는 수심 약 20 m 까지 존재한다. 수심 약 5 m 연안부터

수심 약 30 m 까지 전반적으로 약 2 ～ 5°의 완만한 경사면의 나타나며, 암반지대 제외

한 해역에서는 기복이 없이 퇴적층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51).

그림 150. 해빈측량 결과

그림 151. 정밀해저지형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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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분석

(가)� 시기별�지형�높이�변화

2016년 7월에서 2016년 11월 사이의 지형변화를 한울 원전 인근, 동해연구소 인근, 후

암 바위 인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울 원전 인근 구역에서 퇴적과 침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북쪽의 방파제 인근 지역에서 많은 양의 퇴적이 일어

난 것을 볼 수 있다. 동해연구소 인근 구역에서는 얕은 수심 지역에는 약간의 침·퇴적이

나타나나 그 변화는 크지 않으며 수심 5 m 이하 지역에서 침식, 수심 5 m 이상 지역에

서는 퇴적이 일어 난 것을 볼 수 있다. 후암 바위 인근 구역에서는 수심 3 m 이하의 얕

은 수심에서는 침식이 일어났고 수심 3 m 이상에는 침식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해안선은 한울 원전 인근 구역의 북쪽과 남쪽에서는 전진하였으며 중간에서는 후퇴가

일어났다. 동해연구소 인근 구역에서는 해안선 변화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남쪽에서

약간의 전진이 나타났다. 후암 바위 인근 구역에서는 남쪽에서 해안선의 후퇴가 나타났다

(그림 151).

그림 152. 2016년 7월과 2016년 11월 사이의 지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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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의 지형변화를 한울 원전 인근, 동해연구소 인근, 후

암 바위 인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울 원전 인근 구역에서는 북쪽 방파제 인근을 제외

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침식이 일어났다. 동해연구소 인근 구역에서도 침식이 우세를 보이

고 있으며 일부 연안 지역에서만 약간의 퇴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후암 바위 인근

구역은 구역의 북쪽과 남쪽 연안지역에서 퇴적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외

의 지역에서는 침식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해안선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울 원전 인

근 구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해연구소 인근 구역에

서는 해안선이 후퇴와 전진을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후암 바위 인근 구

역에서는 남쪽에서 해안선이 급격히 전진한 것이 보였다(그림 153).

그림 153. 2016년 11월과 2017년 3월 사이의 지형변화

2017년 3월에서 2017년 8월 사이의 지형변화를 한울 원전 인근, 동해연구소 인근, 후

암 바위 인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해빈지역에서 침식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퇴적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 됐다. 해안선 변화

를 살펴보면 한울 원전 인근 구역에서는 북쪽에서 약간의 해안선 전진이 일어났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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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남쪽에서는 약간의 해안선 후퇴가 나타났다. 동해연구소 인근 구역에서는 전반적으

로 해안선이 후퇴하였다(그림 154).

그림 154. 2017년 3월과 2017년 8월 사이의 지형변화

2016년 7월에서 2017년 8월 사이의 지형변화를 한울 원전 인근, 동해연구소 인근, 후

암 바위 인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울 원전 인근 구역에서는 수심 5 m 이하의 북쪽

방파제 인근 지역에서 퇴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남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동해연구소 인근 구역에서는 수심 5 m 이하의 지역에서 퇴적 우세하

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침식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후암 바위 인근 구역에서는 남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부 연안지역을 제외

하면 전체적으로 침식이 우세를 보였다. 해안선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안

선 후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55). 이는 약 1년 사이에 연구

지역의 해빈이 침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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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2017년 2016년 7월과 2017년 8월 사이의 지형변화

 

(나)� 체적변화

위에서 구한 각 시기별 지형 높이변화를 바탕으로 체적 변화를 계산하여 보았다. 지형

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심 10 m 이내의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156).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체적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표 22>과 같이 여름철인

2016.07 ～ 2016.11, 2017.03 ～ 2017.08 사이에는 체적이 각각 39,776 ㎥, 14,9193 ㎥만큼

증가 하였으며, 겨울철인 2016.11 ～ 2017.03 사이에는 체적이 179,345 ㎥만큼 감소하였다.

2016.07 ～ 2017.08 사이의 체적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9608 ㎥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한울원전 ～ 후암해변 지역에 퇴적이 우세하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2012년 6월 자료와 함께 비교해보면 2012.06 ～ 2016.07에는 773,059 ㎥, 2012.06 ～

2017.08에는 759,714 ㎥만큼 체적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157 ～ 158, 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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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수심 10m 이내의 체적변화 계산구역

표 22. 2016년 7월에서 2017년 8월까지의 체적변화

체 적(㎥)

2016.07 ～ 2016.11 2016.11 ～ 2017.03 2017.03 ～ 2017.08 2016.07 ～ 2017.08

39,776 -179,345 149,194 9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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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2012년 6월과 2016년 7월 사이의 지형변화

그림 158. 2012년 6월과 2017년 8월 사이의 지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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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2년 6월에서 2017년 8월까지의 4년, 5년간 체적변화

시기
체적변화량
(㎥)

시기
체적변화량
(㎥)

2012.06 ～ 2016.07
(4년)

-773,059
2012.06 ～ 2017.07

(5년)
-759,714

(다)� 해빈�면적변화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빈의 총면적을 계산해보았다(그림 159). 2016년 7월

의 해빈의 총 면적은 161,112 ㎡, 2016년 11월의 해빈의 총 면적은 156,214 ㎡, 2017년 3

월의 해빈의 총 면적은 154,996 ㎡, 2017년 8월의 해빈의 총 면적은 135,426 ㎡으로 나타

났다. <그림 160>와 같이 해빈의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9.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빈의 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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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빈의 총 면적변화

(라)� 단면�프로파일�변화

획득한 지형자료에서 지형의 변화가 활발한 3지점에 대하여 단면 프로파일을 실시해

보았다. 3지점은 한울원전 지역, 동해연구소 지역, 후암바위 인근 지역에서 하나씩 선정하

고, 지형의 변화가 활발한 수심 10 m 이하의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해빈 지역

의 자료시작점을 0 m로 설정하고 그 거리에 따른 지형의 높이 변화를 프로파일 하였다.

한울원전 지역에서 2016년 7월과 2016년 11월 사이에는 해빈지역부터 약 140 m까지에

는 퇴적이 일어났고 약 140 m ～ 230 m에는 침식 그 이후 지역에서는 퇴적이 일어나다

가 320 m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6년 11월과 2017년 3월의 지형변화를 살펴보

면 해빈과 수심 2 m 이하인 60 m 이하의 지역에서는 침식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60 m ∼ 110 m 지역에서 침식, 110 m ∼ 190 m 퇴적, 190 m ∼ 240 m 침식이 일어나

는 등 침·퇴적이 거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의 지역에

서는 침식이 일어나다가 수심 10 m 이상에서는 지형의 변화가 거의 없어졌다. 2017년 3

월과 2017년 8월 사이에서는 해빈지역부터 100 m까지 침식이 크게 일어났으며, 100 m

∼ 200 m에서는 퇴적이 일어났다. 200 m 이후에서는 침식이 일어나다가 수심 10 m이상

지역에서는 지형변화가 거의 없었다. 2016년 7월에서 2017년 8월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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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빈의 상부지역은 고도 2 m이상의 지역인 25 m까지의 지역에는 퇴적이 일어났으며 25

m ∼ 75 m 지역은 약간은 침식이, 75 m ∼ 160 m 까지는 퇴적인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

다. 이후에는 침식이 일어나다가 수심 10 m이상 지역에서는 지형변화가 거의 없었다(그

림 161).

 

그림 161. 한울원전 지역의 시기별 단면 프로파일

동해연구소 지역에서 2016년 7월과 2016년 11월 사이에는 해빈지역부터 80 m까지는

지형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80 m ∼ 140 m 사이에서는 퇴적이 140 m ∼ 200 m 사이에

서는 약간의 침식이 나타난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3월까지의 지형변화를 보면 해빈

지역부터 50 m까지는 약간의 퇴적이 나타났으며 50 m ∼ 80 m에서는 침식이 일어났다.

80 m ∼ 120 m에서는 약간의 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120 m ∼ 240 m 사이에

는 침식이 일어났으며, 240 m ∼ 340 m에서는 퇴적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하였다. 2017년

3월에서 2017년 8월 사이에는 해빈지역의 40 m 지역에서 약간의 퇴적이 보였으며 40 m

∼ 140 m에서는 침식이 일어났다. 140 m ∼ 240 m에서는 퇴적이 일어났으며, 240 m이

상 지역에서는 침식이 일어나다가 수심 10 m이상에서는 지형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

다. 2016년 7월에서 2017년 8월의 지형변화를 보면 해빈지역의 40 m이하에서 약간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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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일어났고, 40 m ∼ 180 m에서는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0 m이

상에는 약간씩의 침·퇴적이 나타났다(그림 162).

그림 162. 동해연구소 지역의 시기별 단면 프로파일

후암바위 인근 지역에서 2016년 7월과 2016년 11월 사이의 지형변화를 살펴보면 해빈

지역부터 60 m까지는 침식이 일어났고 60 m ∼ 70 m에서는 퇴적이 일어났다. 100 m ∼

250 m에서는 침식이 크게 나타났으며 250 m ∼ 310 m에서는 침식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11월과 2017년 3월 사이에는 해진지역에서는 침식이 일어났으며 100 m ∼

220 m 사이는 퇴적이 일어났다. 220 m ∼ 290 m에서는 침식이 일어났으며, 이후에는 퇴

적이 일어나다 수심 10 m이상에서는 지형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2017년 3월에서

2017년 8월의 지형변화는 해빈지역과 250 m ∼ 300 m에서 퇴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

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6년 7월에서 2017년 8월의 지형

변화는 해빈지역인 60 m이하 지역에서는 침식이 일어났고 60 m ∼ 150 m 지역은 퇴적

이 일어났다. 150 m ∼ 250 m에서는 침식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250 m ∼ 320 m에서는

침식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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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후암바위 지역의 시기별 단면 프로파일

(마)� 호형사주�변화

2016년 7월에서 2016년 11월 사이의 호형사주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울원전 지역의 방

파제 인근해역에서는 호형사주가 연안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동해연구소 인근

과 후암바위 인근지역에서는 호형사주가 크게 뒤로 후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64).

그림 164. 2016년 7월과 2016년 11월 사이의 호형사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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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에서 2017년 3월사이의 호형사주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울원전 지역의 방

파제 인근에서는 호형사주가 크게 전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지역에서는 후퇴한 것이

보였다. 동해연구소 인근 지역에서는 호형사주가 남쪽으로 이동하며 전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후암바위 인근에서는 남쪽과 해안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이 관찰 되었다(그림

165).

그림 165. 2016년 11월과 2017년 3월 사이의 호형사주 변화

2017년 3월에서 2017년 8월 사이의 호형사주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해연구소를 기준으

로 북쪽에 있던 사주가 전체적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볼 수 있었고, 한울원전

근처와 남쪽에 발달한 사주는 방파제와 암반의 영향으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그

림 166).

그림 166. 2017년 3월과 2017년 8월 사이의 호형사주 변화

2016년 7월에서 2017년 8월 사이의 호형사주의 변화를 보면 한울원전 인근지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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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제 근처에서는 호형사주가 연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해연구소 인근과 후

암바위 인근에서는 호형사주가 외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7).

그림 167. 2016년 7월과 2017년 8월 사이의 호형사주 변화

마.� 동계�수리․표사․지형변화�정밀관측
포말대 쇄파대 정밀관측을 위해서는 쇄파대 호형사주 주요 위치에서 외력과 저면표고

변화를 동시에 연속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2차년도에 개발한 파랑 저면고 관측기(WBL:

Wave & Bed Level recorder)와 수리․표사 정밀관측 시스템(SPHINX)를 이용하여 동계

정밀관측을 수행하였다(그림 168).

그림 168. 2016 ～ 2017년 동계 정밀관측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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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파랑저면고관측기(WBL, 左 ) 및저면수리․퇴적현상정밀관측시스템(SPHINX, 右)

7정점에 모두 WBL을 설치하여 파고와 지형변화를 공간적으로 관측하였고, 정점 H01,

H03, H05, H07에는 저면에 유속계를 설치하며 저면 흐름 특성을 파악하였다(그림 170 ～

171).

<H01> <H03> <H05>
그림 170. Cross-shore 방향의 파고, 저면흐름 및 저면고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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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6> <H03> <H07>
그림 171. along-shore 방향의 파고, 저면흐름(H03, H06) 및 저면고 시계열

해안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점 H05의 해저 경계층 부유퇴적물 이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SPHINX에 부착된 LISST-100X를 이용하여 PC-ADP의 음향강도 신호 검보정을

수행하였다(그림 172). 그리고 정점 H05의 수리·퇴적 특성 시계열을 <그림 173>에 제시

하였다.

그림 172. 정점 H05 PC-ADP 음향강도 검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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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저면 수리․퇴적현상 정밀관측 시스템 관측시계열(정점 H05)



- 160 -

정점 H05에서 고파랑이 시작된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60cm 이상 침식이 진행되었

고, 이후 12월 27일 고파랑시 일부 복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관측기간 동안 표본해안에

입사 파랑의 방향은 대부분 NNE - NE계열이며, 저층 해빈류의 흐름은 해안선과 나란히

남동방향으로 나타나며, 이는 파향과 해안선의 방향이 약 10°정도 사각을 이루어 나타나

는 현상으로 판단된다(그림 174 ～ 175).

그림 174. 입사파랑 파고․파향 산포도 그림 175. 저층 해빈류 유속․유향 산포도

정점 H05 PC-ADP의 저층 관측두께는 설치 초기 0 ～ 81cmab이고, 최대 침식 시 0

～ 152 cmab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향반사강도 Flux 계산에 사용된 두께 전기간 관측자

료가 존재하는 0 ～ 81cmab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또

한 전층(0 ～ 81cmab) 및 상·중·하층의 부유퇴적물 이동 산포도를 <그림 176>과 <그림

177>에 제시하였다.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측기간 중 퇴적물 이동은 SE, SSE 방향으로 전체 66% 이

동하고, 이는 주 흐름 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총 모래 이동량 중 60%가 0 ～

58cmab 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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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정점 H05의 저면 높이별·방향별 퇴적물 순이동량(단위, kg/m)

cmab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합계

81 18.4 30 12.2 10.9 26.4 129.7 343.1 92.2 1.7 0 0.7 2.1 0.5 5.8 45 24.6 743

77 14.1 28.9 17.9 9.6 37.3 134.8 344.2 94.6 2.5 0.7 0.7 0.4 2.7 4.6 47.1 27.1 767

74 19.6 25.2 21.5 14.6 30.6 142.8 351.9 100.3 0.7 0.1 0.6 1.6 1.6 6.2 52.6 28 798

71 23.4 36.6 12 14.2 33.2 146.9 356.6 112.5 1.1 0.4 1.1 1.1 0.6 8.6 54.5 24.2 827

68 21.5 31.5 21.6 14.3 37.2 147.6 364.1 106.9 4.3 0.2 1.3 2.1 0.5 6.6 51.1 24.4 835

65 21.4 34.4 24.5 11.5 37.5 152.6 362.2 127.6 3.4 0.5 1.5 1.5 0.9 6.6 50 28.6 865

62 31.5 34.2 21.7 13.6 47.5 150.5 384.4 120.1 4.5 0.6 0.6 3 0.5 11 50 27.5 901

59 27.2 41.8 23 14.6 53.6 148.3 361.7 130.7 2.9 0.5 1 2.8 0.3 11 43.8 31.3 895

56 37.8 40.9 18.3 12.3 65.1 140.7 346.9 119 3.5 0.9 1.4 2.1 0.5 12 47.6 26.8 876

53 33.2 40.4 25.5 12.2 65 152.7 335.8 119.5 1.9 0.5 2.9 0.1 1.1 11.7 50.9 32.3 886

50 34.5 36.7 29.2 10 68.4 158.3 380.4 142.8 1 0.5 0.7 3 0 10.8 52.1 40.8 969

46 32.9 40.1 30.5 18.7 59.6 173.8 387.2 153.8 1.5 0.6 0.3 2.4 0.1 13.6 50.7 36.7 1,003

43 42.4 31.8 34.3 18.8 68.4 169.9 396.3 151.5 2.9 0.8 0.9 2 0 12.8 50.7 39.2 1,023

40 28 51.5 33.2 19.1 80.9 169.8 389 160.1 2.9 0.9 0.3 2.5 0 14.5 51.7 37.2 1,042

37 39 42 39.6 18.7 88.5 161.1 408.6 155.1 1.4 1.3 1.5 1.5 0.2 12.2 55.7 37.1 1,064

34 44.4 46 39.8 19 70.6 209 372.4 169.8 4.5 0.9 0.8 2.8 0 12.5 59.6 40.2 1,092

31 42 58.1 41.8 25.9 90.1 170.5 394.3 180.6 2 0.6 1.8 2.4 0.4 13.7 60.6 36.2 1,121

28 48.1 42.3 47.9 29.6 89.6 199.8 371.1 192.3 5 1.8 0 2.6 0.3 10.9 64.5 38.7 1,145

25 41.2 52.2 44.2 31.1 98.3 161.2 396.2 209 0.8 2.7 2 0 0.3 12.3 67.7 47.5 1,167

22 31.4 64.7 50.1 30.9 114.9 147.3 398.6 209.1 5.4 1.6 1.8 1.4 0.3 15.6 58.6 58.8 1,191

19 36.5 60 45.1 52 116.7 193.9 331.2 206.7 5.9 2.6 4.1 1 0.1 13.5 65.7 64.2 1,199

15 57.4 42.3 60.4 57.1 112 194.4 328.3 211 5.3 3.8 2.4 1.4 3.3 14.2 69.7 69.3 1,232

12 62.2 49.4 69.2 62.1 124.1 179.5 354.1 206.9 9.1 4.3 4.5 0.8 2.4 20.4 80.6 53 1,283

9 43.3 72.2 91.9 83.4 113.2 209.7 369.7 205.9 10.6 5.8 6.6 2.3 1.8 24.8 81.1 61.8 1,384

6 67.3 85.7 136.6 126 134.7 221.3 375.5 186.9 2.7 0.8 2.9 6.1 4.1 22.3 87.1 72.9 1,533

3 74 157.7 186 179.7 153.9 249.5 381.3 151.1 0.6 0.5 4 1.6 1.3 19.7 71.6 65.3 1,698

합계 973 1,277 1,178 910 2,017 4,416 9,585 4,016 88 34 46 51 24 328 1,520 1,074 27,536

그림 176. 0 ～ 81cmab에서 부유퇴적물 이동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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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0 ～ 3cmab) 중층(37 ～ 40cmab) 상층(77 ～ 81cmab)
그림 177. 층별 부유퇴적물 이동 산포도

또한 후정해변의 DoC(Depth of Closure)를 확인하기 위해 수심별로 총 4 정점에 파이

프를 수중에 설치하였고(그림 178), 잠수부를 활용하여 각 시기별 파이프 노출길이를 측

정하였다. 각 시기별 저면상 노출길이 변화는 <표 2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심 8.2m인 H05의 침식량(그림 173 참조)과 파이프 노출길이 증가에 비추

어 Hallermeier(1989)의 DoC(Depth of Closure) 적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78. 모래이동한계수심(DoC) 확인용 파이프 설치위치 및 전경

표 25. 모래이동한계수심(DoC) 확인용 파이프 노출길이 변화

Date
저면상 파이프 노출길이

P1(8.0m) P2(14.3m) P3(18.9m) P4(25.7m)

2016-07-10 105cm 110cm 87cm 105cm

2016-08-18 105cm 105cm 85cm 105cm

2016-11-12 105cm 105cm 85cm 110cm

2017-03-10 93cm 116cm 98cm 11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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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연안지형변화�현상기반-확률모형�시스템�개발

1.� 현상기반�침식모형�개선

가.� 쇄파대�내․외�단면�표사율� -� 파랑유속�방향전환점의�난류성분�측정�및� 검증
파랑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퇴적물의 부유현상은 파랑에 의한 해저면 유속과 유속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류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퇴적물의 부유 현상을 이해

하기 위하여 먼저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에너지의 기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불규칙적인 특성상 난류에너지 및 난류성분은 측정과 모델링이 어렵

다. 본 장에서는 2017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해안 후정해변에서 관측한 파랑 자료

를 토대로 난류 에너지와 난류 성분을 측정하였으며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Cadmas-Surf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모델을 사용하여 관측된 난류

에너지를 재현하였다. 본 장에 기술된 내용은 본 연구 결과물인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에

실린 Chang et al.(2017(a))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 난류성분의�이해

난류란 흐름장 내에서 유속 또는 압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체의 불규칙

적인 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난류의 정의와 같이 난류는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작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전통 유체역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

제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관측 기기와 수치모델링 기술의 발전으로 1990년대 후반부

터 연안역에서 난류 관측이 시도되어 왔으며 200년대 들어와서는 모델을 사용하여 난류

성분 및 난류에 의해 퇴적물이 부유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본 장에서는 난류성분을 수식적으로 소개하고 난류모델링 기법들을 소개함으로 난류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 난류성분의�유도�

한 흐름장 내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규모가 다른 유속 성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해의 경우 조석과 파랑 등 그 시간 규모가 수백 배 이상 차이나는

유속운동이 존재한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나 보통 하나의 흐름장에는 이렇게

규모가 다른 유속운동이 존재한다. 파랑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기 10초 정도의 파랑에

의한 유속운동 외에 1초 이하의 미세규모 운동이 공존한다. 따라서 하나의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다른 두 규모의 운동을 모두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그 흐름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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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유속을 규모가 큰 평균값과 규모가 작은 변동 값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

 
′ (1)

식 (1)에서  는 유속의 평균값, ′ 는 유속의 변동 값이며  는  또는  방향을 의

미한다. 식 (1)의 세분화된 유속성분을 Navier-Stokes 유체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

다.



′
  ′

 ′
 




 ′
 







  ′ 

 (2)

식 (2)를 시간평균 (Reynolds averaging) 하면




  

 
 







 

 
′′ (3)

와 같은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RANS)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식 (3)에서  는 압력,  는 밀도,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이다. RANS 방정식 식 (3)

는 대부분의 항이 평균값인  와  로 이루어 졌으나 마지막 항인 ′′ 는 변동 값인

′ 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 항으로 인해 RANS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특별한 가정

및 모델이 필요하다.

(나)� 레이놀즈�응력

식 (3)에서 변동값으로 구성된  ′′ 를 레이놀즈 응력이라고 부른다. 레이놀즈

응력은 유체의 평균 흐름에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서 난류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 레이놀즈 응력은 수평 흐름에 수직방향으로의 모멘텀을 생산하여 퇴적물의

부유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레이놀즈 응력의 수직성분인

′′ 은 수평방향 흐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수직방향 모멘텀으로서, 이로 인해 퇴적물의

수직방향 이동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레이놀즈 응력은 평균값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난류 운동으로서 관측이 어렵고 RANS 방정식에서도 이 형태 그대로 풀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 레이놀즈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RANS 모델링 기법

과 Large Eddy Simulation(LES) 모델링 기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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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류�모델링�

(가)� RANS� 모델링�기법

RANS 방정식인 식 (3)은 레이놀즈 응력 항이 포함되어 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

를 초과하여 직접 풀기 어렵다. 따라서 이 레이놀즈 응력 항을 평균값으로 변형시켜 방정

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RANS 모델링 기법이다. 레이놀즈 응력항에 포함된 변동 값을

평균값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는 부시네스크 근사(Boussinesque Eddy Viscosity

approximation) 법이 널리 사용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레이놀즈 응력은 평균 변형텐서

와 교란운동에너지  에 비례/반비례 하여 증가/감소한다.

     (4)

식 (4)에서 평균 변형텐서는  




 이며 교란운동에너지는   

′′ 이다.
또한 난류와동점성은  ∼ 로 근사될 수 있으며, 여기서 은 에너지소멸계수이다. 따

라서 식 (4)는 교란운동에너지인 와 에너지소멸계수인 의 두 개의 방정식을 추가로 계

산하여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와 의 방정식을 풀어 RANS 방정식의 해를 구

하는 것이 RANS 모델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Cadmas-Surf RANS 모델이

사용한 기법을 소개한다.

먼저  방정식은










 

 




 
 




    (5)

이고  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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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여기서 는 공극률, 는 수평방향 면적 투과율, 는 수직방향 면적 투

과율,  및  는 각각  및 의 확산계수이고  및 는 경험상수이다. 또한

  





 



 



 




 



 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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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식 (3)과 식 (5) 및 식 (6)번 방정식의 해를 풀어 식 (4)를

통해 레이놀즈 응력을 구할 수 있다.

(나)� LES� 모델링�기법

LES (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은 RANS 모델보다 한 단계 고도화 된 난류 모델

링 기법으로 운동방정식의 해로부터 난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시네스

크 근사법을 사용해서 레이놀즈 응력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RANS 모델보다 높은 정확

도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저 경계면 근처에서 세밀한 난류 구조를 충분히 구현

하기 위하여 모델의 격자 간격이 수 mm 이내로 작아져야 하는 등 계산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현재 LES는 대규모 또는 중규모 퇴적물 이동 모델링에는

아직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Chang et al.(2017)에 소개된 LES 기법을 소개한다. RANS 모델과 달리

LES는 필터변수(filtered variable)를 방정식의 해로 계산하는데, 필터변수란 격자크기 이

상의 미세 난류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유속 변수로서 격자보다 큰 유체운동은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LES 모델에서는 격자 크기가 모델링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격자보다 작은 규모의 난류운동은 부시네스크 근사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필터변수를 풀어주기 위한 filtered Navier Stokes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는 필터변수이고  는 필터압력, 그리고 아격자규모 응력 (sub-grid stress

tensor)은   

 로 주어진다.

(3)� 난류성분의�측정

이 장에서는 후정해변에서 관측된 유속자료에서 난류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먼저 퇴적물 이동역학에서 난류성분의 역할 및 중요성을 소개한 후 관측을 통해 난류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 퇴적물�이동에�있어�난류의�역할

Nielson(1992)에 따르면 퇴적물이 해저면에서 부유되는 기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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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 번째는 ‘퇴적물 확산 (sediment diffusion)’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커피 잔에

우유를 조금 넣었을 때 우유가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이 퇴적물이 해저면에서 확산되며 부

유된 다는 것이다. 이 확산모델은 단지 퇴적물이동 만이 아니라 다른 물질 이동 방정식에

서도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부시네스크 근사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

여 복잡한 난류항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퇴적물이 확산되는 속도는 확산계수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절한다.

  ∇ (8)

여기서 는 확산에 의해 부유되는 퇴적물의 양, 는 퇴적물 농도 그리고 는 확산계

수이다. 대부분의 퇴적물 이동 모델들은 난류에 의한 퇴적물의 움직임을 이 확산항을 사

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이 확산항만을 적용하면 파랑에 의한 퇴적물 이동을 모델링 하

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식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퇴적물이 확산

되는 양은 근본적으로 퇴적물 농도의 구배에 비례한다. 따라서 해저면에서 퇴적물의 구배

가 강하게 발생하는 유속이 강한 시점에서는 퇴적물의 확산 효과가 이 모델에 의해 정확

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해저면 유속이 강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확산으로 이동되는 퇴적물

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데 파랑 조건하에서 판단하여 보면 파랑의 수평유속 방향이 반대

로 바뀌는 방향전환점에서의 순간 유속은 0가 될 때 확산되는 퇴적물도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Nielson(1992)가 지적하였듯이 파랑 하에서 유속의 방향이 바뀌는 방향전환점에서

도 퇴적물이 활발하게 부유될 수 있으며, 이는 Nielseon 이후의 관측에서도 확인된 바 있

으며(O’Donoghue and Wright, 2004) 또한 Chang and Scotti(2006)도 LES 모델을 사용

하여 파랑유속 전환점에서 퇴적물 부유현상을 시뮬레이션 한 바 있다. Nielson (1992)는

확산 현상과 구별되는 이 퇴적물 이동현상을 ‘퇴적물 대류(sediment convection)’ 라고 명

명하였으며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다. 퇴적물 대류현상은 확산

현상과 대조적으로 유체의 난류구조에 의해 퇴적물이 부유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

를 들어 해저면에 굴곡(ripple)이 있을 때 굴곡면 뒤에서 발생하는 난류 와동에 의해 퇴

적물이 부유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해저면에 굴곡이 없을 경우에도

파랑유속 방향전환점에서 난류 에너지가 증가하여 그것으로 인해 퇴적물 부유현상이 강

하게 증가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론적으로 한 파랑주기 동안에 두 번의 퇴적물 부

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로 파랑에 의해 해저면 유속이 강해지는 시점

에 퇴적물 확산에 의한 부유현상이 발생하며 두 번째로 해저면에서 파랑유속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 퇴적물 대류에 의해 부유현상이 다시 한 번 활발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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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퇴적물 대류에 의한 부유현상은 현재 대부분의 퇴적물 이동 모델에서 구현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대류현상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유속의 방향 전환점에서 부유되는 퇴적물

은 한 주기 동안 적분하였을 때 퇴적물의 평균 이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적물 확산항 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하면 해안방향 유속이

가장 빠를 때 부유된 퇴적물은 다음 해안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나 퇴적물 대류항

까지 고려할 경우 파랑유속 방향전환점에 부유된 퇴적물은 해양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퇴적물의 확산과 대류를 모두 고려하면 매우 복잡한 퇴적물 이동

유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을 정확이 이해할 경우 복잡하고 난해한 퇴적물 이동 기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정해변에서 측정된 파랑유속

자료를 분석하여 여기서부터 방향전환점에서 난류에너지를 계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다음 장에서 그 방법과 결과를 기술한다.

(나)� 자료분석

①�후정해변�관측

후정해변은 동해안 죽변항과 부구천 사이에 위치한 약 3km 모래 해변이다.

그림 179. (a)후정해변위치도, (b)후정해변지도. L1 은 관측장비가설치된장소(Chang et al., 2017(a)).

동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수십 cm 이내로 작으나 겨울철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파랑 폭풍파에 의한 침식이 해안 침식이 심하다. 이런 고파랑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79>의 ‘L1’ 지역에 유속 및 파랑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유의파고(HS), 파

랑 주기(TP), 파향(θP) 수압(P) 등을 측정 하였다. <그림 180>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

일까지 관측한 시계열 자료를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L1’ 의 수심은 6.5 m – 7.0 m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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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동하였다. 대부분의 기간에서 HS는 2 m를 넘지 않았으나 1월 14일에 급격히 증가

하여 2m 이상의 고파랑 조건이 약 1월 18일 까지 계속 됨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TP도 증가하여 평소 약 5 초이던 TP가 1월 14일부터 18일 까지는 약 8 - 10 초로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θP도 변화하여서 이 기간 동안 θP는 약 45° 로서 파랑이 해변의 북동

쪽 방향에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90 일 경우 파랑은 해안선에 직각 방향에서 접근함).

기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온대성 저기압이 동해에 발생하였으며 그

로 인한 폭풍파가 이 지역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1>는 2017년 1월 14일부

터 16일까지 천리안 위성의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로 측정한 기상자

료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동해상에 온대성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그림 180>에 나타난 고파랑 현상은 이 겨울철 온대성 저기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80. 2017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L1’ 지역에서 관측한 (a) 유의파고 (HS),
(b)파랑 주기(TP), (c) 파향(θP), (d) 수압(P)(Chang et al.,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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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GOCI 위성으로 관측한 기상자료. (a) 2017년 1월 14일, 07:00 (b) 2017년 1월 15일, 06:00
(c) 2017년 1월 16일 00:00, (d) 2017년 1월 16일 07:00.(Chang et al., 2017(a))

이 보고서는 이 온대성 저기압에 의한 고파랑이 관측된 2017년 1월 14일부터 18일까

지의 파랑 및 유속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주목적인

해저면 난류에너지의 분포가 고파랑의 강한 유속 조건 하에서 보다 분명하게 관측되기

때문이며 이런 너울성 파고에서 파랑의 불규칙성이 줄어들고 각 파랑의 특성이 보다 분

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②� Ensemble� Avergae� 기법을�사용한�자료분석

위 기간 동안 관측된 파랑자료를 Ensemble Average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nsemble Average 기법은 한 파장 주기안에서 변화하는 난류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파랑 시계열 자료에서 한 주기별 개별파들을 모아 통계처리 하는 기법이다.

해양에서 실제 관측되는 자료는 여러 개의 파랑이 중복되어 강한 불규칙성을 보인다.

<그림 182>는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데 100초 동안 관측된 16개의 파랑 중에서 대부분

의 파랑들은 파봉과 파골을 한 개씩 갖는 규칙파의 형태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한 주기 내에서 온전한 규칙파의 특성을 잘 나

타내는 파랑이 발견되기도 한다. Ensemble Average는 시계열 자료 중에서 이런 규칙 파

들을 모아 평균하여 정규화 된 한 주기 내에서 분포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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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들을 구분해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81(a)>의 종단 유속 시계열 자료

에서 규칙파의 유속이 음수(해양방향)에서 양수(육지방향)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다시 한

주기 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하는 순간까지의 파랑을 잘라내면 한 개의 개별파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개별파를 정규화 된 주기 안에서 정렬하면 <그림 18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분포된다. 이렇게 선택된 규칙파를 평균(붉은색 실선) 하면 Ensemble

Average 된 평균 파랑 유속을 구할 수 있다.

그림 182. 파랑 시계열 자료 (100초). (a) 종단 유속, (b) 수심. 붉은색은 Ensemble Average를
위해 선택된 개별 파랑을 표시(Chang et al.,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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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정규화된 한 주기안에 정렬된 규칙파들 (검정색) 및 그 평균값(붉은색).
(a) 종단 유속, (b) 수심(Chang et al., 2017(a))

본 연구의 실험 기간인 2017년 1월 14일부터 18일 동안 239개의 규칙 파랑을 발견하

였으며, 이 파랑들은 평균 10.2초, 표준편차 0.9초의 비슷한 주기를 갖는 파랑들로 나타났

다. 비록 이 선택된 규칙 파랑들이 비슷한 파랑주기를 가지나 각 파랑들의 최대유속은

0.4 - 1.0 m/s 까지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된

규칙파를 다시 최대 유속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 1에는 최대 유속이 0.4

– 0.6 m/s를 나타내는 89개의 규칙파를 선택하였으며, 그룹 2에는 최대 유속 0.6 – 0.8

m/s를 나타내는 88개의 규칙파를 선택하였고, 그룹 3에는 최대 유속 0.8 – 1.0 m/s를 나

타내는 62개의 규칙파를 선택하였다. <그림 183>는 그룹 2에 선택된 규칙파들의 분포를

보여주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그룹에 선택된 규칙파는 한 주기 내에서 대체로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분석�결과

㉮�교란운동에너지와�레이놀즈�응력�분포�

세 그룹으로 나뉘어 Ensemble Average 된 파랑을 사용하여 교란운동에너지

(  
′′) 와 레이놀즈 응력 ( ′′ )을 계산하였다. 이런 난류 성분은 평균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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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편차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편차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 내는가에 난류

성분 분석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편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규

칙파와 Ensemble Average 된 평균값의 최대 유속차가 0.2 m/s를 넘지 않도록 규칙파의

그룹을 3개로 나누었으며 또한 규칙파를 선택할 때 비대칭도(Asymmetry)와 왜곡도

(Skewness) 또한 고려하여 각각의 수치와 평균값과의 오차가 10%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

게 규칙파를 선택하였다.

그림 184. (a) 한 주기동안 평균 종단유속 분포 (파랑색: 그룹 1, 빨강색: 그룹 2, 검정
색: 그룹 3), (b) 교란 운동에너지 (파랑색: 그룹 1, 빨강색: 그룹 2, 검정색: 그룹 3, 초
록색: High-pass 필터를 사용하여 계산된 교란 운동에너지), (c) 레이놀즈 응력 (파랑
색: 그룹 1, 빨강색: 그룹 2, 검정색: 그룹 3, 초록색: High-pass 필터를 사용하여 계산
된 교란 운동에너지)(Chang et al., 2017(a))

<그림 184>은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한주기 동안의 교란 운동에너지와 레이

놀즈 응력 분포를 보여준다. Ensemble Average로 계산된 값을 검증하기 위하여

high-pass 필터를 사용하여 계산한 교란 운동에너지와 레이놀즈 응력도 함께 표시 하였

다(초록색). <그림 184(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 그룹의 유속은 최대 유속값 외에는

그 분포가 대체로 비슷하여 그룹 1의 규칙파들의 주기는 10.1초 그룹 2의 규칙파들의 주

기는 10.1 초, 그룹 3의 규칙파들의 주기는 10.3 초로 모두 비슷하였으며, 특히 유속이 음

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zero-crossing point 의 시간은 세 그룹모두 t/T=0.55 로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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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84(b)>에 나타난 교란 운동에너지는 <그림 184(a)>의 종단 유속과 비슷한 분

포를 나타내었다. 즉 종단 유속이 강한 t/T=0.3 과 t/T=0.75에서 세 그룹 모두 강한 교란

운동에너지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유속이 강할 때 해수의 교란도 강해지며, 따라서 이 시

기의 난류에너지도 강해진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84(c)>에 나타난 레이놀즈 응력의 분포는 위의 두 성분과는 다른 분포를 나타낸다.

세 그룹에서 Ensemble Average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high-pass 필터를 사

용해서 계산한 결과 모두 t/T = 0.4 ～ 0.6 사이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레이놀

즈 응력의 경우 유속이 강한 시점이 아니라 종단 유속의 방향이 해양방향에서 육지방향

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퇴적물 재류

현상에 난류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즉

종단유속의 방향이 전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강한 난류에너지는 확산과는 구별되는 난

류운동을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이 시기에 퇴적물 부유 현상이 활발해 질 수 있다는 선

행 연구를 뒷받침하는 관측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계산한 레이놀즈 응력은 ′′ 로 수직성분의 교란에너지를 포함하

는 것으로 이는 난류의 수직성분 일반 교란에너지인   

′′ 와 달리 레이놀즈 응력

의 경우 난류의 수직성분 에너지를 강조하는 성분으로 종단유속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

에 난류의 수직성분에너지가 강해지고 이에 따라 퇴적물의 부유현상도 강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모델결과와의�비교�

위에 관측된 난류에너지 분포를 Cadmas-Surf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수치모델 결과

와 비교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admas-Surf 모델은 RANS 모델로서 와 

의 방정식을 풀어 난류에너지와 레이놀즈 응력을 계산한다. Cadmas-Surf 모델의 장점으

로는 Volume Of Fluid(VOF)기법을 사용하여 해수와 대기의 경계면에서 파랑의 굴곡진

모양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VOF기법은 유체의 자유표면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수치모델 기법으로 유체의 경계면이 변화할 때 경계면 격자 내에서 유체가 점유하

고 있는 부피의 변화를 계산함으로서 경계면 변동을 구현해 내는 기법이다. <그림 18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Cadmas-Surf 모델은 유체 부피함수 (Fluid Volume Function) 이라

는 변수를 도입하여 파랑의 경계면 격자에서 유체와 대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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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파랑이 전파되는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85. Cadmas-Surf RANS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파랑 전파 단면도. (a) VOF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유속의 경계면 부피 함수값 (Fluid Volume Fuction), (b) 압
력분포, (c) 종단유속 분포. 빨간색 실선은 모델도메인에서 파랑이 제조되는 위치를 표
시(Chang et al., 2017(a))

<그림 185>은 Cadmas-Surf 로 계산한 파랑이 전파되는 순간의 유체 부피함수와, 수

압 및 종단 유속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파랑에 생성되는 지점 (빨간실선)에서부터

양쪽 방향으로 전파되는 규칙파의 모습을 잘 구현해 냄을 보여준다. 이렇게

Cadmas-Surf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한 교란 운동에너지와 레이놀즈 응력의 한 주기 내

분포를 <그림 184>에 비교하였다.

<그림 186(b)>에 나타난 교란 운동에너지는 <그림 184(b)>에 나타난 관측값과 유사

한 분포를 나타내는데 즉 종단유속이 강한 시점에 교란 운동에너지도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그림 186(c)>에 나타난 Cadmas-Surf 모델의 레이놀즈 응

려의 경우 <그림 184(c)>의 관측값과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는데, 관측값의 경우 종단유

속의 방향전환점에서 강한 난류에너지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모델의 경우 교란 운동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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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유사하게 유속이 강한 시점에 레이놀즈 응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hang and Scotti(2004)이 제기한 바와 같이 RANS 모델의 단점으로서 유속의

난류에너지를 평균유속에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RANS모델은 방향전환점에서 발생

하는 강한 난류에너지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발견이다. 따라

서 수치모델을 통해 유속의 방향전환점에서 발생하는 퇴적물의 부유현상을 정확하게 구

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RANS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델링 기법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186. Cadmas-Surf RANS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난류에너지 분포. (a) 종단 유
속, (b) 교란 운동에너지, (c) 레이놀즈 응력(Chang et al., 2017(a))

나.� 폭풍기인�해안침식�현상기반모형�적용(Ⅰ)� -� 폭풍파�연안침식�영향�분석

동해안의 경우 폭풍에 의해 고파랑이 발생할 때 연안침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런 폭풍파는 여름 보다는 겨울에 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여름에

는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간헐적으로 동해를 통과할 때 피해가 발생하나 대부분의

기간 동해안의 파도는 대체로 잠잠한 편이다. 그러나 10월부터 2월까지 동해에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겨울철 동해안은 너울성 폭풍파가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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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런 폭풍파가 발생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폭풍파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보통 수 일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안선은 10 m 이상 변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극심한 해안선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XBeach 모델을 사용하여

동해안 후정해변을 대상으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폭풍파 조건으로는 2006년에 발생

한 파고 최대 6 m의 파랑 조건을 가상하였으며 이 조건하에서 48 시간에 발생할 수 있

는 최대 해안선 변동 범위를 예측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장에 기술된 내용은

본 연구 결과물인 한국연안방재학회지에 실린 Chang et al.(2017(b) 논문의 내용을 토대

로 작성하였다.

(1)� XBeach� 모델�

XBeach 모델은 Roelvink et al.(2009) 에 의해 개발된 수치모형으로 고파랑 조건하에

서 단기간 해안선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모델은 연안역 2차원 파랑 및 유

속장을 계산하며 Boussinesq 모델을 적용하여 비정수압 방정식을 풀어 그 정확도가 향상

되었다. 이 모델은 파랑, 유속, 퇴적물이동, 및 지형변동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x 좌표

는 항상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설계되었다. 각 모듈을 구성하는 모델 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가)� 파랑모델

파랑에너지는 천해방정식을 적용한 파활동 균형방정식(Wave Action Balance

Equation)의 해를 구함으로 계산한다.















 (9)

여기서 파활동은   

    와 같이 정의 되며    는 파랑 에너지,

밀도  는 파의 빈도를 의미한다. 즉 파활동 는 일정 기간에 작용하는 전체 파랑

에너지를 의미하며 식 (9)는 파랑에너지가 공간적으로 보전되며 전파하나 해저면 마찰

( ) 등의 영향으로 감소됨을 말해준다.

(나)� 해수유동모델

Eulerian 유속에 Stokes drift를 포함한 Lagrangian 유속은 천해방정식을 풀어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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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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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에서 와  는 바람응력항, 
 와 

 는 해저면 마찰항,  는 해수면,  와

는 파랑에 의해 생성되는 응력,  수평 점성도,  는 전향력 계수,  는 수심 그리고

 는 해수의 밀도이다. Lgrangian 유속  과  은     ,    로 주어지

며, 여기에서  ,  는 Eulerian 유속,  ,  는 Stokes drift 이다. Stokes drift 는 다시

 

 cos
,  

 sin
(13)

과 같이 주어진다.

(다)� 퇴적물이동�모델

XBeach의 퇴적물이동 모델은 수심 평균한 이류-확산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14)

여기에서  는 퇴적물 농도,  는 균형 퇴적물 농도,  는 퇴적물 확산계수,  는

부유 퇴적물의 적응시간이다. 식 (14)는 균형퇴적물 농도와 현재 퇴적물 농도와의 차이가

퇴적물의 분포를 결정함을 알려준다.

(라)� 지형변동�모델

식 (14)로부터 퇴적물이동양이 계산되면 다시 이것을 토대로 해저면 지형변동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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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5)

여기에서  는 해저면 레벨,  는 공극률,  와  는 식 (14)로 부터 계산된 퇴적물

이동양이며  는 해저면 변동계수이다. 식 (15)는 주어진 격자안에서 퇴적물 이동량에

의해 변동되는 해저면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안선 변동을 직접 계산 하는 식은

아니다. 그러나 해안선 부근 격자점에서 해저면 변화가 식 (15)를 통해 계산되면 이것으

로부터 다시 해안선 변동을 계산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안선 근처 격자점에

서 해저면의 경사를 계산한다.


  ∆

          (16)

여기에서 는 해저면 변동의 임계값이다. 즉 식 (16)은 해안선 부근의 해저면 경사

가 임계값을 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식이며 이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해안선에서 발

생하는 해저면 변화, 즉 해안선 변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min





 ∆  ∆



 


 

∆  max



 

 ∆   ∆



 


  (17)

식 (17)은 단위 시간(∆)동안 해안선의 경사에 따라 해안선이 전진(


 ) 또는 후

퇴(


 ) 함을 나타낸다.

(2)� 수치실험�구성� �

XBeach를 적용하는 실험 장소는 경상북도 울진군의 후정해변을 선택하였다(그림

180). 이 해변은 KIOST의 동해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수심측정 및 해안선

변화를 관측하여 모델의 입력 자료구성이 용의하며 또한 해안선이 북서쪽으로 약 45° 기

울어져 있어 (그림 1) 동해에서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에 의한 폭풍파의 영향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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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지역이어서 해안선 변동 및 연안 침식연구에 적합한 지역이다. 후정 해변은 약 3

km 길이의 모래 해변이며 북서쪽 끝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건설된 배수구가 위치해 있

다.

그림 187. 후정해변 XBeach 수치모델 격자시스템(Chang et al., 2017(b))

 
<그림 187>은 후정해변에 수립한 XBeach 모델 격자 시스템을 보여준다. 모델 도메인

의 북서쪽은 원자력 발전소의 배수구에서 시작하며 해저면이 암석인 해변의 남서쪽에서

끝나도록 설정하였다. 격자시스템은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의 직육면체로 구성하였으며 횡

단방향으로 2,500m 종단방향으로 1,450m가 되도록 설정하여 최대수심 약 30m 지역까지

확장하였다. 가변 격자시스템을 적용하여 격자크기가 최소 5m 로 호형사주가 발달한 이

지역에서 지형변동의 작은 변화까지 계산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88>은 모바일 LiDAR, 싱글 빔 및 멀티 빔 수증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2016년

7월에 측정한 이 지역 해저지형을 보여준다. 수심이 4 m 보다 깊은 지역에서는 멀티 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해저지형을 정밀하게 측량하였으며, 멀티 빔 사용이 불가능한 수

심 4 m 이내의 천해에서는 싱글 빔을 사용하여 수심을 측정하였다. 또한 해빈은 선상 모

바일 LiDAR를 활용하여 지형을 관측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모델의 수심자료

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랑자료는 2006년의 자료를, 수심자료는

2016년에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여 두 자료사이에 약 10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목적은 폭풍파 고파랑 조건하에서 가능한 단기 해안선 변동량을 유추하는데 있으며

실제 해안선 변동을 예측하거나 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 연구에 사용된 수심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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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자료는 그 유효성이 저해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8. 모바일 LiDAR, 멀티 빔 및 싱글 빔을 사용해 2016년 7월 측정한 후정해변
수심측량도(Chang et al., 2017(b))

그림 189. 경계면 자료로 활용된 2006년 10월 파랑역추산(SWAN) 결과, (a) 파향, (b)
파고, (c) 파랑주기(Chang et al.,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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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each 모델의 외해 파랑경계조건은 앞서 발한바와 같이 2006년 10월 23 ～ 25일 동

안 바람자료를 토대로 역추산된 SWAN 파랑모델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SWAN 모델

의 결과는 강원도의 속초와 강릉, 그리고 경상북도의 후포 인근 해양에서 관측된 파랑자

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189>는 SWAN 으로 계산한 2006년 10월 22일부터 29일까

지의 후정해변 파랑 모델결과이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약 2일간 파랑조건이 급격하

게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3일 이전에는 파랑이 해안선에 남측 방향에서 접

근하였으나(파향 약 90°) 23일부터 25일까지는 해안선에 수직한 약 45°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파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23일 이전에는 1 m 이내였던 파고가 24일에

는 약 6 m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랑 주기도 이 기간 동안 증가하여 23

일 이전 5초 이내이던 주기가 23일부터 약 10초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의 SWAN 모델 자료를 XBeach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23

일부터 25일까지 48시간동안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3)� 수치실험�결과�

<그림 190>부터 <그림 193>까지는 XBeach 를 사용하여 23일부터 1시간, 18시간, 24

시간, 48시간 후에 해저지형 및 해안선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190. Xbeach로 계산한 해저지형 및 해안선 변화(t=1 시간). 파고(左下, 파란실선),
단면 수심변화(右上, 빨간색)(Chang et al.,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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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Xbeach로 계산한 해저지형 및 해안선 변화(t=18시간). 파고(左下, 파란실선),
단면 수심변화(右上, 빨간색)(Chang et al., 2017(b))

그림 192. Xbeach로 계산한 해저지형 및 해안선 변화(t=24시간). 파고(左下, 파란실선),
단면 수심변화(右上, 빨간색)(Chang et al.,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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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 Xbeach로 계산한 해저지형 및 해안선 변화(t=48시간). 파고(左下, 파란실선),
단면 수심변화(右上, 빨간색)(Chang et al., 2017(b))

이 그림들에서 중앙에 그려진 평면도는 전 도메인에서 변화된 지형변동을 보여주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침식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퇴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림에서 화면 왼쪽 밑의 파랑색 실선과 검정색 수직 실선은 현재 시간의 파고를 나타내며

화면 오른쪽 위의 빨강색 실선은 종단방향으로 변화된 현재 시간 수심변동을 나타낸다.

모델을 수행한지 1시간 후에는 전 해역에 걸쳐서 수심 변화가 0.1m 이내로 작게 나타

난다. 그러나 파고가 6 m 까지 상승한 18시간 후에는 변화량이 증가하여 해안선 부근

(수심 0 m)에서 침식 현상이 강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서 침식되는 모래들은 외해로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수심 1 – 3 m 지역의 천해역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의 수심은 오

히려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오른쪽 위에 그려진 종단방향 수심변화를 살

펴보면 해안선 부근에서 강한 파랑에너지에 의해 침식 된 모래들이 파랑에너지가 약하지

는 수심 1 – 3m 지역에 다시 쌓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그림과 같이 호형사주

가 있는 지역은 사주의 안쪽 (육지쪽)에 해안에서 침식된 모래가 퇴적됨을 알 수 있다.

이런 해안선 변형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다만 그 운반되는 퇴적물의 양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186).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강한 폭풍파가 발

생하였을 시 해안선의 모래는 침식되어 해양쪽으로 이동되나 천해역에 호형 사주 등 방

해물이 있을 경우 더 이상 외해로 운반되지 못하고 그 지역에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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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 (a) 48시간 동안 변화된 해저지형변동 (b) 확대도(Chang et al., 2017(b))

      
<그림 194>은 48시간동안 변화된 수심을 등고선을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특이사항으

로는 P1 지역에 위치한 호형사주의 마루지역이 침식되어 사주외곽의 수심 5 - 6m 지역

으로 이동하여 퇴적된 것이 나타났다. 이는 폭풍파 고파랑 조건하에서 동해연안에 많이

발달한 호형사주가 침식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해안선에서 침식된 모래

가 사주 안쪽에 다시 퇴적도는 것과는 달리 사주의 마루부분이 침식될 때에는 그 모래가

외해로 유실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파랑 시 퇴적물의 영구 유실 가능성

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그림 194>의 P2 지역은 다른 해안선에 비해 해안선의 후퇴가 심한 지역으로

48시간동안 약 30m 정도 해안선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심한 해안선 침식

현상은 이 지역으로 연결되는 하천 때문인 것으로 하천 주의의 지형이 타 지역보다 낮아

서 고파랑 시 더 많이 침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폭풍파가 발

생할 경우 해안선 변동이 지역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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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미터의 침식이 발생하여 해당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며 이 역시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4)� 결론� � � � � �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풍파 고파랑 조건하에서 단기간

해안선 변화를 XBeach 모델을 사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지역은 경상북도

울진의 후정해변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관측된 파고 6 m 이상의 고파랑 조건을

구현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48시간 동안의 해저지형 및 해안선 변형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해안선이 단 기간에 침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침식되는 모래의 대부분

은 외해로 유실되지 않고 호형사주의 내해 지역에 다시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몇

호형사주의 경우 마루 부분이 침식되었으며 그 침식된 모래는 외해 지역으로 유실 될 수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선 침심 현상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인근의

하천으로 인해 주위보다 낮은 해안지역은 단기간에 최대 30m 정도 해안선이 후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지적인 극심한 차이는 폭풍파가 발현되었을 시 한 지역에

해안 도로 파괴 등의 큰 피해로 연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 폭풍기인�해안침식�현상기반모형�적용(Ⅱ)� -� 국립해양과학교육관�잠제�

효과� TEST

본 절 나에 전술한 XBeach 모형을 활용해 후정해안에 2020년 완공예정인 국립해양과

학교육관 해상시설인 잠제 설치 시 고파랑 내습에 대한 효과를 실험하였다. 파랑제어 시

설인 잠제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잠제의 총 길이는 200m, 마루 폭 40m, 마루 수심은 –

0.5m(DL 기준)이다. 잠제의 설치 수심은 북측 –0.9m(DL 기준), 남측 –5.4m(DL 기준)

이며, 해안선으로부터 수직 이격거리는 약 380m 이다(그림 195).

모델에 적용된 수심은 2016년 11월에 관측한 수심은 활용하였으며, 수심 관측은 모바

일 LiDAR, 단빔, 다중빔 측심기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경우는 2016년 동계에 관측된 3가

지의 대표 고파랑 조건(표 26)을 사용하여 잠제 유·무 총 6회를 수행하였으며, 수행시간

은 각각 48시간 적용 후 해안선 및 지형변화 결과를 확인하였다.

CASE 1은 2016년 동계에 후정해안에 직각방향(NE 계열)으로 내습한 파랑 중 가장

유의파고가 큰 2016년 12월 23일 23시 파랑 조건을 사용하였고, CASE 2는 같은 시기에

후정해안에 비스듬하게(NNE 계열) 내습한 파랑 중 가장 유의파고가 큰 2016년 12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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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7시 파랑 조건을 사용하였다. 또한 CASE 3은 후정해안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

는 유의파고 2m 이내의 해안선의 직각방향(NE 계열)으로 내습한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2016년 12월 25일 6시의 파랑 조건을 사용하였다.

그림 195. 국립해양과학교육관 파랑제어시설(잠제)의 계획평면도(上) 및 종단면도(下)

표 26. 후정해안 파랑제어시설 효과 실험 수행 조건

파랑조건 관측일시 비고

CASE 1 HS : 3.71m, DP : 39.5°, TP : 13.3s 2016/12/23 23:00 잠제
유·무
48시간
실험
수행

CASE 2 HS : 3.75m, DP : 23.1°, TP : 10.3s 2016/12/27 17:00

CASE 3 HS : 1.81m, DP : 39.5°, TP : 10.2s 2016/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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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6>에 각 파랑 조건별 잠제 유·무시의 48시간 후의 해안선 변화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그림 197 ～ 199>에 각 파랑 조건별 48시간 후의 지형변화 결과를 제시하

였다.

그림 196. 후정해안 파랑 조건별 48시간 후 해안선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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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파고 3m 이상의 고파랑 내습의 경우 48시간 이후 잠제 유·무에 상관없이 해안선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잠제가 설치된 경우 CASE 1, 2(그림

189(a), (b)) 모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전면 해안의 호안까지 침식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잠제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전면 해안

은 해안선의 변화는 초기보다 많이 나타났지만 잠제 유·무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NNE계열의 유의파고 3m 이상인 CASE 2의 경우(그림 189(b)) 잠제 설치 시 경

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전면에서 침식과 함께 잠제 배후에서 퇴적되는 현상이 나타났으

며, 이는 해안선에 사선으로 입사하는 고파랑에 의해 연안방향의 파랑류가 발생하여 모래

가 남측으로 이동하고, 잠제 배후에서 파랑에너지가 감소하여 퇴적되는 현상으로 판단된

다. 유의파고가 3m 이하인 CASE 3의 경우 잠제 유·무에 따른 해안선 변화는 크지 않지

만, 잠제 설치 시 배후에서 해안선이 전진하는 결과를 예측되었다.

그림 197. 후정해안 48시간 후 지형변화 예측 결과(CASE 1, HS : 3.71m, DP : 39.5°, TP : 13.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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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8. 후정해안 48시간 후 지형변화 예측 결과(CASE 2, HS : 3.75m, DP : 23.1°, TP : 10.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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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9. 후정해안 48시간 후 지형변화 예측 결과(CASE 3, HS : 1.81m, DP : 39.5°, TP : 10.2s)

위의 결과와 연계하여 <그림 197 ～ 199>의 지형변화를 살펴보면 유의파고 3m 이상

의 고파랑 내습 시(CASE 1, 2) 해빈의 포말대과 호형사주 마루 부근에서 다량의 침식

발생하였으며, 쇄파대외 호형사주 외곽에 퇴적되는 현상이 예측되었다. 이는 해안선 및

수심이 낮은 호형사주 부근의 모래는 침식되어 외해 방향으로 이동되나 천해역에 호형

사주 등 방해물이 있을 경우 더 이상 외해로 운반되지 못하고 그 지역에 퇴적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CASE 1, 2 두 경우 모두 잠제 배후에 다량의 퇴적이 예측되었고, 이

는 파랑에너지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정해안의 파랑제어 시설인 잠제가 설치되면 폭풍파

의 내습 시 지형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본 실험의 목적은 폭풍파

고파랑 내습 시 잠제 유·무에 따른 단기 해안선 및 지형변화의 변동량을 유추하는데 있

으며, 실제 해안선 변동을 예측하거나 검정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밝혀둔다. 향후 보다 잠

제 공사 전·후의 지형변화 및 파랑자료를 활용한 모델의 검증을 통해 예측 연구의 신뢰

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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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안침식�확률모형별�장단점�분석

가.� Benchmark� Event� 기준�침식관리의�한계

‘Benchmark Event 기준 침식관리’란 관측된 해안선 최대후퇴거리를 기준으로 관리하

는 방법으로서 재현주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신뢰구간 추정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진

다. 2장에 전술한 동해안에서 최대파고를 기록한 2006년 폭풍사상 60시간 동안 실행한

안목해안 모의결과(그림 24 참고)은 외력 측면에서 benchmark 접근이지만, 침식은 다양

한 파랑변수와 폭풍 지속시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100년 빈도 폭풍파가 100년 빈도 침

식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나.� 연안재해관리의�확률적�접근�

기후변화 위기가 점증함에 따라 확률적 정량자료에 근거하는 연안재해관리 요구가 점

증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관련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해안침식을 포함한 연

안재해관리의 확률적 접근은 다음 4가지가 있다.

(1)� 관측치를�이용한�해안침식�극치분포�도출� � �

- 수십 년에 걸쳐 연속적인 수심측량자료로부터 극치분포 도출

- 특히 대형 폭풍파 내습 후의 수심변화 자료가 필요

- 중규모 이하의 폭풍에 의한 침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사

상 발생확률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구조변수법(SVM:� Structural� variable� method)� � �

- 관측된 파랑변수, 수위를 이용하여 관심 변량을 계산

- 구조변수: 침식량, 범람, 월파율 등

- 해안침식이 관심변량일 경우의 구조함수:

① 파랑변형 (예: 스펙트럴 모형 사용)

② 표사량 추정 (예: 단면모형 사용)

③ 해빈단면 산정

- 구조함수를 이용하여 구한 각 폭풍사상 침식량으로 해안침식 극치분포 도출

(3)� 결합확률법(JPM:� Joint� probability� meth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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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파고일지라도 파향, 주기에 의해 침식량이 다르므로 구조함수에서 이용되는

변량들간의 결합확률밀도 고려

(4)� Full� temporal� simulation� (FTM)�

- 폭풍 시계열을 생산하여 구조함수로 침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8단계로

구성

① 기상학적으로 독립적인 폭풍사상 선정

② 파고와 폭풍 지속시간 극치분포 도출 (주변밀도)

③ 파고와 폭풍 지속시간의 종속분포 도출

④ 파랑 주기와 조석이상(tidal anomaly) 사이의 조건분포 도출

⑤ 경험적 파향분포 결정

⑥ 비균질 푸아송 분포로부터 폭풍 간격 결정

⑦ 이상으로부터 구한 분포와 폭풍 간격을 사용하여 파후 모의

⑧ 모의된 파후를 구조함수에 적용하여 해안침식 극치 추정

그림 200. FTM과 관측치에 의한 재현빈도별 침식량 계산 예 (녹색: SBEACH, 회색:
해석해, 적색: XBeach). 원과 삼각형은 관측치를 이용한 결과이며 음영대는 95% 신뢰
구간

- FTM에는 폭풍 사이의 적절한 해빈 복원식을 포함되어야 함.

- Ranashinge et al.(2012)은 상기과정에 해수면상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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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aghan et al.(2013)은 3가지 구조함수, 즉 해빈단면 해석해, 준경험 수치모형

SBEACH, 그리고 현상기반모형 XBeach가 적용된 FTM을 실행하고 약 30년 동

안의 관측치로 도출한 재현빈도별 침식량과 비교한 결과 XBeach의 신뢰도가 가

장 낮았음(그림 200)

- 공학적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상기반모형 XBeach의 신뢰도가 가장 낮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는 아직 충분히 분석되지 않음.



제 4장

연구개발목표�달성도�및�대외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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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달성도�및� 대외기여도

제1절�연구개발목표�달성도

총연구기간내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

(B)(%)
성과목표 연구내용

가중치

(A)
달성실적

1년차
(2015)

1. 사빈-사구시
스템 동적거
동 규명

1-1. 포말대-쇄파대 정밀
관측시스템 개발

0.92

포말대표고 변화관측기
개발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구축

100
1-2. 사빈-사구 지형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드론 간접측량기법 개
발
원격영상 처리기법 개
발

1-3. 표본해안변화 동적
거동 정밀 규명

표본해안 파랑관측

2. 연안지형변
화 현상기반-
확률모형 시
스템 개발

2-1. 폭풍기인침식 모형
분석

0.04
네덜란드 XBeach 분석
호주 NSBEACH 분석
미국 CSHORE 분석

100

3. 사빈-사구시
스템 관리지
침서 수립

3-1. 해빈배수공법 분석
0.04

일본 하자키 사례 분석
100

3-2. 인공사구 조성기법
분석

미국 우즈홀 지침서 분
석

계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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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

(B)(%)성과목표 연구내용
가중치

(A)
달성실적

2년차
(2016)

1. 사빈-사구
시스템 동적
거동 규명

1-1. 포말대-쇄파대 정
밀관측시스템 개발

0.85

파랑 저면고 관측기 개발

100
1-2. 사빈-사구 지형변
화모니터링 시스템 개
발

비디오모니터링체계 구축
드론 간접측량기법 개발
원격영상 처리기법 개발

1-3. 표본해안변화 동적
거동 정밀 규명

포말 쇄파대 정밀관측 등

2. 연안지형변
화 현상기반
- 확 률 모 형
시스템 개발

2-1. 현상기반 침식모형
적용

0.15

표본해안 Bechmark폭풍
시

100
2-2. 확률모형별 장단점
분석

Full temporal 모의(FTS)
기법 등 4개 모형

계 1.0 100

3년차
(2017)

1. 사빈-사구
시스템 동적
거동 규명

1-1. 사빈-사구 지형변
화모니터링 시스템 개
발

0.55

비디오관측 실시간 서비
스
드론 간접측량기법 안정
화
원격영상 처리기법 안정
화 100

1-2. 표본해안변화 동적
거동 정밀 규명

포말대-쇄파대 표사특성
호형사주 거동특성
중력외파 침식영향
표본해안 장단기 거동특
성

2. 연안지형변
화 현상기반
- 확 률 모 형
시스템 개발

2-1. 현상기반 침식모형
개선

0.33
포말대 모듈 개선

100
2-2. 해안침식 확률모형
수립

FTS 시스템 수립 적용
재현빈도별 침식 계산

계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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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대외�기여도

○ 연안침식 예측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모래이동량이 큰 포말대(swash zone)와 쇄

파대(surf zone)에서의 수리 표사현상과 두 영역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선결과

제임. 그러나 포말대는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고 쇄파대는 고에너지 환경임에 따라

관련변수 거동을 관측하기가 어려워 각각의 현상이해도 수준이 국제적으로도 미흡

한 실정임. 본 연구를 고에너지 해빈 환경의 관측시스템의 구축 및 개발을 통해 국

내 관측수준을 한단계 올렸음.

- 지형변화 간접측량기법 개발(CCTV: 해안선 장기변화, 드론 인공신경망: 극천수

심, 위성 항공사진 및 초분광카메라 : 고해상도 해안선 추출)

- 폭풍사상 포말대 침식 퇴적 정밀관측 : 사빈 지하수위, 사빈표고 판류두께 연속관

측용 Airborne Altimeter Array

- 쇄파대 정밀관측 : 정점 파고 지형변화 동시 연속관측기 개발

○ 국내 관련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임. 따라서 신뢰성 있는 관측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상기반

수치모형을 수립하였음.

○ 국내 연안침식 관련연구 선도

-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은 침식문제 대응을 위해 전빈(포말대) 수리 퇴적현상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본 연구가 최초임.

○ 동해안 침식대응 거점 연구기관 위상 확보

- 동해연구소를 표본해안으로 선정함으로써 침식이 우려 심각수준인 동해안 침식

현안의 과학적 대응 착수

○ 중력외파 분석 : 해안침식에 미치는 중력외파(주기 30-300초) 영향이 지대함에도

그 동안 국내 해안침식 관련연구 용역에서 이에 대한 조사 연구사례 없었음. 본 연

구는 중력외파와 해안침식과의 정량적인 상관관계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특히 동해안 고유의 급경사 반사형 해안의 중력외파-해안침식 규명은 국제적으로

도 연구사례가 드물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연안사주 거동 시계열 관측장비 개발 : 연안지형변화 연구는 폭풍사상 전후의 지형

변화를 폭풍파 정보로 해석 재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연안사주의 동적거동

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주가 해안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폭풍사상 동안의 사주형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파랑정보와 함께 수심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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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측장비 WBL(Water and Bed Levels gauge)를 개발함.

○ 드론-ANN 기법을 이용한 극천수심 간접측량 : 동해안 연안지형의 핵심 특성은 호

형사주이나 약 5m 이내 극천수심에 발달하여 호형사주 형상의 공간변화 특성 파악

이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드론으로 취득한 해색정보를 ANN 기법으

로 분석하여 신뢰도 높은 극천해역 수심정보 획득에 성공함.

○ 과제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성과 : 국가정책 반영, 대국민 서비스, 국제위상 제고,

교육기부 및 산학연 협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 도출하였음. 대표적인 사례로

후정해안 전면의 덕천광산 채굴계획인가신청을 본 연구관측 결과를 활용하여 절대

불허 방침으로 자문하였음.

○ RANS 모형 성능 검증 : 관측자료를 통해 부유퇴적물의 수직운동이 발달하는 유속

의 방향 전환점을 레이놀즈 응력 계산으로 확인하였으며, 난류에너지의 직접계산이

가능한 − Ra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

였음. 그 결과 CADAMS-SURF(RANS모델)의 경우 레이놀즈 응력이 유속의 방

향 전환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구현하지 못하였음. 즉 유속 전환점에서의 모멘텀

증가 등 평균 유속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난류운동은 RANS 모델로 정확히 구현하

기 어려움을 입증하였음.

○ 연안사주 거동 시계열 관측장비 개발 및 실해역 동시관측 성공 : 연안지형변화 연

구는 폭풍사상 전후의 지형변화를 폭풍파 정보로 해석 재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

러나 연안사주의 동적거동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주가 해안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폭풍사상 동안의 사주형상 변화를 모니터링하

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파랑정보와 함께 수심변화

를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장비 WBL(Water and Bed Levels gauge)를

개발하였고, 총 7개 정점에서 동계 고파사상 시 20일간의 자료를 성공적으로 관측

하여, 파랑 특성 및 지형변화 양상 파악에 성공하였음.



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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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 본 연구는 포말대 쇄파대, 사빈 사구시스템에 대한 국내 최초 연구로서 성과에 대

한 과도한 기대는 무리임. 관련기술 진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관련

연구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1.� 기술적�측면�

○ 2000년부터 연안침식 국가관리가 본격화되었으나 관련기술 부족과 충분한 분석 없

이 국외사례를 적용함에 따라 100억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침식대책의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자와 기술자의 우리나라 연안수리 표사현상 이해도 제고와 이를 바탕

으로 한 설계역량 강화가 시급함.

○ 본 연구의 최종성과로 수립되는 사빈시스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연안침식 대응

역량 선진화에 기여할 것임.

2.� 경제･사회적�측면
○ 제2차 연안정비계획(10-19)의 연안보전 예산이 1.5조원임. 본 연구 개발되는 기술로

써 실패사례를 방지하면 국가예산 절약에 기여함.

○ 레크리에이션의 장인 백사장 관리역량 향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우리나라 침식의 특징은 국지적으로 침식된 모래가 인근에 퇴적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연안공동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갈등

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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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 후 북한에서의 해안도로, 항만 등 해안인프라 건설 러시로 인한 연안

수리 표사체계 교란, 산림녹화 및 하천 사방사업과 댐 보 축조 등에 의한 모래유출

량 감소로 북한 연안의 침식 위험도가 증가할 것임. 본 연구결과는 한반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통일 후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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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

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

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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