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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연안 침식 가능성 중가 우려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연안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지형 요소인 자갈 해빈은 연안 침식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갈 해빈의 지형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

외 모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갈 해빈의 퇴적상 

및 퇴적물 이동 추적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퇴적물 이

동 과정 추적 및 자갈 해빈의 지형 형성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논문은 자갈 해빈 퇴적물 연구에 적용되는 퇴적상 분석과 추

적자 방법에 대한 방법론 연구와 한반도 여러 지역에 발달한 자갈 해빈에

서의 사례 연구를 통한 실제 연구에의 적용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자갈 해빈 퇴적물 연구 방법론 부분에서는 이후 제시되는 거제 여차・

태안 방포・독도 해빈의 사례 연구에 적용될 자갈에 대한 입도・형태 분

석 및 실제 자갈이 이동되는 과정을 직접 추적하는 RFID 추적자 방법론에 

대한 소개 및 실제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의 첫 번째로, 순수 자갈 해빈 (pure gravel beach)과 포켓 

비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제 여차 해빈을 대상으로, RFID 추적자를 

통한 퇴적물 이동과 지형 변화 분석을 수행하여 여름철 태풍에 대한 자갈 

해빈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여차 해빈에서는 2015년 15호 태풍 고니에 의

해 자갈이 침식되기 보다는 퇴적이 우세하였으며, 자연 방파제로서의 역할

이 탁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 하에서는 자갈의 

입도 및 형태에 따른 이동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여차 해빈의 사례 연구에서 RFID 추적자를 이용하여 극한 

파랑 에너지에 의한 자갈 이동 과정을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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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례 연구로, 복합 자갈 해빈 (composite gravel beach)이며 

대조차 환경인 태안 방포 해빈을 대상으로, RFID 추적자를 이용하여 장기

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계절별 자갈 이동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강한 파랑 에너지의 우세에 의해 자갈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여름철에는 대조차 환경에서의 조류 방향에 의

해 자갈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방포 해빈 연구는 RFID 

추적자를 통해 장기간의 퇴적물 이동 추적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례 연구의 마지막으로, 순수 자갈 해빈의 성격을 가지는 독도 자갈 해

빈에서는 현장 조사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해빈 내 여러 지점에서의 퇴

적상 분석을 정밀하게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 자갈 해빈 주변 기반암

의 침식과 풍화에 의해 해빈으로 자갈이 공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

고, 현재 해빈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독

도의 침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독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갈 해빈 연구의 방법론 정

립에도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연구가 미진하였던 자갈 해빈과 퇴적물 

이동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보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

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자갈 해빈의 연안 침식 방지 효과를 확인하

였으며, 앞으로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안 침식이 상당한 지역에서의 자갈 해빈의 침식 

방지 효과 검증・자갈 이동 과정 추적을 통한 퇴적물 수지 검토 등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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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자갈 해빈, 퇴적상 분석, 퇴적물 이동, RFID 추적자, 태풍, 계

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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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해안 혹은 연안에 발달하는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 해빈 (海濱, beach)

이며, 구성 물질에 따라 사빈 (沙濱, sand beach), 자갈 해빈 (혹은 역빈, 

礫濱, gravel beach)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해빈 지형은 관광 등의 목적

으로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퇴적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기 때문에 공급 물질의 수지 

변화나 에너지 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 침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영향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의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하여 

연안 지역의 보호 및 침식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Bray and Hooke, 1997; Zhang et al., 2004; Dickson et al., 2007).

  해빈 중에서 자갈 해빈은 파랑 에너지 소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연안 침

식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Bradbury and Powell, 1992; 

Allan and Komar, 2004; Buscombe and Masselink, 2006; 

Nordstrom et al., 2008; Han et al., 2014; Masselink et al., 2014). 

하지만 정작 연안 퇴적물 이동에 관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모

래 이하의 세립 퇴적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자갈 이상의 조립 퇴적

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Buscombe and Masselink, 

2006; Kim, 2012; Bertoni et al., 2013; Han et al., 2014). 우리나라 

지형학계에서도 과거 연안의 해수면 변화 혹은 강한 폭풍의 증거로 연안 

지역의 자갈에 대해 해안단구 (海岸段丘, coastal terrace)를 중심으로 연

구하였으나, 정작 해안단구를 구성하는 자갈에 대한 해석의 바탕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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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현재 자갈 해빈에서의 이동 및 퇴적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한편, 자갈과 같은 조립 퇴적물의 이동 프로세스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

구가 국외에서 일부 이루어졌으며, 주로 퇴적상 분석과 지형 측량을 통한 

변화를 확인하여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Bunte and Abt, 2001).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추적자 연

구 방법의 개발로 인해 자갈 이동 과정의 직접적인 추적도 가능해졌다 

(Sear et al., 2000; Allan et al., 2006). 따라서 자갈 해빈의 지형 및 환

경 조건에 따라 퇴적상 분석과 지형 측량, 추적자 방법 등을 이용하여 해

빈 내 퇴적물 이동 과정을 추적하고 이의 프로세스에 대해 추정해볼 수 

있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국내에는 자갈 해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Kim, 

2012; Han et al., 2014), 특히 남해안 태풍 영향권 환경의 순수 자갈 해

빈 (pure gravel beach), 서해안 대조차 환경의 복합 자갈 해빈 

(composite gravel beach),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자갈 해빈에 대

한 연구와 같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발달한 자갈 해빈의 지형 특성 및 

퇴적물 이동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한반도에 

발달하고 있는 자갈 해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갈 해빈의 퇴적상 및 퇴적

물 이동 추적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퇴적물 이동 과정 

추적 및 자갈 해빈의 지형 형성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에 발달한 세 지역에서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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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순수 자갈 해빈인 거제 여차 해빈에서 태풍 전・후 동안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er) 추적자를 통한 자갈 이동과 지형 변화 추적

을 통하여 태풍에 의한 지형 반응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대조차 환경의 복합 자갈 해빈인 태안 방포 해빈에서 1년 이상의 장

기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RFID 추적자를 이용한 자갈 이동 과정 추적

을 통하여 계절별 자갈 이동 과정 및 그 기구 (agent)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 순수 자갈 해빈인 독도 해빈에서 현장 조사가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자갈 해빈 퇴적상 분석을 통한 지형 형성 프로세스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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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갈 해빈 퇴적물 분석 방법론

1. 퇴적상 분석 (sedimentary facies analysis)

  퇴적상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로, 퇴적상 

분석 연구 수행을 위한 자갈 해빈에서의 퇴적물 시료 수집 방법, 둘째로, 

수집된 자갈에 대한 입도 측정 및 입도 분석, 마지막으로, 자갈에 대한 형

태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1. 자갈 해빈 퇴적물 시료 수집

  자갈 크기 이상의 조립 퇴적물은 모래 이하의 세립 퇴적물과는 달리 개

별 입자의 크기가 크고 형태 역시 다양하며, 시료의 수집 및 운반에 어려

움이 있다. 이에 하천 및 해안의 자갈 퇴적 지형에서의 퇴적물 시료 수집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Lane and Carlson, 1953; 

Wolman, 1954; Hey and Thorne, 1983; Billi and Paris, 1992; Bunte 

and Poesen, 1993; Wohl et al., 1996; Yuzyk and Winkler, 1999). 기

존 연구들에서 시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하나

는 표층 시료만을 수집하는 표면 수집법 (surface sampling)이며, 다른 

하나는 퇴적층 전체의 시료를 수집하는 부피 수집법 (volumetric 

sampling)이다 (Bunte and Abt, 2001).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표면 

수집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심도로 

자갈 퇴적층을 수집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로 자갈 퇴적층 수 

십 ㎝ 안의 시료 전체를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시료 수집 이후에 개별 자갈의 입도와 형태 특성을 확인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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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갈의 운반 및 실험실 작업이 필요하

기 때문에, 부피 수집법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Pebble counts Grid counts Areal samples
Sample a preset 

number of  

particles in wide and 

approximately 

even-spaced increments 

of at least Dmax size

Sample a preset 

number of particles 

under a grid of 

approximately Dmax size

Sample all surface 

particles within a small 

predefined sampling 

area

Cover a large sampling 

area

Sample several small 

areas within a reach or 

cover small areas of 

homogeneous sediment 

(facies patch)

Focus on point 

locations and require 

several samples to be 

taken within the 

sampling area

Suitable for gravel and 

cobbles, not for sand

Suitable for gravel, not 

for sand

Suitable for sand to 

medium gravel not for 

coarse gravel or 

cobbles

Long field time, no lab 

time

Hand-picking: long field 

time no lab time; 

Photographs: short field 

time, long lab time

Both field time and lab 

time

Sampled particle sizes 

comparable and 

combinable with particle 

sizes from grid counts 

and volumetric samples

Sampled particle sizes 

comparable and 

combinable with particle 

sizes from pebble 

counts and volumetric 

samples

Sampled particle sizes 

not directly comparable 

and combinable with 

particle sizes from 

pebble or grid counts, 

or volumetric samples

Table 1. Comparison between pebble counts, grid counts, and 

areal samples (Bunte and Abt, 2001, 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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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층 자갈만을 수집하는 표면 수집법에서도 여러 방법들이 수행되었으

며, 이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별 자갈을 하나씩 수

집하는 페블 수집 (pebble counts) 방법, 둘째는 특정 간격이 표시된 장

치를 한 지점에 설치하고 간격에 맞추어 개별 자갈을 수집하는 격자 수집 

(grid counts) 방법, 마지막으로는 특정 지점의 표층 자갈 전체를 수집하

는 면적 수집 (areal samples) 방법이다 (Bunte and Abt, 2001, Table 

1).

  각각의 시료 수집 방법의 세부 방법론과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페

블 수집법의 경우에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힐-투-토 (heel-to-toe) 방법

이다. 힐-투-토 방법은 하천이나 해빈에서 특정한 간격 (줄자, 격자, 걸음 

수, 시간 등)에 맞추어 연구자가 발끝에 있는 자갈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자갈을 선택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이러

한 시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Wolman, 1954; Leopold, 1970; Hey 

and Thorne, 1983). 힐-투-토 방법을 포함하는 페블 수집법의 장점은 연

구 지역의 넓은 범위에서 시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과 실험실에서의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Table 1).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 및 

한계점은 입도가 큰 자갈 위주로 측정이 되는 것과 같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퇴적물의 특성이 아닌 다

른 값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파악한 한계점은 자

갈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인 무게 값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장에서 

장경・중경・단경을 측정할 경우에 다음 부분에서 언급할 측정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여러 명의 연구자가 자갈 시료의 측

정을 분담할 경우 제각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격자 수집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정 크기의 격자 틀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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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의 가로 및 세로 그리드 선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하천이나 해빈의 특

정 지점에 놓아 그리드 선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자갈을 수집하는 방법

이다. 그리고 자갈 시료를 입도 분석에만 이용할 경우에는 표척을 포함한 

자갈 퇴적층 표면에 대한 사진 촬영 이후 가상의 그리드를 그어서 사진 

상에서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갈 퇴적상이 비교

적 균질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서 실시할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

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자갈 크기에 따라 격자 

틀과 그리드의 간격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 하천이나 해빈 지형에서 지점별 입도 차이가 현저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집된 자갈이 전체 지형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

려운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천이나 해빈의 여러 지점에서 이

를 수행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현장 조사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면적 수집법의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놓은 특정 지점의 표층 

자갈을 모두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격자 수집법과 마찬가지로 연

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

갈의 입도를 파악하고 연구자의 판단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를 표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

제가 있어, 표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서 페인트가 묻은 자갈에 대해

서만 수집을 하는 방법 등이 동원되었다 (Lane and Carlson, 1953). 이 

방법의 단점은 현장에서 실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로 가져와서 

자갈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점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정

밀하게 자갈의 장경・중경・단경・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 추적자 제작과 

같은 추가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면적 수집법을 기반으로 하여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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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빈에서 퇴적물을 수집하였다. 즉, 자갈 해빈에 대해 전체적인 육안 관찰

을 수행하여 입도 특성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이후, 해빈면 (beach face)

및 폭풍범 (storm berm)과 같이 다양한 지형 요소가 포함되고, 공간적인 

분포도 전체적으로 포함되도록 면적 수집법을 통해 시료를 수집할 지점을 

선정하였다. 시료 수집 지점의 수는 해빈의 규모에 따라 달라졌으며, 한 

지점 당 약 30개 이상의 자갈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정하여 자갈을 수집하

였다. 수집된 자갈에 대해서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이후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세척 및 건조, 시료 번호 부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1.2. 자갈 입도 특성 분석

  수집한 자갈에 대해 퇴적상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선

행되는 분석이 개별 자갈의 크기 및 다양한 크기의 자갈들의 분포를 나타

내는 입도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개별 자갈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

한 기존 연구의 논의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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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finition of particle axes (Redrawn Yuzyk and Winkler, 

1999).

  자갈의 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긴축인 장경 (longest axis, a 

혹은 L), 중간 길이의 중경 (intermediate axis, b 혹은 I), 마지막으로 가

장 짧은 축인 단경 (shortest axis, c 혹은 S)으로 표현된다 (Figure 1). 

따라서 이를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자갈의 크기를 표현하게 된다. 만약 자

갈의 형태가 구나 막대기의 형태일 경우에는 장경과 중경, 단경의 측정에 

큰 어려움이 없고, 어느 연구자가 측정하더라도 비교적 균질한 값을 측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자갈의 형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많

은 수의 다양한 형태의 자갈을 측정하게 될 경우에는 장경・중경・단경 

측정의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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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crepancy in longest and intermediate axes definitions 

for rhombic, irregular ellipsoidal, and ellipsoidal particle shapes 

(Bunte and Abt, 2001, Fig. 2.2). The gray stippled lines are 

defined according to Yuzyk and Winkler (1999), and along the 

black solid line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by Gordon et al. 

(2004).

  기존 연구들에서 자갈에 대한 장경과 중경, 단경을 측정하는 방식이 차

이를 보이기도 하며,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왔다 (Yuzyk 

and Winkler, 1999; Gordon et al., 2004; Blott and Pye, 2008). 

Bunte and Abt (2001)은 기존 연구에서의 자갈 입도 측정 방법 차이를 

통해 장경과 중경의 선택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마름모 형태 혹은 불균등

한 타원 형태의 자갈에서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측정의 어려움에 대

해 언급하였다 (Figure 2). Blott and Pye (2008)은 동일한 자갈에 대해 

세 명의 작업자가 각각 세 번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획득한 값을 제시

하여 장경・중경・단경의 일정한 측정이 어려움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 역시 여러 지역 및 다중 시기의 자갈을 측정하고 실제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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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도와 이후 소개되는 자갈 추적자의 입도 비교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갈 측정 기준의 확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갈 측정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누가 측정하거나 언제 

측정하거나 일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Yuzyk and 

Winkler (1999)의 측정 방식이 일반적인 장경・중경・단경의 정의를 따르

며 많은 연구에서도 활용된 측정 방식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모호하여 측정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동일한 사람이어도 

여러 번 측정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개발되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는 암편 측

정 상자 (clast-measuring box)라고 하는 장치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Ibbeken and Denzer, 1988, Figure 3 and 4).

Figure 3. Clast-measuring box, manual device. a) Box 1 with 

gravel. b) Box 2, positioned to measure the longest axis. c) Box 

2, positioned to measure the intermediate axis. d) Box 2, 

positioned to measure the shortest axis. The arrows indicate 

reading points (Redrawn Ibbeken and Denzer, 1988,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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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last-measuring box made for this research. a) Box 1 

with gravel. b) Box 2, positioned to measure the longest axis. c) 

Box 2, positioned to measure the intermediate axis. d) Box 2, 

positioned to measure the shortest axis.

  제작된 암편 측정 상자로 측정되는 값은 Gordon et al. (2004)의 측정 

방식으로 얻어진 값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갈의 장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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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경의 측정에서 일정한 측정 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갈을 수집하

여 실험실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암편 측정 상자를 이용하여 그 값을 측정

하였고, 현장에서 자갈을 캘리퍼스 혹은 줄자로 측정하게 될 경우에는 

Gordon et al. (2004)의 측정 방식을 따라 측정하여 매 측정 때마다의 차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실에서 자갈의 장경・중경・단경의 측정 이후에는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고, 현장에서 자갈의 길이 측정 이후에는 이후 제시할 입

도와 관련된 지수의 하나인 geometric mean (Illenberger, 1991)을 계산

하여 무게를 대신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자갈의 중경 값과 무게 (혹은 

geometric mean) 값을 바탕으로 무게비 (weight %)를 기준으로 하여 

0.5 ϕ 간격으로 GRADISTAT v8.0을 이용한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Blott and Pye, 2001). GRADISTAT v8.0을 이용하여 획득된 입도 분석 

값 중 Folk and Ward의 logarithmic ϕ 방법으로 계산된 평균 입도 

(mean), 분급 (sorting),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를 활용하였다 

(Folk and Ward, 1957).

  자갈의 크기에 대해 직접 측정하는 장경・중경・단경・무게 값은 수치

로 표현되기에 직접적인 비교와 통계적인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갈의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캘리퍼스나 줄자와 같이 간편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자갈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하며, 저울이 정밀할수록 현장에서의 활용에서 외부 조건에 따

른 다양한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접근성이 떨

어지거나 현장 조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자갈의 무게

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장경・중경・단경을 활용한 

지수를 개발하여 자갈의 무게 혹은 크기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Illenberg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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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1)

Geometric mean:                                (2)

 Volume:                                             (3)

  본 연구에서는 지수들 중에서 무게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선

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갈을 이용하여 무게와 

각 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갈의 geometric 

mean과 무게 사이에 r=0.908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얻었다. 이는 

geometric mean이 자갈의 무게와 가장 유사한 지수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geometric mean을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

할 수 있는 입도 지수로 선정하였다.

  1.3. 자갈 형태 특성 분석

  자갈에 대한 연구에서는 모래 이하의 세립 퇴적물과 다르게 형태가 매

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Sneed and Folk, 1958; Bluck, 1967; 

Blott and Pye, 2008). 그리고 이러한 자갈 형태를 지시하는 용어로 편평

도 (flatness), 원형도 (sphericity), 원마도 (roundness), 신장도 

(elongation) 등의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자갈의 형태

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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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The shape classification diagram 

proposed by Zingg (1935). b) triangular shape 

classification diagram proposed by Sneed and 

Folk (1958) with 10 classes (Redrawn Blott and 

Pye, 2008, Fig. 2).



- 34 -

  기존 연구에서 자갈 형태에 대해 장경・중경・단경을 기반으로 하는 다

양한 구분 방법들이 제시되었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Zingg 

(1935)의 네 가지 형태의 구분 방법과 Sneed and Folk (1958)의 10가지 

형태의 구분 방법을 들 수 있다 (Figure 5). Zingg (1935)의 자갈 형태 

구분은 자갈의 장경과 중경의 비와 중경과 단경의 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3분의 2를 기준으로 원형 (spherical), 막대형 (rod), 원반형 (disc), 칼날

형 (blade)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Figure 5a). Zingg (1935)의 구분 방

법은 이후 용어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자갈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

용되었다 (Krumbein and Pettijohn, 1938; Krumbein, 1941; Brewer, 

1964; Lees, 1964a; 1964b; Williams, 1965; Allen, 1985; Benn and 

Ballantyne, 1993; Koh et al., 1993a; 1993b; Janoo, 1998; Oakey et 

al., 2005; Han, 2013).

  다음으로 Sneed and Folk (1958)의 자갈 형태 구분은 장경에서 단경

을 뺀 값과 장경에서 중경을 뺀 값의 비를 기준으로 C (compact)・CP 

(compact-platy)・CB (compact-bladed)・CE (compact-elongate)・P 

(platy)・B (bladed)・E (elongate)・VP (very platy)・VB (very blade

d)・VE (very elongate)의 총 10가지의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Figure 5b). Sneed and Folk (1958)의 방법 역시 자갈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Teller, 1976; Illenberger, 1992; Benn and 

Ballantyne, 1993; Koh et al., 1993b; Benn, 2004; Han, 2013).

  대표적으로 활용되어 온 두 가지 자갈 형태 구분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Sneed and Folk (1958)는 Zingg 

(1935)의 형태 구분이 막대 형태의 과소 추정, 칼날 형태의 과대 추정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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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ed and Folk (1958)의 다이어그램이 Zingg (1935)의 구분에 비해 장

점이 많다는 주장을 하였다 (Illenberger 1991; Benn and Ballantyne, 

1992; Illenberger and Reddering, 1993). 하지만 Sneed and Folk 

(1958)의 다이어그램 역시 칼날과 막대 형태의 압축 문제는 동일하게 발

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Howard, 1992; Oakey et al., 2005). 최근에는 

Blott and Pye (2008)의 자연 퇴적 환경과 유사한 실험 결과를 통해 

Zingg (1935)의 구분이 Sneed and Folk (1958)의 다이어그램에 비해 무

작위한 형태 분포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여러 면에서 

Zingg (1935)의 구분이 더욱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자갈 형태 구분 방법 중 Zingg (1935)의 형태 

구분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Blott and Pye (2008)이 밝힌 바와 같이 자연 상태의 자갈 형

태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자갈 퇴적상 분

석과 자갈 이동 실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방법론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Zingg (1935)의 형태 구분은 네 종류에 불과하고 형

태의 명칭이 직관적이며 명확하기 때문에, 퇴적상 혹은 자갈의 형태 비율 

등을 분석할 때 그 결과의 해석이 단순하다. 또한, 원형과 막대형을 둥근 

형태로, 원반형과 칼날형을 납작한 형태로 결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반

면, Sneed and Folk (1958)의 다이어그램은 자갈 형태의 구분이 10가지

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갈의 형태를 분석할 때 복잡한 결과를 나타내며, 

결국 결과 해석 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합쳐야 명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핵심 방법론인 추적자를 

이용한 자갈 이동의 추적 연구에서 자갈의 형태에 따른 이동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료 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때 

Zingg (1935)의 형태 구분을 통하면 200개 혹은 400개 정도의 자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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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료를 가지고 충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Zingg (1935) 및 Sneed and Folk (1958)의 형태 구분은 자갈의 형태

에 대해 장경・중경・단경을 기준으로 구획을 지어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형태상의 특징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갈의 형태를 그룹

화한 것이기 때문에 각 형태의 비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며, 둥그런 정

도, 납작한 정도 등의 비교와 통계 분석 등 정량화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경・중경・단경 및 이의 조합을 통해 자갈의 형태

를 수치화하기 위한 형태 지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Lüttig, 

1956; Barrett, 1980; Ballantyne, 1982; Illenberger, 1991; Howard, 

1992; Illenberger, 1992). 이 중 잘 알려진 형태 지수는 Table 2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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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Formula Range Reference
Wentworth 

flatness index 
  1 to ∞

Wentworth 

(1922a)

Krumbein 

intercept 

sphericity


 

 0 to 1

Krumbein 

(1941),

Pye and Pye 

(1943)

Corey shape 

factor


 0 to 1 Corey (1949)

Maximum 

projection 

sphericity




 

0 to 1

Folk (1955), 

Sneed and

Folk (1958)

Aschenbrenner 

working 

sphericity


   

×   

where   
  and   


0 to 1

Aschenbrenner 

(1956)

Aschenbrenner 

shape factor
 

 0 to ∞
Aschenbrenner 

(1956)

Williams shape 

factor



  when    ,


 

 when   ≤ 

-1 to +1 Williams (1965)

Janke form 

factor







   



0 to 1 Janke (1966)

Oblate-Prolate 

Index 




 
 



-∞ to +∞
Dobkins and 

Folk (1970)

Table 2. Commonly used shape factors (Modified from Blott and 

Pye, 2008,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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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형태 지수들이 개발 및 연구되어 오면서 수식이 복잡해져왔다. 하

지만 형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연구 초기의 지수들

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편평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Wentworth flatness index (이하 

flatness index, Wentworth, 1922a)와 원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Krumbein intercept sphericity (이하 Krumbein sphericity, 

Krumbein, 1941)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지수들을 자갈 이동과 형태와

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할 때 활용하였다.

Figure 6. Images for visual analysis of roundness for gravel 

(Modified from Krumbein, 1941; Bunte and Abt, 2001)

  자갈의 형태 특성의 마지막으로 자갈의 갈린 정도 혹은 매끈한 정도를 

지시하는 원마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마도는 자갈이 기원지로부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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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거리 혹은 기원지로부터 분리되어 마식을 받은 시간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특성이다. Landon (1930)의 사면 혹은 절벽에서 공급된 각

력이 침식 및 이동되어 점차 구형의 자갈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초기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현장에서 자갈의 원마된 정도를 시각적으로 구분하

는 방법으로 visual chart를 제안한 Krumbein (1941)의 연구도 수행되었

다 (Figure 6). 또한 원마도를 숫자로 표현한 지수들도 많이 개발되었고 

(Wentworth, 1919; Wadell, 1932; Kuenen, 1956; Dobkins and Folk, 

1970), 원마도 지수를 바탕으로 한 원마도 구간 구분 연구도 수행되었다 

(Powers, 1953; Blott and Pye, 2008).

  원마도 지수의 경우에 형태 지수와 마찬가지로 자갈 특성에 대한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측정이 매우 어렵다. 원마도 지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측정값은 자갈의 내접원의 크기이며, 어떠

한 지수들은 자갈 표면의 기복마다의 내접원의 크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많은 수의 자갈을 측정해야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개별 자

갈에 대해 내접원을 비롯하여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의 측정을 해야 하는 

원마도 지수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

갈의 원마도 측정을 위해 Krumbein (1941)의 visual chart를 활용하였다 

(Figure 6).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밀하지 않고 연구자들 간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자갈 원마도 측정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무엇보다 현장에서 자갈의 원마도를 빠른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isual chart의 한계점을 보완하

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 첫째, 연구자들 간의 시각 차이

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본 연구자 단독으로 연구 지역에서 수 시간 안의 

측정을 통해 최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원마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연

구 지역에서 측정된 지점별 원마도 값의 용도를 그 지역 내 퇴적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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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는 정도로 제한하였다. 즉,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연구의 원마도 

값과 비교하지 않고, 한 지역 내에서의 자갈의 원마된 정도와 지역 내 분

포 양상을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하였다.

2. RFID 추적자 방법 (radio frequency identifier tracer method)

  RFID 추적자 방법에 대한 제시에 앞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다양한 조립 

퇴적물 이동 추적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이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

한 RFID 추적자 기술의 장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내 실험을 통한 RFID 

추적자 기술의 국내 자갈 해빈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2.1. 기존 조립 퇴적물 이동 추적 연구에 관한 논의와 RFID 기술

  자갈 이상의 조립 퇴적물의 이동 추적에 관한 논의 이전에 모래 이하의 

세립 퇴적물에 적용되는 추적자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세

립 퇴적물의 이동 추적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면 침식률 평가, 현장 시스

템에서의 토양 재이동 지도화 및 퇴적물 운반률 평가, 퇴적물이 연관된 오

염 물질 이동의 정량화, 하성・매스 무브먼트・담수・풍성 퇴적물의 기원

지 결정 등의 주제들로 이루어져 왔다 (Foster and Lees, 2000). 특히 세

립 퇴적물에 대한 기원지 분석을 위해 핑거프린팅 (fingerprinting) 방법

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활용되는 추적자 속성의 범위는 색・광

물・지화학 특성・자성・동위 원소・입자 크기・생물학적 속성 등으로 매

우 다양하다 (Foster and Lees, 2000). 이러한 핑거프린팅 방법은 세립 

퇴적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조합하고, 통계 모델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검정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결과를 산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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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oster and Lees, 2000). 특히, 하천이나 호소의 세립 퇴적물 기원

지 추적 연구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Walling and 

Woodward, 1995; Collins et al., 1997; Collins and Walling, 2002; 

Kim et al., 2013; Lim et al., 2014). 반면, 해안의 세립 퇴적물에 대해

서는 주로 지형 변화 측정을 통한 이동 방향 및 이동률 추정 (Park, 

2001; Bang and Lee, 2011; Kim and Jang, 2012; Yoon et al., 2013; 

Sara and Jang, 2014), 혹은 유공충을 이용한 이동 기원지 분석 

(Haslett, et al., 2000)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갈과 같은 조립 퇴적물의 이동 과정을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추

적자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연안 및 해안 환경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이후 최근으로 오면서 추적자 연구에 적

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양해졌고, 따라서 관련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Sear et al., 2000; Allan et al., 2006).

  해안 조립 퇴적물 이동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동 측정의 방법이 유사

한 하천 환경에서의 연구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천은 상대적

으로 일정한 방향 (상류에서 하류)의 힘이 작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

당 부분 해안 환경과 유사한 조립 퇴적물 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천

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하상의 조립 퇴적물이 어떠한 에너지 하에서 이동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Sear et al., 2000). 이를 위

하여 하천 하상의 조립 퇴적물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Wilcock, 1971; Carling, 1983; Brayshaw, 

1985; Hassan et al., 1991; Schmidt and Ergenzinger, 1992; Sear, 

1996).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속적인 조립 퇴

적물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추적자 방법으로서 RFID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안 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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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천 환경에서의 조립 퇴적물 이동 연구와는 달리 해안 환경에서의 연

구는 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Jolliffe, 1964; 

Carr, 1971; Caldwell, 1983), 이동 방향에 대해 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Sear et al., 2000; Bertoni et al., 2010; Grottoli et al., 

2015). 또한 이에 앞서 언급한 세립 퇴적물 이동 연구와는 다른 해안 조

립 퇴적물 연구의 특징으로는 입자 크기 및 형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Jolliffe, 1964; Bluck, 1967; Caldwell, 1983; 

Buscombe and Masselink, 2006; Grottoli et al., 2015). 다만, 입자 크

기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입자 

형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Carr, 1971; Sear et al., 2000; 

Grottoli et al., 2015).

  이와 같은 조립 퇴적물의 이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적자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트래핑 

(trapping)과 지표 조사 (topo-survey) 방법이 대표적이다. 트래핑 방법

은 조립 퇴적물 이동이 발생할 만한 이벤트 전에 예상 이동 경로에 퇴적

물을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벤트 이후 수집된 시료의 입도 및 특성

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표 조사 방법은 측량을 통해 조립 퇴적물의 침식 

및 퇴적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트래핑 방법은 퇴적물 수집 장치의 

설치 비용이 비싸고 작은 규모의 지형 단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공간

적인 포함 범위가 좁다는 한계점이 있고, 지표 조사 방법은 퇴적물 이동 

시작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고 연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Sear et al., 2000). 반면 추적자를 활용한 방법은 퇴적물

의 최초 위치와 이동 시점・입자 크기를 알 수 있고, 이동 과정에서의 거

리와 방향・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적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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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 조건에 따른 추적자의 선택이 가능

하다는 장점도 있다.

  조립 퇴적물에 대한 추적자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visual 추적자・원격으로 감지는 할 수 

있으나 이동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passive 추적자・음향 혹은 

무선 신호를 스스로 전송하여 위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active 혹은 

smart 추적자가 그것이다 (Sear et al., 2000; Allan et al., 2006). 

Visual 추적자는 조립 퇴적물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기존 퇴적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외부 물질을 투입하여 추적자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Visual 

추적자를 이용한 연구는 1960―198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Jolliffe, 1964; Carr, 1971; Caldwell, 1983), Caldwell (1983) 및 Han 

(2013)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에는 추적자가 

매적되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게 되면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점, 외래 암석을 

활용할 경우 실제 퇴적물의 특성과 다르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다량의 추적자를 투입한 짧은 기간에서의 

연구에서는 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ctive 혹은 smart 추적자는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Bray et 

al., 1996). 자갈 내에 소형 전자 시스템을 내장하여 스스로 신호를 발신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수율이 높고 자갈 해빈에서의 퇴적물 거동에 대

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추적자의 비용이 매우 비싸며, 현재까지는 전자 시스템의 소형화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퇴적물 입자 크기에 따른 적용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상황이

다.

  Passive 추적자는 자갈에 라디오 태그 (radio tag)・알루미늄・자석・

방사성 물질 등을 삽입하여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활용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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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active 추적자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시도

되고 있는 방법이다 (Dornbusch et al., 2002; Allan et al., 2006; Lee 

et al., 2007;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Dickson et 

al.., 2011; Li and Boufadel. 2011; Miller et al., 2011; Grottoli et 

al., 2015). 퇴적물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는 없지만,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의 차이를 통해 이동 거리 및 방향・속도 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매적이 되어 있어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visual 추적자의 회수율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상대

적으로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적자 연구 방법 중 실제 어떠한 기술을 선택하여 연구에 

적용할 것인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수집하기 원하는 정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동률・이동 속도・이벤트 내 퇴적물의 이동 등), 수집

하고자 하는 정보의 환경 특성이 어떠한지 (연안 혹은 하천), 측정하기 위

한 사항을 달성하는데 통계적인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추적자의 크

기・회수율 등), 마지막으로 추적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하여 추적자 기술을 선택하여야 한다 (Sear et al., 2000).

  최근의 추적자를 활용한 조립 퇴적물 이동 과정 추적 연구는 대부분 

passive 추적자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visual 추적자와 active 추적자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한 기술이며, 지속적

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회수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률・이동 거리・이동 속도 등 다양한 정

보 수집에 적용이 가능하고 연안 및 하천 환경 어디든 적용이 가능하며,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술이기 때문에 추

적자 기술 적용에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자갈 해빈에

서의 퇴적물 이동 추적에 적용될 기술은 visual 및 active 추적자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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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겠지만, passive 추적자 기술이 가장 널리 활용될 것으로 판

단된다.

  다양한 passive 추적자 방법에 활용되는 기술 중 RFID는 다양한 분야

에서 개별 물체 식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보통 기업이나 행정

기관의 물자나 재고 관리・도서관 장서 관리 등에 활용되는 기술이며, 실

생활 및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동물 개체 구분 등과 같이 환경・생물 분

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RFID 기술이 조립 퇴적물의 이동 추적

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이며,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과 적용의 확대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Nichols, 2004; 

Allan et al., 2006; Lee et al., 2007;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Dickson et al., 2011; Miller et al., 2011; Bertoni et al., 

2013; Chapuis et al., 2014; Grottoli et al., 2015). RFID 기술을 적용

한 passive 추적자가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별 

태그에 상이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개별 추적자를 각각 식별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RFID 기술은 무선의 자동 식별 시스템으로, 다음의 세 가지 장비로 구

성된다. 먼저 각 개체에 삽입되어 식별 특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transponder (tag, 이하 태그), 그리고 태그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리

더 (reader), 마지막으로 태그를 추적하는 안테나 (antenna)이다 

(Nichols, 2004). RFID 방식에도 active와 passive 방식이 존재하는데, 

후자의 경우가 인식 범위는 짧으나 비용이 저렴하고 별도의 전원이 필요

치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다 (Nichols, 2004).

  RFID 기술은 Nichols (2004)의 연구에서 하천의 조립 퇴적물에 성공적

으로 적용되었으며 (96%의 회수율을 기록), 이후 연안 지역의 자갈 해빈

에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Allan et al., 2006; Le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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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Dickson et al., 2011; 

Miller et al., 2011; Bertoni et al., 2013; Grottoli et al., 2015). 다양

한 연구를 통해 RFID 기술은 기존의 페인트 추적자와 같은 visual 추적자 

방법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매적되어 있는 추

적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태그 및 안테나

의 크기에 따라 인식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 지역의 퇴적물 입도 

특성 및 파랑 에너지와 퇴적물 활동층의 두께 등을 미리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RFID 태그를 수중에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

로 (Bertoni et al., 2010)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해빈뿐만 아니라 연근해 

환경에의 적용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FID 기술에도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

는 기술 개발도 더불어 수행되고 있다. 일례로, 태그를 투입하는 모든 추

적자 연구 방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계점인 태그 투입에 따른 무게 및 

강도 감소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태그 투입 후 태그 고정 및 보호를 위한 충진 물질의 

소재에 대한 고민을 통해 무게 및 강도 감소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Allan et al., 2006).

  2.2. RFID 추적자의 조립 퇴적물 적용 실험

  본 연구에서는 RFID 추적자 기술을 조립 퇴적물에 적용하는 실험을 실

험실 조건에서 선행하여 수행하였다. 태그 삽입과 추적자 준비・추적자의 

인식 거리 측정 등이 제한된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본 연구 방법론에

서의 실험 결과는 실제 연구 지역에서의 RFID 기술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한 예비적 성격이며, 이후 제시되는 각각의 사례 연구에서 적용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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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였다.

    2.2.1. 추적자 준비

  자갈 추적자 활용 실험을 위하여 실제 자갈 해빈에서 수집한 자갈을 준

비하였다. 자갈은 충남 태안 안면도의 방포 해빈에서 수집한 것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자갈의 세부적인 정보는 Table 3과 같다. RFID 추적자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정밀한 실험을 위하여 자갈의 개수를 많

게 하기 보다는 태그를 삽입하기 위한 구멍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도록 대표적인 3개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Sample 

No.

Longest 

(㎜)

Intermediate 

(㎜)

Shortest 

(㎜)
Shape*

Weight 

(g)

1 63 54 43 Spherical 170.020

2 97 62 42 Rod 330.731

3 97 64 33 Blade 338.225
*Zingg (1935)

Table 3. Specification of test 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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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ocedure of RFID tracer product.

  추적자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Figure 7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선

택된 자갈에 대해 장경・중경・단경・무게를 측정하였고, 전동 드릴과 이

를 고정시키는 탁상용 거치대를 활용하여 지름 10 ㎜의 구멍을 뚫었다. 

천공 이후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측정하고, 이후 구멍에 RFID 태그를 삽입

하였다. 그리고 자갈의 구멍과 태그 사이의 빈 공간은 에폭시를 활용하여 

메웠다. 본 실험에서 에폭시를 활용한 이유는 하천이나 연안에서 활용할 

경우 자갈 입자간 충돌이 빈번하고 마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동 과정에서 물에 의해 운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방수 능력을 충족하기 때문

이다. 에폭시로 충진한 이후 충분히 굳어지도록 24시간 동안 풍건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추적자에 대한 무게를 측정하였다. 추적자 

제작 과정의 무게 변화 과정은 Table 4와 같으며, 최초 자갈 무게에서 태

그 삽입 후의 무게 변화율은 1.3―2.8%가 감소하는 정도로 자갈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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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준의 큰 무게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Sample No. Test gravel (g) Tracer (g)
Weight change 

(%)

1 170.020 165.289 -2.78%

2 330.731 326.158 -1.38%

3 338.225 333.595 -1.37%

Table 4. Weight change of test gravel to tracer.

    2.2.2. 추적자 실험 결과

  추적자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추적자의 인식 범위

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외국의 연구들에서 RFID 기술을 적

용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각 연구들마다 활용한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실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을 위해 AT-870 RFID 휴대용 리더 (ATID社, 900 ㎒) 및 금속 

RFID 태그 (PCB 소재의 RFID 특수 태그, 60×4 ㎜ 및 25×10 ㎜)를 활용

하였다. 인식 거리에 대한 측정은 실제 현장에서 태그가 처할 수 있는 상

황을 가정하여, 단독 상태・다량의 자갈 매몰 상태・담수에 잠겨있는 상

태・염수 (해수를 가정하여 염도 32‰의 물을 준비)에 잠겨 있는 상태의 

네 가지 환경 설정을 하였다. 각각의 상태에 대해 앞서 준비한 추적자의 

인식 거리를 5차례 이상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인식 거리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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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Single (㎝) Buried (㎝)*
Pure water 

(㎝)**

Salt water 

32‰ (㎝)**

1 10 20 5 -

2 25 30 10 -

3 70 50 35 -
*Buried depth is almost 10 ㎝.
**Water depth is 10 ㎝.

Table 5. Results of RFID tracer detecting distance.

  추적자의 인식 거리 실험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제 태그의 인식 

거리는 자갈이 단독으로 있을 때와 매몰되어 있을 때에는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즉, 자갈이라는 매질 자체는 태그의 신호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 시료별 인식 거리 차이는 태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 1의 경우는 25×10 ㎜ 크기의 태그

를 사용하였고, 시료 2와 3의 경우는 60×4 ㎜ 크기의 태그를 사용하였다. 

다만, 시료 2와 3은 태그의 안테나 길이의 차이를 두어, 시료 2는 50 ㎜, 

시료 3은 60 ㎜ 길이로 태그를 활용하였다. 즉, 태그에 따라서 인식 거리

에 차이가 발생하며, 본 실험에서는 60×4 ㎜ 크기의 태그를 활용하였을 

때 가장 긴 인식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갈이 물에 접촉하지 않은 상

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추적자가 단독으로 있을 때와 자갈에 매

몰되어 있을 때의 인식 거리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추적

자가 매몰되어 있더라도 태그의 인식 거리의 감소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

에 자갈 해빈에서 자갈이 혼합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인식률과 회수율을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천 및 바다 환경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위해 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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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염수에서의 인식 거리를 실험한 결과, 증류수의 경우 인식 효과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하지만 자갈 하상 중심의 상류 하천은 수심이 얕으

며, 자갈이 퇴적되어 있는 포인트바 (point bar)의 경우 평시에는 물에 잠

겨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실험에서는 증류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용해 물질이 풍부한 하천수

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현장 실험이 요구

된다. 염수의 경우에는 수심 5 ㎝ 수준에서도 태그가 인식되지 않았다. 이

는 염수의 전파 차단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 연구에서

도 염수에서의 인식을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을 저주파수로 활용해야 측정

이 가능하였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Bertoni et al., 2010). 즉, 현행 국

내에서 RFID에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900 ㎒ 주파수로는 염수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추적자의 인식 거리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갈 자체의 인식 방해 효

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태그의 인식 거리만큼 매몰 깊이의 인식을 보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천의 포인트바나 해빈에서의 자갈 인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담수의 경우에는 낮은 수심에서는 측정이 가능하지

만,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인식이 불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염수는 주파

수의 파장 문제로 인해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3. 국내에서의 RFID 추적자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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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No.

Frequency 

range
Use Symbol Note

1
13550―13570 

㎑
RFID/USN K90B

RFID/USN*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430―440 ㎒ RFID/USN K90C

만, 내륙 

컨테이너집하장, 

부두창고 등 컨테이너 

집하·관리 장소에 

한하여 

RFID/USN용으로 

사용한다.

3 894―942 ㎒ RFID/USN K90D

RFID/USN 등의 

무선설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917―922.1 

㎒의 주파수대역은 영해 

밖에서 비상통신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대역으로부터의 

유해 간섭을 허용하고 

동일 대역내에서의 유해 

간섭을 상호 허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Table 6. RFID allocation section in frequency allocation table, Korea.

  RFID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

선 통신이라는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전파법과 주파수 문제이다. 국내의 

전파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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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호)에서의 RFID의 주파수 할당 구간은 Table 6과 같다. Bertoni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활용한 RFID 주파수를 저주파 (low 

frequency, 125―135 ㎑)와 고주파 (high frequency, 13.56 ㎒)로 구분

하였다. 장파의 저주파 대역은 보통 인식 거리는 짧으나 신호 감쇠가 적기 

때문에 물속이나 제한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반면, 단파의 고주파 대

역은 신호 감쇠 효과가 크지만 인식 거리는 긴 특징을 보인다 (Bertoni et 

al., 2010).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구간 중 13,550―

13,570 ㎑ 구간은 상대적인 저주파의 장파 구간, 894―942 ㎒는 상대적인 

고주파의 단파 구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 외국 연구들과는 다른 인식 

거리와 신호 감쇠 효과를 보이겠지만 장파와 단파의 경향성 차이는 동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구에서만 활용하는 주파수인 430―440 ㎒ 구간을 제

외한 장파 및 단파 구간에 대해 연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주파수

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의 RFID 기술

이 대부분 실내 환경의 재고 조사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

성 제품들이 대부분 단파의 고주파 구간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장파 저주파 구간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RFID 기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파 저주파수를 활용한 제품도 곧 일반화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실험에 활용한 장비는 단파인 900 ㎒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

문에 물속이나 기타 제한된 환경에서의 적용에는 일부 무리가 따를 수 있

다. 하지만 실험 결과와 같이 일반적인 해빈 퇴적 환경 하에서의 인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추후 현장 실험을 통해 이에 대

해 검증을 완료하였다.

  RFID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은 바로 

태그의 크기와 인식률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태그에는 핵심부에 리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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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부위가 배치되어 있는데, 태그의 크기가 클수록 감지 부위를 더욱 넓

게 배치할 수 있어 인식률이 커지고 인식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자갈의 

입도는 자갈 해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백령도 콩돌 해안의 경우에는 평

균 입도가 매우 작은 편이지만, 거제도 학동 몽돌 해안의 경우는 평균 입

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주에서 울산에 이르는 자갈 해빈 연속체의 

경우 자갈 해빈의 입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도 보

인다. 따라서 태그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해당 연구 지역의 자갈 평균 

입도를 확인하고 자갈에 삽입할 태그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태그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할 점은 태그의 강도 문제

이다. 기본적으로 태그를 자갈에 삽입하고 다양한 고화제를 활용하여 나머

지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태그를 보호하지만, 태그 자체의 강도도 보장

되어야 한다. 실제 천해 환경에서의 자갈은 지속적으로 입자 간 충격으로 

인해 태그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그의 크기와 강도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자갈 입도에 따른 적절한 크기의 태그를 삽입

하였으며, 특수 PCB 금속 태그 및 에폭시를 충진 물질로 활용하여 강도 

및 방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실제 자갈 해빈에 적용해 본 결과에서도 강

도가 실험에 문제가 될 정도로 약화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지속적

인 마식과 같은 충격에도 태그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비용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특수 기

술에 비해서 RFID 기술이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기술은 아니며, 리더와 

안테나・태그・태그에 정보를 기록할 인코더 (encoder)로 하나의 시스템

을 구성할 수 있다. Nichols (2004)와 Allan et al. (2006)은 연구 방법에

서 본인들의 연구를 위해 활용한 RFID 시스템의 도입 가격을 상세히 밝히

고 있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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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밝혔는데, 이는 비용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실제 자갈 해빈에 적용하기 위한 특수 리더와 안테나・태그를 직접 개발

하게 되면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 상업적으

로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개발 비용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록 외국에서 RFID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이

는 국내의 주파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한계

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의 기성 상용 제품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현재 

상태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성 제품을 활용하여 적용 가

능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RFID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600만 원 내외이며, 태그는 소모품으로 개별 단가가 1만 원 이하이

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본 실험을 통해 기성 제품을 통해서

도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RFID 기술은 국내 

자갈 해빈의 퇴적물 이동 추적에서 가격 대비 효용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Sear et al. (2000)은 추적자 기반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속성

으로 7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그 지역의 퇴적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성, 둘째, 높은 비율의 회수가능성, 셋째, 추적자의 수명이 연구 목적에 부

합할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지속성, 넷째, 마모・충격 등에 저항할 수 있

는 내구성, 다섯째, 개별 추적자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독자성, 여섯째, 

제작이 단순하고 대체될 수 있는 복제성, 마지막으로, 추적자를 통해 얻는 

정보와 비용간의 경제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을 통해 RFID 기

술은 실제 조립 퇴적물에 태그를 삽입하여 지역 퇴적물을 대표할 수 있고 

높은 회수율을 보장하며, 태그는 반영구적인 수명과 강한 내구성이 확보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별 태그들이 고유의 식별 번호가 부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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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태그를 제작하여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

을 구성 및 활용하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경제성도 갖추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RFID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안의 자갈 해빈 조립 퇴적물의 

이동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추적이 가능하며, 그 효과 또한 매우 높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RFID 추적자 기술이 이미 하천 및 연안 조립 퇴적물 이동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현장에 적용하여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Ha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조립 퇴적물의 이동 추적을 위한 RFID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갈 해빈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기술

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법적인 문제

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해소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이전의 RFID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고려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제시

될 사례 연구에서 적절히 적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 적용 시 고

려해야 할 주파수・태그의 크기를 비롯하여 현실적인 비용 문제까지도 모

두 다뤘으며, 이를 통해 국내의 기존 상용 RFID 시스템을 통해서도 자갈 

해빈의 자갈 이동 추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지형 변화 분석 (topographic survey)

  자갈 해빈의 지형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

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s)를 이용한 지형 측량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획득된 측량 자

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표고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 이하 DE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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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작하

는 방법과 제작된 DEM을 바탕으로 한 중첩 분석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

다.

  3.1. 해빈 지형 측량 방법과 GPS

  해빈은 그 변화가 활발한 지형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

이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Jang et al., 2003; 

2010; Son and Park, 2004; Sung and Bang, 2005; Woo and Jang, 

2010; Kim and Jang, 2011; Lee et al., 2013). 해빈의 지형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토털스테이션 (total station),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이하 라이다), GPS 등의 장비가 활용되어 왔다. 또한 원격 탐사 

기술을 적용하여 직접 지형 변화 자료를 취득하지 않고 시계열 위성 영상 

(satellite image)이나 항공사진 (aerial photo) 등을 이용하여 지형 변화

를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GPS 방법론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GPS를 이용한 지형 측량의 방

법과 장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선 전통적인 측량 방법에 기반한 토털스

테이션을 이용한 지형 측량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측량 장비의 성능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매우 정밀한 고도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식생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 이를 회피하여 자료 획득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토털스테이션의 단점은 정밀한 DEM 자료를 제작하기 위

해서는 많은 측량 지점이 필요하고, 따라서 2인 이상의 인력이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자료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라이다의 경우에는 항공과 지표 라이다 모두 다른 방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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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가장 정밀하게 해빈 지형면의 3차원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즉, 토털스테이션이나 GPS를 통해 획득하는 자료와는 달리 내삽 

(interpolation)과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 없고, 따라서 오차 및 오류의 발

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다는 무엇보다 비용이 매우 비

싸며, 항공 라이다의 경우에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대해서 활용하기 어렵다 (Sallenger, 2003). 

또한, 지표 라이다의 경우에는 항공 라이다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나, 더욱 

좁은 면적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매우 경사가 급하거나 매우 

완만한 환경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Lee et al., 2013).

  그리고 원격 탐사 기술의 경우에 시계열 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을 획

득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원하는 시기의 자료

를 획득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조차가 매우 큰 환경 조건에

서는 물때에 따른 영상의 차이가 극심하여 활용하기가 제한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항공사

진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Delacourt 

et al., 2009; Kim et al., 2015; Klemas, 2015; Lee et al., 2015; Bae 

et al., 2016).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자료를 획득할 경우에 기존 

원격 탐사 자료와는 다르게 연구자가 원하는 시기의 원하는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인항공기의 대중화에 따라 라이다와는 다

르게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역시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지형 측량 역시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

로 활용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시간이 불과 20분 내외에 불과하여 넓은 

면적을 측량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로 획득한 항공사진

의 경우에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상참조점 (ground control 

point, GCP)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측량이 필요하다. 즉,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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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항공기를 운용할 인력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많은 수의 기준점을 측량할 

인력이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PS를 활용한 지형 측량을 통해 해빈의 지형 변

화를 탐지하고자 하였다. GPS를 활용한 해빈 혹은 연안 지역의 변화를 확

인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Morton et al., 1993; 

Pardo-Pascual et al., 2005; Baptista et al., 2008; Lee et al., 2013). 

GPS를 활용한 지형 측량의 가장 큰 장점은 GPS를 운용하는 인원 단독으

로 자료 획득이 가능하며, 넓은 범위의 면적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자료의 정밀도의 경우에는 VRS-GPS (virtual reference 

station global positioning systems)를 이용하여 많은 측량 점을 획득하

면 향상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한 RFID 추적자 연구에서 추적자의 이동 전과 후의 위치를 기록할 때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의 효율성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GPS를 이용한 측량의 한계점 역시 명확한데, 무엇

보다 식생이 무성한 곳이나 절벽 밑 (해안에서는 해식애 하단)과 같이 하

늘이 가려지는 지점에서는 GPS 측정이 불가하거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이후 설명할 점 자료를 바탕으로 3차원 지형면을 제작하는 과정에

서 오류나 왜곡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VRS-GPS를 이용하고 조밀하게 

고도 측정을 수행하여 정밀한 측량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측량 

과정 및 이후의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에 따라 자갈 해빈의 

침식량 혹은 퇴적량 산정과 같은 정밀한 분석 보다는 지형 변화의 경향 

및 양상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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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cene of topographic survey using GPS in the field, 

and example of DEM created through GIS processing.

  본 연구에서 VRS-GPS 장비 (HIPer G, TOPCON社, CA, United 

States)를 활용하여 지형 측량을 수행하였고, 현장에서의 활용 모습은 

Figure 8의 왼쪽 그림과 같다. GPS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비교하고자 

하는 지형 변화의 전과 후의 측량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예를 들면 태풍 

전과 후의 자갈 해빈의 변화를 지형 측량을 통해 살펴보거나 계절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측량을 통해 계절별 자갈 해빈의 변화를 확인하는 등에 활

용하였다. 사례 연구에서 각각의 GPS 활용 방법 및 측량 지점 수 등은 더

욱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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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형 측량 자료의 처리와 지형 변화 분석

  앞서 GPS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 자료를 바탕으로 지형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3차원 지형면을 만들고, 비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제

시하고자 한다. GPS를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고도

의 값을 가지며, 이는 3차원 공간상에 점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형 변화의 경향이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복잡하며, 시각적

으로도 직관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 자료를 바탕으로 3차원의 

지형면을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벡터 (vector) 자료를 래스터 

(raster) 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러한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

웨어는 CAD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형 분석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3차원 지형면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SRI社의 ArcGIS 10.3 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각 사례 연구마다 데이터 획득 시기 및 방법은 상이하나, 이후의 자료 처

리 과정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GPS 측량 이후의 GIS 소프트웨어

를 이용한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구 지역의 항공사진에 대

해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기하보정 (georeferencing)하여 좌표 정보를 

부여하였다. 둘째, 획득한 GPS 측량 자료에 대해 GIS 소프트웨어에서 제

공하는 점 자료의 추가 및 shape 파일 변환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shape 파일을 이용하여 DEM을 제작하였는데, 이때 ordinary kriging 내

삽을 기반으로 하였다. 넷째, 비교하고자 하는 다른 시기의 점 자료를 바

탕으로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 DEM을 제작하였다. 다섯째, 비교하고자 하

는 두 시기의 DEM을 중첩하여 분석하였고 (raster math 등), 이를 통해 

특정 시기 전・후의 지형 변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DEM의 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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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갈 해빈에서 나타나는 태풍과 같은 극한 사상 전・후

의 비교나 계절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량 자료를 기반

으로 여러 시기의 DEM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DEM 제작 결과 및 시기별 

지형 변화 비교의 결과는 각각의 사례 연구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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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연구 1. 거제 여차 해빈의 자갈 이동과 지형 변

화를 통한 태풍에 대한 순수 자갈 해빈의 반응 연구

1. 태풍에 의한 거제 여차 해빈 변화 연구의 필요성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한 바람과 해일은 짧은 시간 동안 연안 지역에 

급격한 지형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태풍에 의한 연안 지역의 침

식・범람과 같은 재해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Masselink et al., 2016). 이에 태풍에 의한 연안 지역의 반응과 변

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강력한 슈퍼 태풍의 발생 가능성의 증가로 인하여 연구의 필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Knutson et al., 2010).

  해빈은 파랑에 의해 침식되기 보다는 퇴적물을 이동시키는 형태로 조회

되어 연안 침식 방지에 효과적인 지형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갈 

해빈은 파랑의 공격에 대해 안정적인 각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

랑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소산시킬 수 있는 다공질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

여 침식 방지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Bradbury and Powell, 1992; 

Allan and Komar, 2004; Poate et al., 2013; Han et al., 2014). 따라

서 조립 퇴적물의 침식・운반・퇴적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최근 사회적

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연안 침식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적물의 이동 프로세스는 모래, 점토와 같은 세립 물질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높은 에너지 조건에서 발달하는 자갈 크기 이상의 조립 퇴적물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Carter and Orford, 1993; 

Buscombe and Masselink, 2006; Bertoni et al., 2010).



- 64 -

  조립 퇴적물의 이동 프로세스 연구는 최근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자갈의 이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해빈의 퇴적

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Landon, 1930; Bluck, 1967; 

Orford, 1975; Williams and Caldwell, 1988; Koh et al., 1993a; 

1993b). 퇴적상 분석 연구는 해빈 자갈 퇴적물이 놓여있는 최종 이동 결

과를 가지고 역으로 이동 과정을 추정하기 때문에, 자갈 이동 프로세스와 

개별 자갈의 반응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에는 퇴적상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트랩・추적자・지형 조사와 같

은 자갈 이동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Sear 

et al., 2000). 지형 조사 연구는 해빈 지형의 침식과 퇴적 변화를 통해서 

자갈 이동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히 토털스테이션・GPS・라이

다 등이 도입되어 정밀한 지형 변화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Son and Park, 2004; Ruiz de Alegria-Arzaburu 

and Masselink, 2010; Xhardé et al., 2011; Poate et al., 2013). 하지

만 지형 조사 방법은 퇴적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개별 자갈 이동

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마찬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세립 퇴적물과 비교해 볼 때, 자갈과 같은 조립 퇴적물은 개별 입

자의 이동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며, 입자의 크기와 형태에 따른 이동 차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적자를 이용한 방법은 자갈의 이동을 직

접적으로 추적하여 기존 연구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갈

과 이동 과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태풍과 같은 특정 이벤트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 프로세스 및 퇴적물 특성에 따른 이동 차이를 개별 

자갈 이동 과정 추적을 바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추적자 방법 중, passive 추적자 방법은 특히 짧은 시간 해상도

에 대한 자갈 이동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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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en et al., 2000). 따라서 RFID 추적자 연구는 태풍 전과 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의 퇴적물 이동 추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존 연구들의 상당수에서 시간 해상도가 길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갈 이동 

프로세스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llan et al., 2006; Lee et al., 

2007; Curtiss et al., 2009; Dickson et al., 2011). 또한 몇몇 짧은 시

간 해상도를 가지는 추적자 연구의 경우에도 자갈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태풍과 같은 짧은 기간의 극한 이벤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Miller et al., 2011; Grottoli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자갈 이동과 지형 변화를 통하여 태풍에 대한 

순수 자갈 해빈 (pure gravel beach)의 반응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하여 RFID 추적자를 해빈에 투입하여 퇴적물의 이동을 직접 확인하고, 태

풍 전후의 지형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세

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퇴적물의 이동과 지형 변화를 통한 순수 

자갈 해빈의 태풍에 대한 반응, (2) 태풍에 의한 자갈 이동에서의 입도 및 

형태에 따른 선택적 분급 발생 여부, (3) 태풍 이후 평시 조건에서의 순수 

자갈 해빈의 지형 회복과 해안 침식 방지의 가치.

2. 연구 지역: 거제 여차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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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ocation of Yeocha Beach. The beach is located on the 

south coast of Korea. Typhoons can have a strong impact on the 

south coast of Korea in summer season.

  여차 해빈은 한반도 남해안의 거제도에 위치하여 한려해상 국립공원으

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길이 430 m, 폭 60 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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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자갈 퇴적층의 두께는 약 3―5 m 정도로 추정된다. 해빈의 

서쪽과 동쪽 끝은 기반암이 노출되어 구성된 해식애 (sea cliff)로 막혀있

는 전형적인 포켓 비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의 혼펠스화 된 셰일,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6), 해빈 퇴적물

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사암 기원의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Jennings and Shulmeister (2002)의 자갈 해빈 분류에 따르면, 여차 해

빈은 해빈 퇴적물 전체가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해빈 경사가 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수 자갈 해빈으로 구분된다. 실제 해빈 해빈면 (beach 

face)의 경사는 약 6° 정도로 급하고, 해빈이 위치한 내만의 평균 수심이 

20 m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급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겨울철에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남해안의 경우에는 바람 그늘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여차 해빈은 겨울

에 서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절풍의 영향이 강하지 않아 파랑 역시 강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여름철에는 한반도에 연평균 약 3개 정도

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데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6), 태풍의 주요 경로에 위치한 남해안의 여차 해빈은 때때로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파랑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반도 남해안은 반일주기 조석으로 하루 2회의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

며, 약 2 m 이하의 조차를 가지기 때문에 소조차 환경으로 구분된다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2016). 따라서 조

류는 여차 해빈의 자갈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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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athway of Typhoon Goni. Time is in KST (UTC+9). 

Revised map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National 

Typhoon Center (2016). In considering the pathway of the 

typhoon, strong wave energy affected all coastal areas in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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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and 
time

(UTC +9)

Central 
pressure

(hPa)

Maximum
wind speed

(㎧)
Grade*

Radius of
strong wind 

(㎞)

Aug. 25, 
06:00

975 32 STS 250

Aug. 25, 
09:00

975 32 STS 220

Aug. 25, 
12:00

980 29 STS 210

Aug. 25, 
15:00

980 29 STS 200

Aug. 25, 
18:00

985 24 TS 200

*STS=severe tropical storm; TS=tropical storm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16)

Table 7. Typhoon energy during its influence on Yeocha Beach.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이벤트인 제15호 태풍 고니 (Goni)는 2015년 8월 

24―26일에 여차 해빈에 영향을 미쳤다 (Figure 10). 추정 중심 기압은 

최저 935 hPa 이었으며, 여차 해빈 주변을 지나고 있을 때의 중심 기압

은 975 hPa 이었다 (Table 7). 태풍 고니의 최대 풍속은 약 49 ㎧ 이었

으며, 여차 해빈 주변을 지나고 있을 때의 최대 풍속은 약 32 ㎧를 기록

하였다. 여차 해빈이 태풍 경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항 반원에 속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 연안 지역 전체가 강한 파랑 에너지의 영향

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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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제 여차 해빈에서의 태풍 반응 확인을 위한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자갈 해빈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RFID 추적자와 

VRS-GPS를 활용하였다. 자갈 이동을 확인항기 위하여 RFID 추적자를 해

빈에 배치하였고, VRS-GPS를 이용한 지형 조사를 수행하여 해빈의 지형 

변화를 확인하였다.

  3.1. RFID 추적자 실험

  추적자 방법은 visual・active・passive 방법으로 구분된다 (Sear et 

al., 2000; Allan et al., 2006). 페인트를 칠한 자갈 등이 포함되는 

visual 추적자 방법은 자갈의 전후 위치 차이를 통하여 이동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visual 추적자가 매적되게 되면 그 이동을 확인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Caldwell, 1983; Han, 2013). Active 추적자 방법은 

자갈에 GPS 칩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추적자 물질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Bray et al., 1996), 비용이 비싸고 장

비의 수명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Passive 추적자 방법은 방사성・자성・

RFID 태그와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탐지되는 외부 물질을 자갈에 삽입하

는 방법이다 (Allan et al., 2006; Lee et al., 2007;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Dickson et al., 2011; Li and Boufadel, 

2011; Miller et al., 2011; Chapuis et al., 2014; Grottoli et al., 

2015). 이 방법은 visual 추적자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갈 이동의 전과 후

의 위치 차이를 통해 자갈 이동을 추적하는 것에서는 유사하지만, 매몰된 

퇴적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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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passive 추적자 방법의 하나인 RFID 추적자 방법이 널리 활용되

고 있다. Nichols (2004)의 연구에서 하천 자갈 이동 추적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이후, 이 방법론은 연안 환경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Allan et 

al., 2006;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2013; Dickson 

et al., 2011; Miller et al., 2011; Grottoli et al., 2015). 초기의 RFID 

추적자 연구들은 기술 적용 확대와 자갈 이동의 계절 차이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Allan et al., 2006; Curtiss et al., 2009), 최근에는 다

양한 환경 (파랑 에너지, 파랑 접근 방향, 조석, 해빈 특성 등)에서의 세부

적인 자갈 이동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Miller et 

al., 2011; Grottoli et al., 2015). 추적자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도 퇴적물 특성과 수력학적인 프로세스 사이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도전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Grottol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passive 방식인 RFID 추적자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안테

나와 리더가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휴대용 RFID 리더 (Swing-U UHF, 

Nethom Co., Ltd., Seoul, Korea)와 긴 탐지 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60 

㎜ 길이의 굴절되는 태그 (flexural tag)를 활용하여 추적자 실험 장비를 

구성하였다. 해당 장비는 900 ㎒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전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실제로 하천 및 해안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RFID 추적자 연구에

서는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 RFID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Bertoni et al. 

(2010)의 연구에서 저주파의 장파가 추적자 탐지에 더욱 효과적임을 밝혔

으며, 특히 Schneider et al. (2010)는 135 ㎑ 주파수 대역이 암석이나 

나무와 같은 물질의 투과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135 ㎑의 저주파 대역을 활용하고 있다 (Allan et al., 2006; 

Lee et al., 2007;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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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son et al., 2011; Miller et al., 2011; Chapuis et al., 2014; 

Grottoli et al., 2015). 심지어 저주파 대역을 활용하여 수중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Bertoni et al., 2010). 하지만 현재 대

한민국 전파법에 따르면 해당 주파수 대역은 RFID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주파수 대역에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력 또

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대역 혹

은 장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

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RFID 주파수 대역인 고주파 및 단파의 900 

㎒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주파와 비교하였을 때의 고주파 추적자 방법의 장점은 전자파의 제한

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투과 거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고

주파는 낮은 출력에서도 효과적인 투과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낮은 

출력은 바꿔 말하면 작은 크기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장에서 연구자의 작업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현장 실험 이전에 이미 실내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주파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수중 환경을 제외하고

는 충분히 고주파의 RFID 추적자 방법이 자갈 해빈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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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rocedure of tracer production. The photograph on 

the left shows core drilling of the gravel; the center photograph 

shows gravel with RFID tags fixed by epoxy.

Grain

size*

(ф)

Beach

sample
Tracer

Grain

shape**

(%)

Beach

sample
Tracer

Mean -6.069 -6.067 Spherical 29.2 29.2

Sorting 0.276 0.261 Disc 45.0 45.3

Skewness 0.413 0.562 Rod 16.6 17.0

Kurtosis 0.566 0.474 Blade 9.2 8.5
*Folk and Ward method (Blott and Pye, 2001)
**Zingg, 1935

Table 8. Grain size and shape analysis results of beach samples 

and 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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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pherical Disc Rod Blade

Cobble 30 75 6 7

Pebble 39 32 34 13

Table 9. Gravel grouping according to size and shape for the 

tracer experiment. The numbers indicate the number of tracers 

included in each group.

  본 연구에서 활용된 추적자의 제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Figure 11). 첫

째, 2015년 8월 11일에 여차 해빈에서 면적 수집 (areal samples) 방법 

(Bunte and Abt, 2001)을 이용하여 240개의 자갈 시료를 수집하였다. 둘

째, 수집된 자갈 시료에 대하여 GRADISTAT v8.0 프로그램과 Zingg의 

형태 구분 방법을 이용하여 입도 및 형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Zingg, 

1935; Blott and Pye, 2001). 셋째, RFID 태그를 삽입하기 위한 최소 조

건인 장경과 단경이 50 ㎜ 및 15 ㎜ 이상인 자갈 시료를 구분하고, 구분

된 자갈에 대해 깊이 40 ㎜, 직경 10 ㎜의 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넷째, 

개별 식별 번호가 부여된 RFID 태그를 천공된 자갈에 삽입하였다. 다섯

째, 태그가 삽입된 구멍의 나머지 공간을 태그 고정・보호・방수의 목적으

로 에폭시로 충진하였다. 최종적으로 238개의 추적자가 제작되었으며, 제

작된 추적자에 대해 입도 및 형태 분석을 반복하였다. 제작된 추적자와 여

차 해빈 자갈의 입도 및 형태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실제 해빈 자갈과 

제작된 추적자의 입도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추적자의 이동이 실제 

해빈 퇴적물의 이동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제작된 238개의 추적자를 

입도와 형태에 기반하여 총 8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이는 Table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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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racer insertion point and topography before the 

typhoon. In the figure, F indicates beach face; B indicates storm 

berm. The experimental design can confirm the major influence 

of the typhoon through gravel movements and geomorphic 

changes.

  태풍에 의한 자갈의 이동과 해빈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자 실험

을 위하여 추적자 투입 시, 추적자의 투입 지점・입도・형태에 따른 이동 

거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자 배치를 고려하였다. 자갈의 입도와 형

태에 따라 수력학적 반응 정도가 다를 것이며, 따라서 해빈의 퇴적물 이동

의 결과로 자갈의 선택적 분급이 일어날 수 있다 (Bluck, 1967, 2011; 

Orford, 1975; Williams and Caldwell, 1988; Buscomb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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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elink, 2006). 하지만, 특히 스워시존 (swash zone)에서의 퇴적물과 

수력학적 프로세스 사이의 명확한 관계 규명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Grottol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의 입도 

및 형태 특성에 따른 이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코블 (cobble) 및 

페블 (pebble)의 다양한 크기와 납작 (원반형 및 칼날형) 및 원형 (구형 

및 막대형)의 다양한 형태의 자갈이 포함되는 추적자를 해빈의 여러 지점

에 투입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여차 해빈에서의 태풍에 의한 자갈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태풍이 

영향을 미치기 하루 전인 2015년 8월 24일에 추적자를 투입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양한 입도와 형태를 포함하는 네 개씩 짝지어진 추적자를 

해빈면과 폭풍범에 각각 투입하여 한 개의 측선 당 8개의 추적자가 배치

되었고, 10 m 간격으로 25개 측선에 배치하여 해빈 내 250 m 구간에 대

해 총 200개의 추적자가 투입되었다 (Figure 12). 추적자의 이동 탐지와 

데이터 수집은 태풍이 영향을 미친 바로 다음날인 2015년 8월 26일에 이

루어졌으며, RFID 리더를 통한 추적자 확인과 VRS-GPS를 이용한 위치 

기록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자의 입도 및 형태에 따른 이동 거리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입도와 형태 특성에 대한 여러 정량화 지수를 활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자갈의 크기는 장경・중경・단경으로 일컬어지는 세 개의 수직 

축으로 표현되며 (Bunte and Abt,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값을 갖는 geometric mean이라고 하는 지수

를 활용하였다 (Illenberger, 1991). 추가로 길이 값으로만 표현되는 지수

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갈의 무게도 보충 지수로 활용하였다. 자갈의 형태

에 대해서는 세 개의 수직 축을 기반으로 한 구분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

지만 (Zingg, 1935; Sneed and Folk, 1958), 이를 바로 정량화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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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에 형태를 수치화하는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었으며 (Wentworth, 

1922a; 1922b; Krumbein, 1941; Sneed and Folk, 1958; Illenberger, 

1991),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lott 

and Pye, 2008). 본 연구에서는 추적자의 납작한 정도 (flatness)와 둥그

런 정도 (sphericity)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수들을 기존 연구에

서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flatness index (Table 2의 Wentworth 

flatness index, Wentworth, 1922a)를 통해 편평도를 표한하고자 하였

고, Krumbein sphericity (Table 2의 Krumbein intercept sphericity, 

Krumbein, 1941)를 통해 구형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3.2. 지형 변화 탐지

  해빈 지형 변화를 탐지하고 추적자의 이동 결과 해석 보완을 위해 

VRS-GPS 장비 (HIPer G, TOPCON社, CA, United States)를 이용한 지

형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태풍 영향 직전과 직후인 2015년 8

월 24일과 26일에 여차 해빈에서 각각 지형 측량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ESRI ArcGIS 10.3 GIS 소프트웨어로 ordinary kriging 내삽에 

기반한 DEM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태풍 전과 후의 2개의 DEM이 

제작되었고, 태풍 전과 후의 지형면을 중첩 분석하여 해빈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태풍 기간 동안의 파랑과 조석 측정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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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Weather data collection locations. The influence range 

of the typhoon was wide; therefore, the weather data were 

deemed to be reasonable indicators of the conditions at the study 

area.

  파랑과 조석은 해빈 퇴적물의 크기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소로 알려져 있다 (Buscombe and Masselink, 2006). 따라서 연구 지역

에서 파랑과 조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이동 프로세스 확인에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획득을 위한 장비의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 지역에 위치한 자

동 관측 장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태풍의 경우에는 파랑과 조석에 대해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관측 자료를 통해서 여차 해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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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파랑과 조석에 대해서는 해금강 파도 부이 (34°44′09″ N, 128°41′27″ 

E, 여차 해빈으로부터 동북동 방향으로 7 ㎞)와 거제 조위 관측소 (34°48′

05″ N, 128°41′57″ E, 여차 해빈으로부터 북동 방향으로 15 ㎞)의 관측 

결과를 수집하였다. 풍속과 풍향에 대해서는 명사 자동기상관측소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34°43′ N, 128°35′ E, 여차 해빈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4 ㎞)의 관측 결과를 수집하였다 (Figure 13). 이렇게 확보

한 태풍 영향 기간 동안의 기상 자료를 1시간 간격 자료로 변환하여 정리

하였다.

4. 거제 여차 해빈의 자갈 이동과 지형 변화 측정 결과

  본 연구 결과는 추적자 이동과 지형 변화, 측정된 파랑 에너지 분석 결

과를 포함한다. 특히 추적자의 회수율, 위치 변화, 추적자의 선택적 분급

을 이동 결과로 제시하였다.

  4.1. 추적자 실험의 회수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RFID 추적자의 자갈 해빈 퇴적물 이동 연구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미 진행하였고 (Han et al., 2014), 이러한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순수 자갈 해빈의 태풍에 의한 추적자 

이동 추적 연구에 고주파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 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험 결과 추적자의 회수율은 태풍 직후에 32.5% (75/200)를 기록하

였다. 투입 지점별 회수율의 차이는 해빈면의 경우는 10% (10/100), 폭풍

범의 경우는 65% (65/100)를 기록하여 지점별 회수율의 차이가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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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일 내의 짧은 시간 해상도의 다른 RFID 추

적자 연구 결과들에 비해 낮은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실험 조건은 태풍이라고 하는 극한 파랑 에너지가 

영향을 미쳐 급격한 지형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의 실험 결과 20 ㎝ 내외로 매적된 추적

자의 경우 충분히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태풍에 의한 자갈 

활동층 (active layer)의 변화가 그 이상으로 발생하여 회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기록된 낮은 회수율은 고주파 장비 선택에 따른 문제라

기보다는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한 급격한 지형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태풍과 같은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의 추

적자 연구에서 발생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를 통하

여 추적자 투입 위치에 따른 회수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빈 

내 퇴적물 침식과 퇴적 경향 및 활동층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는 뒤에 기술한 추적자의 위치 및 지형 변화를 통해 

제시하였다. 태풍의 영향권 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수중에서의 추적자 이

동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주파를 활용하였음에도 해빈면 

및 폭풍범 범위의 추적자 이동 연구로는 충분히 의미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고주파의 RFID 추적자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저

주파에 비해 여러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일반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해

빈의 넓은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식 거리

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장비의 소형화를 통해 연구자의 작업 부담을 최소

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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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태풍 동안의 추적자 위치 변화

Figure 14. Tracer movement points and topography after the 

typhoon. Red and blue arrows represent tracers inserted in the 

beach face and storm berm, respectively. The main direction of 

the tracer movement was toward the upper part of the beach 

and toward the west relative to the onshore-offshore and 

alongsho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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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on

point

Average of

movement

distance

(m)

Standard

deviation

(m)

Average of

movement

height

(m)

Standard

deviation

(m)

All (n=75) 3.24 6.34 0.25 0.37

Beach face

(n=10)
12.07 11.95 0.44 0.87

Storm berm

(n=65)
1.89 3.25 0.22 0.21

Table 10. Average tracer movement distance and height.

  태풍 전과 후의 추적자의 투입 지점과 회수 지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이동 거리와 방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추적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투입 

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의 경우는 평균 

이동 거리가 12.07 m, 폭풍범에 투입한 추적자의 경우는 1.89 m로 해빈

면의 추적자가 더욱 긴 거리를 이동하였다 (Figure 14 and Table 10). 

또한 이동 거리에 대한 표준편차의 경우에도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가 

11.95 m로, 3.25 m를 기록한 폭풍범에 비해 개별 추적자 이동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해빈면의 자갈이 상부의 폭풍범에 비

해 강한 파랑 에너지의 집중적인 영향으로 더욱 활발히 이동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추적자의 이동 전・후의 고도 변화를 확인하여 추적자의 이동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Table 10). 바다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일반적

인 해빈의 지형 특성상 추적자의 이동 후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빈 

상부로 이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추적자의 태풍에 의한 이동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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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고도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0.25 m, 표준편차 0.37 m로 양의 값을 

보이며, 이는 곧 태풍에 의해 자갈이 전체적으로 상부로 이동하였음을 의

미한다. 투입 지점별 차이를 살펴보면, 해빈면에 투입된 추적자의 고도 변

화는 평균 0.44 m, 표준편차 0.87 m를 나타내었고, 폭풍범에 투입된 추

적자는 평균 0.22 m, 표준편차 0.21 m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해빈면

의 추적자가 상부로 밀려 올라가는 정도가 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추적자 이동 경로와 고도를 함께 표현하여 도시하

였다 (Figure 15). 해빈면에 투입된 추적자의 상당수가 지형 변화와 더불

어 해빈 상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폭풍범에 투입된 

추적자의 일부도 많은 퇴적이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상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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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hanges in tracer path and profile. Tracer 

path and profile change show upward movement of gravel 

and sedimentation, especially in the beach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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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Westward Eastward

Landward 41 (55) 21 (28)

Seaward 9 (12) 4 (5)

Table 11. Tracer movement direction. The numbers indicate the 

number of tracers included in each group, and th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rate of the tracers’ movement in each 

group.

  고도 변화와 더불어 더욱 명확하게 추적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할 수 있

도록 방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빈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파랑 에너지

에 따른 해빈의 반응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추적자의 이동 방향을 해안선 및 그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육지 방향・바다 방향・서쪽 방향・동쪽 방향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방향으로 83%, 바다 방향으로 17%를 기록하였다 

(Figure 14 and Table 11). 또한 해안선의 수직 방향으로는 서쪽으로 

67%, 동쪽으로 33%를 기록하였다 (Figure 14 and Table 11). 정리하자

면 대부분의 추적자가 육지 방향으로 밀쳐졌으며, 또한 상당수의 추적자가 

서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태풍시 주요한 파랑 에너지

는 육지 쪽으로 강한 스워시 (swash)를 동반하여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접근하는 방향성을 보이며, 그 영향으로 해빈 내 자갈이 육지 및 서쪽 방

향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주요한 방향의 추적자 이

동 방향 비율은 55%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육지 방향으로 이

동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의 비율도 28%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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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접근에 따른 풍향의 변화와 해빈 및 연안 지역의 국지적인 지형 

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바다 방향의 추적자 

이동이 매우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강한 스워시에 비해 순수 자갈 해빈의 

지형 특성에 따른 높은 공극률로 백워시 (backwash)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뒤의 토의를 통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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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tracer properties and 

distanc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racer 

property and movement distance did not occur under the 

typhoon conditions. This means that the beach gravel moved 

collectively rather than individually under strong wave energy 

conditions.

  추적자의 이동 거리를 y축으로, 입도 지수로 geometric mean과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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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지수로 flatness index와 Krumbein sphericity를 x축으로 도시하였

고, 각각에 대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Figure 16). 입도 지수인 

geometric mean (r=-0.224)과 무게 (r=-0.191)의 경우 음의 상관계수 

값을 얻어 자갈의 입도가 클수록 이동 거리가 짧아진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거의 없다. 또한 형태 지수인 flatness 

index (r=0.010)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상관의 계수 값을 얻었고, 

Krumbein sphericity (r=-0.240)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음의 상관계수를 

얻었지만 이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이 약하여 형태가 둥글수록 이동 거리

가 짧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태풍에 의한 추적자의 이동에서

는 입도와 형태에 따른 이동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선택적 분급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파랑 에너지에 

의한 이동과는 달리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한 이동에서는 자갈이 입도 및 

형태와는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해석은 토의를 통해 다루었다.

  4.3. 태풍 동안의 지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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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opographic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typhoon. 

Points showtopographic survey points. Green and reddish colors 

represent sedimentation; blue and purplish colors represent 

erosion. This shows that sedimentation was dominant within most 

parts of the beach, except some eroded points.

  추적자의 위치 이동을 통한 태풍 전과 후의 자갈 이동 경향 분석을 보

완하고, 태풍에 의한 순수 자갈 해빈의 반응과 일상 조건에서의 지형 변화

와의 비교를 위하여 지형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태

풍 전과 후의 GPS 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DEM을 제작하였다 (Figure 12 

and 14). 제작된 태풍 전과 후의 DEM을 중첩하여 래스터 매스 (raster 

math)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태풍 전과 후의 지형 고도 변화를 

계산하여 지형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ure 17). 전체적으로 해빈 부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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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지만 국지적인 지형 변화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해빈의 

동쪽 부분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동쪽 부분의 중심부는 퇴적이 약 

70 ㎝ 이상 이루어진 반면에, 중심부 양쪽으로는 약 40 ㎝ 이상의 침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해빈의 동쪽 부분의 경우에는 양쪽

에서 침식된 자갈이 중심부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해빈의 서쪽 부

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지형 변화를 겪지는 않았으며, 침식보다는 

퇴적이 우세한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해빈의 서쪽 부분은 동쪽 

부분 혹은 가까운 연안에서 자갈이 공급되어 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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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low analysis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typhoon. 

This shows that the beach topography after the typhoon is more 

simple and concentrated than before the typhoon.

  그리고 지형 변화 프로세스 해석의 보완을 위한 물질 이동 경향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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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사 (aspect) 및 흐름 (flow)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Figure 18). 분석 결과 태풍 전과 후에 해빈 표면 경사가 단순해지고 흐

름 또한 단순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태풍에 의한 강한 파랑은 

에너지 집중을 통하여 급격한 지형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형을 단

순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형 변화에 대한 해석은 뒤에 이어질 토

의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GPS를 이용한 측량과 이를 통한 지형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

재한다. 우선 GPS 자체의 오차가 있으며, 또한 여러 지점에 대한 경위도 

좌표 및 고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가상의 지형면을 만드는 자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도 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 오차가 수 ㎝ 이내의 VRS-GPS를 활용하였고, 측정 지

점의 수도 국지적으로 지형 차이가 많은 곳은 더욱 촘촘하게 배치하여 태

풍 전에 234개, 태풍 후에 259개의 측량 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지형면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기에 그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구체적인 침식량 및 퇴적량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형 변화 경향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4.4. 태풍 동안의 파랑・바람・조석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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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Measured wave and wind energy during the typhoon, 

showing that strong wave and wind energy were caused by the 

typhoon. Therefore, the beach was influenced by strong wave 

energy during the typhoon.

  태풍에 의한 파랑 에너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지역 주변의 

기상 관측소에서 풍속과 파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5년 여름 동안 여차 

해빈에는 제15호 태풍 고니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Figure 10). 여

차 해빈은 가항 반원에 위치하였지만 상당한 강한 바람과 파랑 에너지가 

태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그 때의 태풍의 등급은 

severe tropical storm을 유지하였다 (Table 7).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빈 영향 

파랑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파랑 에너지의 영향 정도를 가늠하는 

데에는 주변 지역의 측정된 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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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또한, 여러 기상 요소 중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파랑 자

료의 경우, 파도 부이가 여차 해빈과 가깝고 파랑 에너지 전달 경향이 유

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파랑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본다.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동안 여차 해빈 주변 지역에서 10분 평균 

풍속이 12 ㎧ 이상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유의 파고 및 최대 파고가 일상 

조건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주기 (wave period) 역시 더욱 일

상 조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Figure 19). 파랑 에너지 플럭스 (flux)는 유

의 파고와 주기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Vosough, 2011). 따라서 태풍 기

간 동안 자갈 이동을 활발히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파랑 에너지가 

여차 해빈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태풍에 대한 거제 여차 해빈의 반응 논의

  본 토의는 첫째, 자갈의 이동과 지형 변화에 기반한 자갈 해빈의 반응, 

둘째, 자갈 특성에 따른 선택적 분급의 발생 여부, 셋째, 침식 방지 효과

로서의 자갈 해빈의 회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5.1. 자갈 이동과 지형 변화를 통해 평가한 여차 해빈의 태풍에 대한 반응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폭풍에 의해 발생하는 극한 파랑 에너지와 이로 

인한 해안 지역의 침식과 범람 등과 같은 재해 예측 및 대비가 중요한 이

슈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Masselink and van Heteren, 2014; 

Masselink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해안 지역의 지형 요소 중 하나

인 사빈, 자갈 해빈에서의 강한 파랑 에너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반응의 해석을 위해 퇴적물의 이동과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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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분석이 주요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순수 자갈 해빈의 태풍이라는 극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 대

한 반응 RFID 추적자를 이용한 자갈 이동과 GPS 측량을 통한 지형 변화

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2015년 8월, 태풍 고니는 여차 해빈에 4 m 이상의 유효 파고와 일상 

조건과는 다른 긴 파 주기를 통하여 강한 파랑 플럭스의 영향을 주었다. 

먼저 지형 변화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태풍의 영향으로 여차 해빈

의 지형이 전체적으로 퇴적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국지적으로 동쪽 부분에

서는 지점별로 침식과 퇴적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모습도 관찰하였다. 이는 

태풍에 의한 파랑 에너지가 해빈을 침식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연근해의 

자갈을 스워시를 통해 해빈면 뿐만 아니라 폭풍범 상부까지 퇴적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흐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과 같이 강한 파랑 에너지

의 해빈 내 흐름이 해빈의 지형면도 단순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이러한 파랑의 흐름 속에서 해빈 자갈이 침식・운반・퇴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한 해빈 퇴적물의 반응을 구

체적으로 추적자 이동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지형 변화 자료를 해

석의 보완 자료로 이용하였다. 우선 준비된 추적자는 실제 여차 해빈의 퇴

적물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추적자의 이동을 통한 자갈 

이동 해석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추적자 회수율 결과는 해빈면에 

투입된 추적자가 낮게 나타났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주파수와는 다

른 고주파 대역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

비 활용 전 실험실 실험에서 충분히 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수준의 인식 

거리가 보장되었고 (Han et al., 2014), 실제 지형 변화에서도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해빈면 부분을 중심으로 급격한 지형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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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Curtiss et al., 2009; Chapuis et al., 2015).

  Curtiss et al. (2009)의 연구에서 강한 파랑 조건에서는 회수율이 낮아

짐을 지적하였고, Miller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매적에 의한 손실이 

회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Chapuis et al. (2014)가 

언급한 바와 같이 RFID 기술이 지형 변화 정도가 너무 큰 곳에서는 성공

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정보의 가치는 높기

에 한계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할 것을 권고한 것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urtiss et al. (2009)가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RFID 추

적자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지역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해빈면의 급격한 

지형 변화와 결부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리하자면 추적자 이동 결과

를 통해 태풍에 의한 자갈 이동 해석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고주파의 RFID 시스템을 연안 환경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 지역의 특성이 순수 자갈 해빈 및 소

조차 환경이기 때문에 모래・자갈 혼합 해빈 (mixed sand and gravel 

beach) 조건에서의 모래에 의한 차단 및 대조차에서 조간대의 염수가 미

처 다 건조되기 전의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RFID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추적자 연구에 기여하

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적자의 이동 결과와 지형 변화를 통해 태풍에 의한 영향을 종합해보

면, 우선 태풍 고니에 의한 지형 변화 및 자갈 이동은 해빈면 중심으로 이

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의 근거로는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가 

폭풍범에 투입한 추적자에 비해 6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긴 거

리를 이동하였고, 바다로부터 공급된 자갈이 해빈면 중심으로 퇴적되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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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범과의 경계가 사라져서 지형이 단순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빈면에 투

입된 추적자의 회수율이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해 해안 침식이 발생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Cai et al., 2007; Switzer and Jones, 2008). 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

한 규모의 다른 태풍에 의한 영향과 추후 비교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까

지는 순수 자갈 해빈의 공극률과 입자간 충격으로 인한 에너지 소산 효과 

등으로 인해 오히려 퇴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에 대해 모래 이하의 다른 퇴적물 입도 특성을 가진 해빈의 경우 및 다른 

파랑 에너지 조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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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idal current near Yeocha Beach during the typhoon 

at 15:00 h (UTC +9) on 25 August 2015. Revised map from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2016). This means that 

the direction and speed of the tidal current affected wave energy 

intensification.

  다음으로 전체적인 해빈의 지형면은 단순화되었지만, 해빈 내에서 국지

적으로 복잡한 지형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풍 영향 당시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조류도를 살펴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매우 빠른 조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2016 and Figure 20). Figure 20을 통해

서 구체적으로 여차 해빈에 미치는 조류의 방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차 해빈 전면에 따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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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성은 유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형 변화 중 해빈 동쪽

에서 서쪽으로의 자갈 이동과 해빈면에서 상부로의 이동의 동력에 대해서

는 상당 부분 이러한 파랑 에너지의 접근 방향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해빈 내의 지형 변화는 전체적으로 특정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세

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 가장 큰 지형 변화를 보인 곳은 해

빈의 서쪽 부분이 아닌 동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빈의 동쪽 부분은 

중앙부에 상당한 양의 자갈이 퇴적된 반면에 외곽부는 상당한 침식이 발

생하였으며, 이는 고도 변화의 양이 상당한 점과 해빈의 상부인 폭풍범에 

투입된 추적자가 대부분 매적되어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태풍에 의한 추적자의 이동 방향이 대부분 서쪽을 향

하는 것에 반해, 동쪽 부분의 경우에는 동쪽 부분 중앙부에 퇴적체가 발달

하여 일부 추적자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모

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지적인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해

빈 동쪽 끝에 발달한 해식애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태풍에 의해 발

생한 파랑이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해식애를 중심으로 굴절되어 강한 에너

지가 집중되고 그 반사파로 강한 에너지가 바로 옆 여차 해빈의 가장 동

쪽 끝을 침식하였으며, 이 때 이동된 자갈이 파랑 에너지의 감소로 인해 

해빈의 동쪽 부분 중앙부에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동쪽 

부분의 중앙부에 형성된 퇴적체로 인해 그 양쪽으로 파랑 에너지가 집중

되어 더욱 침식을 가속화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해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포켓 비치의 지형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필요하

다.

  그리고 추적자의 이동 궤적과 이에 따른 단면 변화를 종합한 그래프를 

통해 해빈의 반응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5). 

연구 결과에 제시한 것처럼 추적자들의 상당수가 파랑에 의해 원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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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고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상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해빈면에 투입된 추적자가 폭풍범에 투입된 추적자에 비해 

그 경향성이 더욱 뚜렷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해빈면 중심으로 퇴

적이 발생하여 바다로부터 공급된 자갈이 해빈면에 쌓이고 또 해빈면의 

자갈이 상부로 이동되어 쌓이는 연근해와 해빈 퇴적물의 연쇄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폭풍범의 추적자들은 일부 퇴적이 발생한 경우 

고도가 높아진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짧은 이동 거리와 적은 지형 변

화를 나타내어 파랑 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개별 추적자의 이동 궤적과 단면 변화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

를 확인하였다. 실제 지형의 침식이 발생한 여차 해빈의 동쪽 부분에 투입

된 추적자 중 YC-113 및 YC-115의 이동은 침식 지점에서 주변의 퇴적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였다. 즉, 동쪽 부분의 양 옆에서 침식된 자

갈이 바다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동쪽 부분의 중앙부와 서쪽 부분으로 

이동되어 퇴적에 기여하는 것을 실제 개별 자갈 이동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해빈에서 침식된 퇴적물의 이동 경로와 퇴적지를 직접 확인한 중요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파랑 에너지에 대한 해빈의 반응 

해석에서 퇴적물 이동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추적자의 평면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고도 변화까지 종합하여 살펴보았

고, 이의 해석은 파랑에 의한 해빈의 퇴적물 이동을 비롯한 반응을 파악하

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태풍, 특히 고니라고 하는 1회의 태풍에 대한 여차 해빈의 

반응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의 결과를 가지고 태풍에 의한 퇴적물 이동 

경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통해 특정 강도 및 경로의 태풍

의 파랑 영향에 따른 순수 자갈 해빈의 반응을 확인하여 극한 이벤트에 

동반되는 파랑 에너지에 의한 해안 변화의 이해 및 해안 보호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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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자료 제공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토의에서 다른 환

경 및 지역과의 비교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순수 자갈 해빈 및 태풍 사상에 따른 해빈 반응과 다른 환경 조건에

서의 해빈 반응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래 중심의 연안 환경에서의 폭풍이나 태풍, 해일과 같은 

강한 파랑 에너지에 대한 반응 연구는 월파 (overwash)에 의한 퇴적층의 

입도 특성과 두께 등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Switzer and Jones, 2008, Goto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은 파랑 

에너지의 규모와 영향력 등을 해석하는 것에 유리하지만, 퇴적물의 기원지

와 이동 경로 등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해

빈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형 변

화를 중심으로 한 반응을 확인하였다 (Qi et al., 2010; Masselink et al., 

2016). Qi et al. (2010)은 태풍에 의한 사빈의 단면 변화를 통해 파랑 에

너지에 의한 반응을 확인하였는데, 해빈의 에너지 조건에 따른 유형 구분

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침식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급

경사의 단면을 가진 해빈이 경사가 완만한 소산형 단면을 가진 해빈에 비

해 침식이 많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Masselink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겨울철 폭풍 시기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해 마찬가지로 급경사

의 단면을 가진 해빈이 침식에 더욱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차 해빈은 급경사의 해빈 단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식 보다는 오히려 퇴적이 우세한 반응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퇴적물 특성에 따라 해빈의 파랑 에너지에 대한 반응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순수 자갈 해

빈의 경우에는 비록 해빈 단면 경사가 급하여 강한 파랑 에너지가 약화되

지 않은 상태로 접근하여도 자갈 입자간 충돌로 인한 충격 흡수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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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률로 인해 에너지 소산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갈 해빈에서의 태풍에 대한 반응은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폭풍 시

기의 파랑에 대한 반응 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를 하였다. 자갈 해빈에서의 

연구들은 사빈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활용한 RFID 추적자 방법과 같이 직

접적인 퇴적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형 변화와 

자갈 이동을 결합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Curtiss et al. (2009)는 모

래・자갈 혼합 해빈 (mixed sand and gravel beach)에서의 연구로 자갈

의 이동을 통해 스워시와 백워시의 영향을 확인하여 겨울철 폭풍 조건에

서 해빈 상부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반면, 일상 조건에서는 경사가 급해지

는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지형 단순화 및 해빈 상부의 

퇴적 반응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적자 방법을 활용한 연구 이외에도 지

형 변화를 통한 자갈 해빈의 반응을 확인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Ham 

et al., 2002; Son and Park, 2004; Ruiz de Alegria-Arzaburu and 

Masselink, 2010; Poate et al., 2013). Ham et al. (2002) 및 Son and 

Park (200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직선 

거리로 7 ㎞) 순수 자갈 해빈에 대해 주기적인 지형 변화를 관찰하였고, 

태풍에 의해 침식이 일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지역은 인위적인 개

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라 지속적인 침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Ruiz de Alegria-Arzaburu and Masselink (2010)은 순수 자갈 해빈에

서의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한 반응을 해빈 단면과 해안선 변화를 중심으

로 확인하였으며, 폭풍 시기에 침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는 다른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판단되며, 장기간 

지속되는 강한 파랑 에너지와의 비교로 인해 구체적인 차이의 원인은 확

인할 수 없다. 그리고 Poate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강한 파랑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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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해 형성되는 범 (berm)이 해빈 상부를 보호하여 자갈 해빈이 사빈

에 비해 더욱 안정적인 해안 침식 방지 작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빈 하부의 자갈이 파랑에 의해 해

빈 상부로 이동하면서 퇴적되는 형태로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여 해빈 침

식을 방지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빈의 퇴적물 특성, 파랑 에너지 조건 등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해빈의 반응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해빈의 

반응에 대한 연구, 특히 자갈 해빈에서의 극한 기후 이벤트에 대한 반응의 

이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순수 자갈 해빈의 태풍에 대한 

반응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 이후로 더욱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해빈 반응의 이해를 통해 미래 연안 환경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5.2. 태풍 동안의 자갈 특성과 추적자 투입 지점에 따른 선택적 분급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대로 여차 해빈에 투입한 추적자의 태풍에 의한 

자갈 이동 거리와 입도 및 형태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지

는지 확인하였다. 투입 지점에 따라 비교하기에는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

의 회수율이 낮아서 전체 추적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만 

해빈면에 투입한 자갈이 폭풍범에 투입한 자갈에 비해 월등히 긴 거리를 

이동한 것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자갈 입도 지수로 geometric mean과 

무게, 자갈 형태 지수로 flatness index와 Krumbein sphericity를 활용

하였으며, Krumbein sphericity가 약한 음의 상관 계수를 나타냈고 나머

지 지수들은 더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6). 즉, 태풍에 의한 추적자 이동 거리에 대한 자갈 입도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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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는 태풍에 의한 자갈의 이동에서는 선택적인 분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Sanders (2000)의 퇴적상 분석 연구에서 폭풍 시기에는 

해빈 퇴적물이 혼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온화한 기상 조건에서는 입도 및 

형태에 따른 분급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

서는 집단적으로 퇴적물이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이전의 기존 RFID 추적자 연구에서도 개별 추적자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자갈의 선택적 분급

의 발생 여부를 연구하였다. Allan et al. (2006)은 폭풍 시기가 비폭풍 

시기에 비해 이동 거리가 길고, 크기가 큰 자갈이 더 긴 거리를 이동한다

고 한 반면, Grottol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작은 크기의 자갈이 더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연

구들은 일반적인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연구와 비교는 어렵다. Miller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시기별 에너지 

조건 차이에 따른 구분을 통해 여름철 낮은 에너지 시기에는 자갈 입도에 

따라 선택적 분급이 발생하는 반면, 겨울철 강한 에너지 시기에는 선택적 

분급이 발생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이 역시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퇴적상 분석 및 추적자 방법을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해빈 특성과 파

랑 에너지 조건이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는 

자갈의 이동 거리와 자갈의 입도 및 형태 특성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 하에서는 개별 자갈의 입도 및 형태의 특

성보다는, 오히려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의 이동 거리가 폭풍범에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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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긴 거리를 이동한 것을 통해 자갈이 놓여있는 위치가 이동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 자갈의 선택적 분급 

발생 여부나 입도 및 형태의 이동 거리와의 관계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형태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본 연구는 태

풍과 같은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는 자갈의 입도 및 형태 특성에 따

른 선택적 분급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자갈 이동 메커니즘

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태풍 규

모에 따른 자갈 이동에서의 선택적 분급 발생 여부와 입도 및 형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3. 일상 조건에서의 순수 자갈 해빈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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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racer points and topographic change during August 

to December 2015. This shows that the beach recovered under 

normal wave energy conditions.

  태풍의 영향 이후 일상 조건에서의 지형 변화와 퇴적물 이동을 확인하

고자 2015년 12월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때 추적자의 재

이동 결과 추적 및 지형 고도 변화에 대해 태풍 이후 자료 수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Figure 21).

  태풍 이후에 여차 해빈은 일상적인 조건의 파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지형 고도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었으며, 특히 해빈 상부의 경우

에는 고도 감소가 탁월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파랑 에너지에 의해 상

부로 이동된 자갈이 점차 하부로 재이동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해빈의 

가장 동쪽 부분은 태풍에 의해 침식된 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적자의 전체적인 이동 거리는 태풍 직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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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나 이는 파랑 에너지의 차이가 아닌 약 3개월 정도의 모니터링 

간격 증가로 인한 누적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동 거리가 아닌 

방향성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추적자의 이동 방향은 해빈 상부 혹

은 하부로의 방향성보다는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한 태풍 이후 사라졌던 추적자 일부가 다시 확인되었으며, 이는 추적자가 

태풍에 의해 바다로 침식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퇴적에 의한 매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즉, 태풍에 

의해 상부로 이동하였던 자갈이 일상 파랑 조건 하에서는 하부로 이동되

어 여차 해빈의 태풍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거제 여차 해빈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자갈 

해빈이 해안 침식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특히 퇴적물의 구성이 대부분 자갈만으로 이루어진 순수 자갈 해빈의 침

식 방지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한 파랑 에너지가 해빈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순수 자갈 해빈인 여차 해빈은 해안선을 유지하면서 바다로부터 파랑에 

의해 이동된 자갈을 해빈면 중심으로 퇴적하고, 또 해빈면의 자갈을 상부

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일상 

수준의 파랑 에너지 조건 하에서는 태풍에 의해 형성된 급경사면에 대해 

해빈 상부의 자갈을 하부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완경사면으로 

변화시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순

수 자갈 해빈은 파랑 에너지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응으로 해안 침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자연 방파제의 기능이 탁월함을 확인하였다.

  다른 유형의 퇴적물 특성을 가진 경우와 비교해보면, 순수 자갈 해빈의 

자연 방파제 효과는 더욱 강조될 수 있다. Bramato et al. (2012)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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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자갈 혼합 해빈에서의 연구에서는 편서풍 폭풍 (westerly storm)에 

의해 침식된 해빈의 경우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단계를 거치지만, 침식 과

정에서 해안선 자체가 후퇴하는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모래・자갈 혼합 

해빈의 반응은 강성의 인공 방파제에 비해 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 연성의 

자연 방파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퇴적물의 침식을 통한 지형 변화

가 상당하기 때문에 방파제로서의 효과는 순수 자갈 해빈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6. 거제 여차 해빈 연구의 소결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안 

지역의 침식 방지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강한 파랑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태풍과 이에 의한 순수 자갈 해빈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자갈 해빈 퇴적물

의 이동을 직접 추적하기 위하여 RFID 추적자 방법을 활용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고주파로도 충분히 연안 환경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해빈의 반응은 개별 자갈 이동 추적을 통해서 자갈이 침

식되지 않고 상부로 밀쳐지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지형 변화 측량을 통해

서는 해빈 전체적으로 퇴적이 우세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추적자 이동 및 지형 변

화 분석에 의해 해빈의 동쪽 부분의 세부적인 변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

었다. 추가적으로 태풍에 의한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의 추적자의 입

도와 형태에 따른 선택적 분급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갈이 파랑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동하여 개별 특성에 따른 이동 거리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태풍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회복 과정을 거

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 자연 방파제로서의 효과가 탁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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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태풍이라는 극한 조건 하에서의 낮은 추적자 회수율과 기상 

자료를 해빈에서 직접 수집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태풍 강도와 경로, 해빈 퇴적물 특성 등에 의한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구가 부족한 연안 환경에

서의 조립 퇴적물 이동 프로세스 연구 분야에서 태풍이라는 극한 이벤트 

프로세스에 따른 순수 자갈 해빈에서의 퇴적물 이동을 최초로 직접 확인

하였고, 기존 RFID 추적자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고주파 대역을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해빈 특

성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조건과 태풍을 비롯한 다양한 이동 프로세스에 

따른 퇴적물의 이동과 해빈 반응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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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 연구 2. 태안 방포 해빈의 계절별 자갈 이동과 

지형 변화 연구

1. 태안 방포 해빈 장기간 퇴적물 이동 모니터링의 필요성

  연안 지역의 퇴적물 이동 경향 연구는 연안 지역의 관리를 위해 필수적

인 정보로 그 중요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 증

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안 지역의 퇴적물 이동은 계절 및 연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퇴적물 이동 경향만을 가지고 그 지역의 퇴

적물 순환을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침식・운반・퇴적이 발

생하는 역동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연안 지역의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는 연안 퇴적물 이동 해석의 자료로서 계절적인 퇴적물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 환경의 지형 및 물리적 변화는 퇴적물 이동 과정과 관계되어 있고 

특히 자갈과 같은 조립 퇴적물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ear 

et al., 2000), 또한 이러한 자갈로 이루어진 해빈은 파랑 에너지에 대한 

소산 효과가 뛰어나 해안 침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Austin and 

Masselink, 2006, Buscombe and Masselink,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 지역의 퇴적물 이동에 대한 연구는 모래 크기 이하의 세립 퇴적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페블 (pebble) 크기 이상의 조립 퇴적물에 대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Sear et al., 2000).

  현재까지의 자갈의 이동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하천 및 연안 환경에서 이

루어졌다. 자갈 이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주로 퇴적상 분석 및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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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자갈의 

직접적인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적물 이동 해석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추적자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며, 이 방법은 자갈의 이동을 직접 추적하여 퇴적물의 실제 이

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Allan et al., 2006; Lee et al., 2007;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Dickson et al., 2011; Li 

and Boufadel, 2011; Miller et al., 2011; Chapuis et al., 2014; 

Grottoli et al., 2015).

  하지만 아직까지 RFID 태그를 이용한 추적자 방법론을 비롯하여 추적자 

방법론을 이용한 연안 지역의 자갈 이동 추적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Grottoli et al., 2015). 연안 지역의 해빈 지형 특성, 조석 및 파랑 에너

지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자갈 이동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분이 공

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특히 장기간의 이동 경향 모니터링 및 계절별 

에너지 조건 차이에 따른 이동 차이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서해안의 방포 자갈 해빈을 대상으로 하여 

자갈 이동과 지형 변화 분석을 통해 1) 계절별 자갈 이동 거리 및 방향 

분석을 통한 에너지 조건 차이에 따른 대조차 환경의 복합 자갈 해빈 

(composite gravel beach)의 반응을 해석하고, 2) 해빈 내 자갈의 순환 

과정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지역: 태안 방포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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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Location of Bangpo Beach. The beach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Korea. Strong winds and waves can have a 

impact on the west coast of Korea in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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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Landscape of Bangpo Beach. The beach is the typical 

composite gravel beach (CGB).

  방포 해빈은 한반도 서해안 안면도의 자갈 해빈으로, 수리적으로 35° 

50'―35° 51' N, 126° 32'―126° 33'에 위치하고 있다 (Figure 22). 해빈

의 북쪽 및 남쪽은 파식대 및 해식애로 막혀있어 전형적인 포켓 비치 

(pocket beach) 형태를 보인다. 방포 해빈의 자갈이 퇴적되어 있는 공간

적인 범위는 약 700 × 20―30 m, 자갈 퇴적층의 두께는 두꺼운 곳은 5 

m 이상에 달한다. 또한 페블―코블 (cobble) 크기 중심의 자갈로 이루어

진 경사가 급한 해빈과 간조시 200―300 m에 이를 정도로 넓은 규모의 

완만한 사질 조간대가 결합되어 있어, 자갈 해빈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분

류에 의하면 복합 자갈 해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3, 

Jennings and Shulmeister, 2002). 실제 하부 사질 조간대의 경사는 2°

에 불과한 반면, 상부의 자갈 해빈 구간의 경사는 6―9° 정도로 급한 것이 

특징이다 (Ha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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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포 해빈 주변의 지질은 조선루층군 옥천층군 변성사질암대로 

(Choson supergroup, Okchon group, metamorphic psammite)이며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http://www.kigam.re.kr), 해빈을 구성하고 있는 자갈 역시 사암 기원이 

대부분이다. 즉, 해빈 주변의 파식대나 해식애에서 매스 무브먼트 혹은 침

식에 의해 공급된 암편이 파랑 및 조류의 영향으로 마식을 받으며 이동되

어 해빈에 퇴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포 해빈의 기후 특성을 살펴보면 방포 해빈이 위치한 한국 서해안 중

부 해역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주변 지역 자동기상관측소 

(AWS, automatic weather system)의 바람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에는 풍속이 매우 강한 북서계절풍이 영향을 미치며, 여름철에는 남동 및 

남풍 계열의 상대적으로 약한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Han et al., 2012). 즉,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강력한 북서풍이, 여름철

에는 고온 다습하지만 그 풍속은 상대적으로 약한 남풍이 현저하게 영향

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방포 해빈의 또 하나의 환경 특성은 조차 (潮差, tidal range)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국 서해안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대표적

인 대조차 해안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 지역인 방포 해빈 일대의 조차는 

사리 (spring tide) 때에는 약 6―7 m에 달한다. 따라서 조석 변화에 따

라 조류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조류의 흐름도 매우 빠르게 나타난

다.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리 때에는 자갈 해빈의 상당 부분이 영향

을 받는다. 그리고 방포 해빈 근해의 조류 방향은 창조류 (漲潮流, 밀물, 

flood current) 시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낙조류 (落潮流, 썰물, ebb 

current) 시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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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안 방포 해빈의 계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자갈의 이동 과정을 직접 추적하기 위해 RFID 추적자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지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VRS-GPS를 이용

하여 지형 측량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DEM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갈 이동 및 지형 변화의 에너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

변 자동 관측 지점의 바람, 파랑, 조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1. RFID 태그를 활용한 추적자 실험

  본 연구에서 활용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er) 추적자는 태

그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passive 추적자 방법

론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 (Nichols, 2004; Allan et al., 2006). 

RFID 추적자 방법론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

술 검토는 완료되었으며 (Han et al., 2014), 자세한 실험 설계 및 진행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방포 해빈의 자갈을 수집하고 추적자를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 자갈 수집: 2015년 1월에 면적 수집 (areal sampling) 방법을 활용

하여 20개의 무작위 지점에 대해 총 492개의 자갈 시료를 수집 

(Bunte and Abt, 2001)

  ② 수집된 자갈에 대한 입도 및 형태 분석: GRADISTAT v8.0 (Blott 

and Pye, 2001)을 이용한 입도 분석 및 Zingg (1935)의 자갈 형태 

구분을 이용한 형태 분석



- 116 -

  ③ 추적자 제작용 자갈 선택: 태그 삽입을 위해서는 지름 10 ㎜・깊이 

40 ㎜의 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경 50 ㎜・단경 15 ㎜ 이상의 

자갈을 선택. 이는 기술적인 한계로 기존 연구들에서도 한계점으로 

제시 (Allan et al., 2006; Miller et al., 2011)

  ④ 선택된 자갈에 대한 입도 및 형태 분석: 실제 해빈의 퇴적물 이동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빈 퇴적물의 입도 및 형태 특성과 유사하게 준

비 (Table 12, Curtiss et al., 2009)

  ⑤ 자갈 무게 측정: 자갈 천공 전, 추적자 제작 완료 후의 무게 차이 비

교. 무게 변화율은 –2.22% (최대 –6.79%―최소 –0.20%)로 자갈 이

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Miller et al., 2011)

  ⑥ 자갈 천공 및 개별 식별 번호를 부여한 태그 삽입, 에폭시로 공동 

충진 및 태그 고정

  ⑦ 제작된 총 200개의 추적자를 4개의 그룹으로 분리

  ⑧ 추가 추적자 제작: 장기간의 모니터링에 따른 회수율 감소에 대비하

여 2015년 7월에 추가적인 자갈 시료를 수집하였으며, 동일한 과정

을 거쳐 추가로 200개의 추적자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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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size(ф)* Beach sample Tracer 1*** Tracer 2****

Mean -5.790 -5.921 -6.052

Sorting 0.387 0.312 0.315

Skewness -0.018 -0.161 0.143

Kurtosis 1.180 0.770 0.772

Grain shape(%)** Beach sample Tracer 1 Tracer 2

Spherical 32.5 29.4 21.5

Disc 31.3 28.5 36.2

Rod 25.8 28.5 28.9

Blade 10.4 13.6 13.4
* Folk & Ward   method (Blott and Pye, 2001)
** Zingg, 1935 
*** Tracers made 1st produced
**** Traces made 2nd produced

Table 12. Grain size and shape comparison of Beach sample and 

tracers.

  Table 12에서 수집된 해빈 퇴적물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추적자를 비

교해보면, 태그 삽입을 위해 입도가 커지고 원형의 자갈 비율이 증가하였

으나 입도와 형태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Sear et al. 

(2000)이 제시하였던 추적자의 핵심 속성인 그 지역의 퇴적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상당히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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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racer inserted points. Red dashed circle 

is the north part of inserted points, and yellow 

dashed circle is the south. Tracers were inserted 

twice in February and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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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추적자에 대해 2015년 2월 10일 및 2015년 

12월 17일에 각각 200개씩 총 400개를 방포 해빈에 투입하였다. 투입 지

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투입 시기에 해빈 북쪽 중앙부와 남쪽 중앙부의 두 

측선을 선정하고, 각 측선의 해빈면 (beach face)과 폭풍범 (storm 

berm) 상부의 두 지점씩 네 지점에 대해 각각 다양한 입도 및 형태가 포

함되도록 50개씩의 추적자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투입 지점의 구분을 통

해서 평시의 파랑에 의한 자갈의 이동과 강한 파랑 에너지 혹은 고수위시

의 자갈 이동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Allan et al., 2006), 해빈 북

부와 남부의 지점별 이동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투입된 추적자의 각 그

룹에 대해 북쪽 측선의 해빈면에는 A (2015년 2월 10일 투입)와 A2 

(2015년 12월 17일 투입), 폭풍범 상부에는 C와 C2, 남쪽 측선의 해빈면

에는 B와 B2, 폭풍범 상부에는 D와 D2로 명명하였다 (Figure 24).

  2015년 2월에 최초로 추적자를 투입한 후에 1―2달 간격으로 지속적인 

추적자의 이동을 모니터링 하였다. 추적자 이동 모니터링 시기는 2015년 

3월・4월・6월・7월・9월・12월・2016년 2월・4월의 총 8회에 걸쳐 이루

어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니터링 기간을 기준으로 각 계절별 

이동을 구분하였다. 즉, 2015년 2월―4월을 겨울로, 4월―7월을 봄으로, 7

월―9월을 여름으로, 9월―12월을 가을로, 12월―2016년 4월을 겨울 및 

봄으로 구분하여 계절별 자갈 이동 차이를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3.2. VRS-GPS를 활용한 지형 변화 탐지

  방포 해빈 퇴적물 이동에 대한 해석의 보완 자료로서, VRS-GPS 

(HIPer G, TOPCON社, CA, United States)를 이용하여 추적자 모니터링 

시기와 동일하게 지형 측량을 수행하였다. 최초로 추적자를 투입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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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GPS를 이용한 점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시기별 고도 정보를 포함한 점 자료를 획득하였다. 수집된 점 기반 고

도 자료를 기반으로 ESRI ArcGIS 10.3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kriging 

내삽 방법을 이용하여 DEM을 제작하였다. 각 시기별로 제작된 DEM을 바

탕으로 중첩 분석 및 래스터 계산을 통해 각 시기별 지형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3.3. 파랑 및 조석 에너지 측정

  해빈에서의 퇴적물 크기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파랑 및 

조류이다 (Buscombe and Masselink, 2006). 따라서 퇴적물 이동 과정에 

기여하는 파랑 및 조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방포 해빈에서 직접 파랑 및 조석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 이상적이지만, 장기간의 모니터링 기간에 따른 비용 및 관리 문제에 의

해 주변 지역의 자동 관측 장비에서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일시적인 특정 이벤트에 의한 해빈 자갈의 이동 추적이 아닌 계절

별 이동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관측 자료를 바탕

으로 하여 계절별 파랑 및 조석 변화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동 관측 장비들과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파랑 

자료는 삽시도 파고 부이 (36°22′17″N, 126°20′18″E)의 측정 결과를, 풍속 

및 풍향 자료는 삽시도 자동기상관측소 (36°20′N, 126°21′E)의 측정 결과

를 활용하였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ttp://

www.kma.go.kr). 그리고 조석 자료는 안흥 조위 관측소 (36°40′25″N, 

126°07′56″E)의 측정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Korea Hydrograph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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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ographic Agency, http://www.khoa.go.kr), 각각의 측정 결과에 

대해 연구 기간 동안의 한 시간 간격의 시계열 자료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태안 방포 해빈의 계절별 자갈 이동

  본 장에서는 방포 해빈의 계절별 자갈 이동 경향에 대해 실제 추적자의 

이동 경로 및 중심 평균 (mean center) 위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한 지형 변화의 보조 자료로 시기별 추적

자의 고도 변화도 함께 확인하였다.

  4.1. 계절별 추적자 이동 경로

  앞서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총 8회의 추적자 이동 모니터링을 

수행하였고, 이를 계절별로 나누어 시기별 개별 추적자의 위치 변화를 화

살표의 형태로 위성 영상에 도시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 위치 변화에 대

한 평균으로 추적자 이동 전・후의 중심점인 중심 평균을 구하여 그 위치 

차이를 개별 추적자의 이동 화살표와 함께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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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RFID tracers movement in Bangpo Beach during 

February to April (winter), 2015. a) is north part of the beach. b) 

is south part of the beach. Red arrows are the tracer movement 

inserted beach face, and blue arrows are the tracer movement 

inserted storm berm. Thick red line with black arrow is the mean 

center change of tracer movement inserted beach face during 

that period. Thick blue line with black arrow is the mean center 

change of tracer movement inserted storm berm during that 

period.

  Figure 25는 2015년 2월 10일에 최초로 추적자를 투입한 후, 3월 및 4

월의 개별 추적자의 이동 및 전체 추적자의 이동 위치의 중심 평균을 화

살표 형태로 도시한 그림이다. 왼쪽 그림이 해빈의 북부, 오른쪽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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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빈의 남부의 추적자 이동을 나타내며, 빨간색 및 파란색 실선 화살표는 

각각 해빈면 및 폭풍범에 투입하였던 개별 추적자의 이동을 나타낸다. 또

한 빨간색 및 파란색의 두꺼운 선 안에 검정 화살표로 방향성을 나타낸 

것은 중심 평균의 변화를 나타낸다.

  2015년 2월―4월 (모니터링 2회)까지의 추적자 이동에 대해 2015년 겨

울의 추적자 이동에 대한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그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해빈 북부를 살펴보면 (Figure 25a), 해빈면에 투입한 대부분의 

추적자가 남쪽 및 해빈의 상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폭

풍범에 투입한 추적자들은 해빈의 상부로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상당수의 추적자가 해빈의 하부로 이동하는 경향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는 해안선과 나란하게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겨울철에 해빈 북부에서는 해빈면의 자갈이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면서 상부로 밀쳐지는 경향이 강하고, 그보다 상부에 위치한 폭풍범의 

자갈은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동일하지만, 일부 자갈이 

해빈의 하부로 이동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빈 남부를 살펴보면 (Figure 25b), 해빈면에 투입한 자갈이 

해안선을 따라 특정 방향성을 보이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해빈 상부로 밀쳐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풍범의 경우

에도 산발적으로 이동이 발생한 추적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동 거리가 

길지 않고 특정 방향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즉, 해빈 남부의 자갈은 북

부와는 달리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해빈면을 중심으로 상부로 밀쳐지는 

경향만 뚜렷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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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RFID tracers movement in Bangpo Beach during April 

to July (spring), 2015. Legend is same Figure 25.

  다음으로 Figure 26은 2015년 4월―6월 (모니터링 1회)에 걸친 봄 시기

의 추적자 이동을 도시한 그림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해빈 북부의 경

우에는 해빈면에 투입하였던 추적자가 해빈 상부로 상당수가 이동되어 폭

풍범에 투입하였던 추적자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26a). 다

만 이동 거리가 겨울에 비해 길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겨울철에 남쪽으

로 이동하던 방향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빈 남부의 경우에도 북부와 마찬가지로 추적자가 북쪽으로 이

동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Figure 26b). 즉, 겨울철과는 다르게 봄철에는 

방포 해빈의 자갈이 북부와 남부 모두 해안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이동

하는 방향 전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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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RFID tracers movement in Bangpo Beach during July 

to September (summer), 2015. Legend is same Figure 25.

  Figure 27에서는 2015년 6월―9월 (모니터링 2회)동안의 여름철의 추적

자 이동을 도시하였다. 그 결과는 해빈 북부와 남부 모두 투입 지점과 상

관없이 전체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추적자가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7a and b). 특히 특징적으로 남부의 폭풍범에 투입하

였던 추적자들이 대거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이동 거리가 확연히 증가

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7b). 이는 봄철의 해빈 자갈 이동 방향과 

동일한 경향이 여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 거리가 봄철에 

비해 증가한 것을 통해 자갈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프로세스가 

봄철에 비해 여름철에 더욱 강하거나 지속적인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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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igure 28. RFID tracers movement in Bangpo Beach during 

September to December (fall), 2015. Legend is same Figure 25.

  Figure 28은 2015년 9월―12월 (모니터링 1회)동안의 가을철의 추적자 

이동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해빈 북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추적자

들이 산포되어 이동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남쪽 및 해

빈의 하부로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8a). 그리고 해빈

의 남부도 북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추적자들이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ure 28b). 이는 앞서 제시한 봄―여름철의 북

쪽으로의 자갈 이동 경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봄―여름철의 자

갈 이동 프로세스와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자갈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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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9. RFID tracers movement in Bangpo Beach during 

December, 2015 to February, 2016 (winter). Legend is same 

Figure 25. Additionally, Black arrows are the tracer movement 

inserted beach face in December, 2015, and yellow arrows are 

the tracer movement inserted storm berm in December, 2015. 

Thick black line with yellow arrow is the mean center change of 

tracer movement inserted beach face during that period. Thick 

yellow line with black arrow is the mean center change of tracer 

movement inserted storm berm during that period.

  다음으로 Figure 29는 2015년 12월―2016년 2월 (모니터링 1회)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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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번째의 겨울철 추적자 이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2015년 12월 17일

에 2차로 추가 투입한 추적자에 대해서,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는 검은

색 화살표로, 폭풍범에 투입한 추적자는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또

한, 중심 평균의 변화는 해빈면 및 폭풍범에 투입한 추적자에 대해 각각 

검은색 두꺼운 선에 노란색 화살표, 노란색 두꺼운 선에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그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해빈 북부의 경우에 2015년 2월에 투입

하였던 1차 추적자는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남쪽 및 해빈 상부로 이

동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ure 29a). 또한, 2015년 12월에 투입한 2차 

추적자의 경우에는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는 기존 추적자와 동일한 경향

을 나타내어 남쪽 및 해빈 상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동 거리 

또한 더욱 긴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9a). 반면, 폭풍범에 투입한 2차 

추적자의 경우에는 일부 개별 추적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

지만, 상당수의 추적자들이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동 거

리가 길지 않고 이동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Figure 29a).

  해빈 남부의 경우에는 1차 추적자가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

향이 약하게 나타났다 (Figure 29b). 2차 추적자의 경우에는 해빈면에 투

입한 추적자가 전체적으로 해빈 상부로 밀쳐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고, 폭풍범에 투입한 추적자는 해빈 북부와 마찬가지로 이동이 많지 않았

기 때문에 뚜렷한 이동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29b).

  이 시기의 이동 결과에서 특징적인 점은 2차로 투입한 추적자의 이동 

경향이 2015년 초의 겨울철 이동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해빈면의 자갈이 해빈 북부에서는 남쪽 및 상부로 밀쳐지는, 해빈 남부에

서는 상부로만 밀쳐지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는 겨울철 자갈 이

동 프로세스는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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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RFID tracers movement in Bangpo Beach during 

February to April (winter to spring), 2016. Legend is same Figure 

29.

  모니터링의 마지막으로 2016년 2월―4월 (모니터링 1회)의 겨울철―봄

철로 이행하는 시기의 추적자 이동에 대해 Figure 30에 도시하였다. 해당 

시기 동안에 해빈 북부에서는 추적자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

긴 하지만 그 거리가 길지는 않으며, 해빈 남부의 경우에는 해빈 상부로 

이동하는 추적자들이 관찰되지만, 그 이동 방향성 및 거리가 뚜렷하지는 

않아 특정한 경향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Figure 30a and b). 이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2016년 2월의 완연한 겨울철 시기에 비해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갈 이동 프로세스가 약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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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계절별 추적자 고도 변화

  앞서 제시한 계절별 추적자의 이동 경로는 수평적인 위치 변화를 확인

하는데 적절하다. 물론 해빈이라는 지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에

는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고도가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추적자 이동 경로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추적자의 고도 변화를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ure 31. Height change of tracer during each monitoring 

periods in northern part of Bangpo Beach.

  Figure 31은 방포 해빈의 북부에서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추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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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고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살펴보면, 2015년 2월에 해빈

면에 투입하였던 추적자 (투명한 마름모 상징의 실선)는 3월에 이미 폭풍

범이 위치한 고도까지 평균 약 1.5 m 가량 고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1). 이는 앞서 추적자 이동 경로에서도 제시하였던 것과 

같이 해빈 상부로 추적자가 밀쳐진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이후로는 

큰 고도 변화 없이 폭풍범 정도의 고도에 위치하다가, 2015년 9월―12월

의 가을철 동안 고도가 평균 약 1 m 가량 하강하여 해빈 하부로 이동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1). 이 역시도 추적자 이동 경로에서 확

인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폭풍범에 투입하였던 추적자 

(투명한 원 상징의 실선)는 큰 고도 변화는 없었으나, 해빈면에 투입하였

던 추적자와 동일하게 가을철에 해빈 하부로 이동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Figure 31).

  다음으로 2015년 12월에 해빈면에 투입하였던 추적자 (검은색으로 채워

진 마름모 상징의 점선)는 2015년 12월―2016년 4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빈 상부로 밀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고도 변화는 평균 약 2 m 

이상에 달한다 (Figure 31). 즉, 겨울철 시기에 해빈면에 위치한 자갈이 

해빈 상부로 이동하는 경향을 1차 및 2차에 투입한 추적자 모두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2차에 폭풍범에 투입한 추적자 (검은색으로 채워진 

원 상징의 점선)는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Figure 31).

  해빈 북부에서의 추적자 고도 변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한 가지는 바로 자갈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정 고도를 확인하였

다는 점이다. 추적자를 해빈면이나 폭풍범의 어느 곳에 투입하였어도 해발

고도 약 3―4 m 구간 내에서 대부분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31). 즉, 방포 해빈 북부에서 실제 자갈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은 해발고도가 약 3―4 m 정도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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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해빈의 폭풍범에서 자갈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32. Height change of tracer during each monitoring 

periods in southern part of Bangpo Beach.

  해빈의 남부에서도 추적자의 고도 변화 경향은 해빈의 북부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5년 2월에 해빈면에 투입하였던 추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고도 변화가 평균 약 2 m 가량 상승하여 해빈 상부로 밀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2). 다만, 해빈 북부와 다른 점은 추적자의 평

균 고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2015년 7월―9월의 여름철 시기로 북쪽에 비

해 일찍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2). 이는 폭풍범에 투입

한 추적자와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자갈을 하부로 이

동시키는 프로세스가 해빈 남부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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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그 고도 감소의 폭이 크지 않아 그 영향 정도는 북부에 비해 

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투입하였던 추적자의 고도 변화 경향 역시 해빈 

북부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의 해빈 상부로의 이동

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2). 마지막으로, 

해빈 남부에서도 해빈 내 자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층 구간이 해

발고도 약 3―4 m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ure 32), 이를 통해 방포 해빈의 주 활동층 고도를 확정할 수 있었다.

5. 태안 방포 해빈의 계절별 자갈 이동에 기반한 지형 변화 논의

  본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방포 해빈의 계절별 자갈 이동 결과를 중심으

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추적자 실험의 회수율 변화가 발

생한 원인을 지형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계절별 자갈 이

동 거리의 차이를 발생시킨 에너지 조건을 파랑과 조석 에너지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니터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탐지된 추적자들을 

중심으로 방포 해빈 내 퇴적물의 순환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

갈 이동에서의 인위적인 영향을 고려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5.1. 추적자 실험 회수율 변화를 통해 확인한 해빈 지형 변화

  본 연구에서는 RFID 추적자를 이용하여 자갈 이동 과정을 추적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의 해석 이전에 각 시기별로 획득한 자료에 대해 얼

마나 많은 추적자들을 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llan et al., 

2006;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Grottol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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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즉, 추적자의 회수율을 시기별로 확인하여 결과의 해석에서 참고해

야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매 시기별 추적자의 회수율을 확인

하였다. 2015년 2월에 200개의 추적자를, 2015년 12월에 추가적으로 200

개의 추적자를 투입하였고, 실제 모니터링 실험 중에서 확인이 된 추적자

의 수를 가지고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Figure 33. Recovery rates of RFID tracer in Bangpo Beach during 

experiment periods.

  Figure 33은 모니터링 시기마다의 추적자 회수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

다. 최초 2015년 2월에 추적자를 투입하고 약 2개월 동안은 회수율이 

54%, 58%를 기록하여 추적자 100개 이상의 위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ure 33). 하지만 모니터링 기간이 길어지면서 2015년 9월에는 

18.5%까지 회수율이 감소하였다 (Figure 33). 이는 모니터링 기간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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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있다 (Allan et al., 2006; Bertoni et al., 2010).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특징적인 회수율의 변화를 

2015년 9월 이후에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기간이 길어질

수록 자연스럽게 회수율이 감소해야 하지만, 방포 해빈에서의 실험에서는 

겨울철로 진행하면서 점차 회수율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최소 18.5%까지 감소하였던 회수율이 2016년 2월에는 45.5%까지 상승한 

것이다 (Figure 33). 이에 대해서는 복합 자갈 해빈이라고 하는 특성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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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ifference between Bangpo Beach landscape in winter 

and summer. a) is the beach in winter, gravel layer is exposed. 

b) is the beach in summer, gravel layer is covered by sand.

  Figure 34는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한 방포 해빈의 전경 사진이다. 

Figure 34a는 겨울철, Figure 34b는 여름철에 촬영한 것으로, 해빈 상부

를 제외하고는 해빈 표층을 덮고 있는 구성 물질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겨울철에는 조간대 중부―조하대의 완만한 사질 조간대 상부로 

조간대 중부―조상대까지 대부분이 자갈로 이루어진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

한 해빈으로 이루어진 복합 자갈 해빈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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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름철에는 조간대 대부분이 모래로 덮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형 변화와 회수율의 변화를 함께 논의해보면, 우선 겨울철에는 

자갈이 표층에 대부분 드러나 있는 상태로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

적자의 회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름철에는 자갈이 표층에 드러나 있

지 않고 모래에 덮여 있게 되어 회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름철 이후 다시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겨울철에 해빈에 드러나 

있던 자갈이 침식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회수율이 감소된 것이 아

니라 여름철 모래의 퇴적에 의해 매적되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수율이 1년 정도가 되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자갈 해빈의 표층에 투입한 추적자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방포 해빈의 자갈이 침식

되어 바다로 유출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길지 않은 

RFID 리더의 인식 범위에도 불구하고 추적자가 계속 확인이 된다는 것은 

해빈의 퇴적층이 활발하게 뒤섞여 자갈이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되기 보

다는 표층 가까이에서만 퇴적층의 상하가 섞이는, 즉 활동층의 두께가 두

껍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계절별 자갈 이동 거리 차이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조건

  앞서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계절별 자갈 이동 경로에서 중심 평균의 위

치 변화를 통해 시기별 이동 거리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

제 자갈 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에너지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방포 해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프로세스는 파랑과 조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적자의 이동 거리와 파랑 및 조석 에너지의 변화를 비교

하여 어떠한 프로세스가 자갈 이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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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easonal movement distance of RFID tracer in Bangpo 

Beach during experiment periods. 

  Figure 35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계절별 해빈 북부와 남부, 각 지역에

서의 해빈면과 폭풍범에 각각 투입한 추적자의 중심 평균의 위치 변화를 

거리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기간별 이동 거리를 계절별로 구분하면서 3개

월 정도의 비슷한 기간 동안의 이동 거리로 정리되어, 모니터링 기간 차이

에 따른 이동 거리의 누적 효과가 상쇄되었기에 계절별 이동 거리의 차이 

해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추적자 이동 경로 및 고도 변

화 등을 통해 투입 지점에 의한 차이가 특정 고도의 활동층으로 수렴하면

서 큰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추적자 투입 지점별로 

이동 거리의 변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겨울철

에는 이동 거리가 길었지만, 2015년의 봄철에는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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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5). 이후 2015년의 여름철이 되면서 이동 거리

가 상승하고, 이미 여름철에 가장 긴 이동 거리를 나타낸 해빈 남부의 폭

풍범을 제외하고는 2015년의 가을철에 나머지 지점에서 투입한 추적자들

이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5). 그리고 

201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철에는 가을철보다는 낮은 이동 거리를, 2016년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2015년 봄철과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

가 매우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ure 35). 즉, 봄철에 자갈의 이동 

거리가 가장 짧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동 거리가 길다는 것으로 종합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절별 자갈 이동 거리의 차이를 에너지 조건과 비교하고자 모

니터링 기간 동안의 방포 해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삽시도 파고 부이의 

최대 파고 및 유의 파고 자료와 안흥 조위 관측소의 조위 변화 자료를 

Figure 36에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기후 자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조위 변화의 폭이 대조차 해안의 성격에 맞게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6), 다만, 조석 에너지

는 연중 사리와 조금을 반복하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절

별 변화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즉, 조석 에너지는 사리와 조금에 

따라 에너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빈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

스이기 때문에 계절별 차이를 일으킬 수는 없다.

  다음으로 파랑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을―겨울철에 파고가 상

대적으로 높고, 봄―여름철에 파고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6). 즉, 파랑 에너지가 봄철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 거리에 비해 가을―

겨울철의 긴 이동 거리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

을 및 겨울철의 자갈 이동에 대해 파랑 에너지가 우세한 환경에 의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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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방포 해빈은 겨울철에 북서계절풍

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Han et al., 2012), 이에 의해 강한 

파랑 에너지가 영향을 미쳐 자갈 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자갈의 이동 방향이

다 (Figure 25a, 28, 29a, and 30). 특히 방포 해빈의 북부에 위치한 추

적자가 가을―겨울철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북서계절풍의 영향

으로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강한 파랑이 먼저 해빈 북부에 영향을 미쳐 자

갈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해빈 남부에서는 해빈면의 자갈이 상부로 밀쳐지는 방향성만을 보

이고 폭풍범의 이동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ure 25b 

and 29b), 이는 북서계절풍에 의한 파랑 에너지가 해빈 북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북서계절풍에 의해 발생한 북서쪽에

서 접근하는 파랑이 해빈 북부에 먼저 영향을 주고난 후, 에너지가 감쇄되

어 해빈 남부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갈 이동 경

향을 통해서 해빈 지점별 파랑 에너지의 영향 정도를 추정하였지만, 해빈 

접근 이후의 파랑 에너지 감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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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Approach direction of tide current during flood tide 

near Bangpo Beach.

  북서계절풍에 의해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파랑의 영향이 강한 가을―겨

울철을 제외하고 나면 일상적인 에너지 조건에서의 자갈 이동을 주도하는 

프로세스는 조석이 우세한 환경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igure 37은 방

포 해빈 주변의 조류의 흐름을 간략하게 도시한 것으로, 특히 그림 내 빨

간색 화살표는 창조류의 접근 방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조류의 흐름이 

낙조류에 비해 창조류 때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방포 해

빈에 적용시켜 보면, 가을―겨울철의 강한 파랑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아닌 일상적인 에너지 조건에서는 창조류의 접근 방향인 북쪽으로

의 흐름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조류의 흐름을 계절별 자갈 이동 방향과 종합하여 해석하면,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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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철 북서계절풍에 의해 발생한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파랑 에너지 우세에 

의한 자갈 이동이 봄철이 되면서 중지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조석 에

너지 주도의 북쪽으로의 이동이 점차 시작되어 봄철에 추적자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ure 26 and 27). 그리고 여름

철에 가을―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봄과 가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전혀 없

기 때문에, 오로지 일상의 조석 에너지 중심의 영향으로 북쪽으로의 자갈 

이동이 방해받지 않고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여름철에 급작스럽게 강한 바람과 함께 

파랑이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자갈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후 비교를 하지 못하여 그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고도가 높아 큰 이동이 발생하지 않던 해빈 남

부 폭풍범의 자갈 이동을 일으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만

을 짐작할 수 있다.

  파랑 및 조석 에너지 차이를 바탕으로 계절별 자갈 이동 거리의 차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에 의해 발생한 북서쪽에서 접

근하는 파랑 우세 환경에 따라 방포 해빈의 자갈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흐

름을 보인다. 하지만 파랑 에너지의 영향이 약해지면 대조차 환경에서의 

남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창조류에 의한 조석 에너지 우세 환경에 따라 자

갈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겨울

철에는 북서계절풍에 의한 파랑 에너지가, 여름철에는 대조차 환경에 따른 

조석 에너지가 방포 해빈의 퇴적물 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5.3. 자갈의 해빈 내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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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한 자갈 이동 경로 등을 통해 방포 해빈의 자갈이 겨울철에는 

남쪽으로, 여름철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해빈 내부에서의 퇴적물 순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

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Figure 38. Mean center change of tracer during 

each monitoring periods in northern part of 

Bangpo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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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Mean center change of tracer during each 

monitoring periods in southern part of Bangpo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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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8 및 39는 해빈 북부 및 남부에서의 추적자의 중심 평균의 변

화를 모니터링 시기에 맞추어 정리한 그래프이다. 즉, 화살표 한 번의 이

동이 1회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2015년 2월에 

투입한 추적자의 경우 총 8회의, 2015년 12월에 투입한 추적자는 총 2회

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이동이, 여름철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이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만이 아니다. Figure 38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빈 

북부의 경우에는 2015년 2월에 투입한 추적자의 중심 평균이 남쪽에서 북

쪽으로,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였으며, 특징적인 것은 1년 이상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전체적인 중심 평균이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Figure 39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빈 남부의 경우에는 2015년 2월

에 투입한 추적자의 중심 평균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는 해빈 북부의 경우에는 자갈이 계절 변화를 거치면서 남쪽과 

북쪽을 오가면서 순환하지만 남쪽으로의 이동이 조금 더 강한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빈 남부의 경우에는 남쪽과 북쪽을 오가

는 자갈의 순환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년 이상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수년

간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해빈 전체적인 변화를 확인한 것 또한 

아니기에 방포 해빈 자갈의 순환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해빈 내 자갈 순환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모니터링을 수행한 기간 동안에 해빈 북부에

서는 남쪽으로의 흐름이 강하기는 하지만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순환이, 

해빈 남부에서는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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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고 본다.

Figure 40. Tracing major tracers for monitoring periods 

movement confirmed sediment cycling trends within Bangpo 

Beach.

  실제 지속적으로 이동 경로가 잘 확인된 주요 추적자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Figure 40). BP-256 추적자는 해빈 북부의 해빈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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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214 추적자는 해빈 북부의 폭풍범에, BP-009 추적자는 해빈 남부의 

해빈면에 투입되었으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남쪽과 북쪽, 해빈의 상부와 

하부를 오가며 해빈 내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40).

  주변 기반암 해식애 및 파식대를 해빈 자갈의 기원지로 가정하고 해빈 

내 자갈 순환을 결부시켜보면 다음의 논의를 할 수 있다. 해빈 양 끝에 위

치한 해식애 및 파식대의 주변에는 기반암에서 직접 공급된 각력질의 암

편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암편이 해빈으로 공급되면 지속적인 순환에 

의해 원마되어 현재의 해빈 자갈과 같이 둥글둥글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

다. 또한, 연구 결과 해석을 통해서 해빈 내의 자갈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원마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기반암이 해빈 자갈의 주요 기원지일 

것으로 판단되며, 방포 해빈의 자갈 암종 대부분이 기반암과 동일한 사암

인 것을 통해서 이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원지 확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광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5.4. 해빈 자갈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적인 요인

  앞서 해빈 내 자갈의 이동 과정에 대한 추적과 이동을 발생시키는 에너

지 환경, 해빈 내 자갈의 순환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자연적인 영

향만을 다룬 것이다. 하지만 방포 해빈은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고 해빈 상

부 넘어서는 팬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빈 남쪽 끝의 해식애를 넘어서

는 방파제가 건설되어 있어 인간에 의한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위적인 영향 정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

지만, 여러 가지의 인위적인 간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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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포 해빈은 여름철에 해수욕장으로 개장되어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자갈 해빈 상부의 도로 주변으로는 여름철에 

푸드 트럭을 비롯하여 각종 임시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폭풍범의 평탄면에 

평상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지점에서 해빈으

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확인하

였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포 해빈의 자갈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등

의 간섭은 없었으며, 인간 활동이 집중된 부분이 자갈 이동 모니터링 연구

를 수행한 지점과는 다른 지점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위적으로 지형을 변형시키는 것은 모

니터링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람들이 해수욕을 위하여 이동하

는 과정에서 일부 자갈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간섭은 지형 변화나 자갈 이동의 계절 변화 경향을 왜곡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해빈 남쪽에 위치한 방포항에 건설되어 있는 방파제의 역할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파제는 방포항의 북쪽에 

위치하여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에 의한 강한 파랑 에너지를 막기 위해 설

치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에 수직 방향으로 방파제가 건설되면 파랑이

나 조류의 흐름을 차단하게 되어 주변 연안의 퇴적물의 수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형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모니터링 실험 동안

에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방파제 건설 이후 방포 해빈 남쪽에 위치한 꽃지 해빈에서 공급되는 모래

가 차단되고 방포 해빈의 외해에서 모래 준설을 하여, 방포 자갈 해빈 하

부의 사질 간석지가 축소되고 이의 연쇄 작용으로 상부의 자갈 해빈이 침

식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부 모래의 침식에 따른 상부 자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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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 침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추

후에 방파제의 수력학적인 역할과 더불어 모래의 퇴적물 수지까지 추가적

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6. 태안 방포 해빈 연구의 소결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자갈 해빈 퇴적물 이동과 지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조차 및 복합 자갈 해빈의 특성을 가진 태안 방포 해빈을 대상으

로 추적자 이동 모니터링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적자 위치 변화를 통해 확

인한 자갈의 이동 경향은 겨울철에는 해빈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여름철에

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빈 

내의 자갈이 계절 변화에 따라 해빈의 남북을 순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계절별 이동 거리 및 방향과 주요 자갈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비

교해본 결과, 겨울철의 자갈 이동은 주로 북서계절풍 및 이에 의해 발생한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 여름철에는 주로 

대조차 환경에 의한 남쪽에서 접근하는 창조류로 대표되는 조석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의 자갈 이동 모니터링과 결과 해석을 통해 지형 변화와 그 요인 

등을 밝혀낼 수 있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지속적인 

자갈 이동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형 변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자갈의 기원지에 대한 해석 및 인간 

간섭의 영향 연구가 추가된다면 방포 자갈 해빈에 대해서 더욱 많은 정보

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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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례 연구 3. 독도 자갈 해빈의 퇴적상 및 자갈 기원

지 평가 연구

1. 독도 자갈 해빈 퇴적상 분석 연구의 필요성

  독도는 대한민국 동해의 북위 37°14′ 및 동경 131°51′―131°52′에 위치

해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한다

(Figure 41a).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총 91개의 섬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1982년에 천연기념물,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 2000년에 특

정도서, 그리고 2012년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독도는 주변 해역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기 때문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의 매장, 생태 환경의 보고 등의 다양한 가치

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국가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의 의미로 독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독도에 대

한 영토 교육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지형학 분야에서도 독도의 일

반 지형 개괄, 독도 해저를 포함한 지형 분류, 타포니 (tafoni)와 같은 미

지형 연구, 지질공원에 대한 소개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Jeon, 2005; 

Hwang and Park 2007; Kang et al., 2008; Kang and Sung, 2009; 

Hwang et al., 2009; Kim, 2013; Song, 2015). 하지만 독도 지형 연구

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독도에는 여러 곳의 몽돌 해안, 즉 자갈 해빈이 위치하고 있으며 

(Jeon, 2005; Hwang and Park, 2007), 대표적인 곳은 동도 서쪽의 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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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변의 것이다 (Figure 41b and c). 자갈 해빈은 그 지역의 기반암과 

퇴적물 공급, 파랑 에너지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반암의 침식과 자갈의 공급 과정, 파랑 에너지의 역할 등

을 확인할 수 있다. 자갈 해빈의 형성 프로세스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방법

으로 최근에는 자갈 추적자 연구가 이용되고 있지만 (Han et al., 2014; 

2017), 현지 조사 여건상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갈 

해빈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퇴적상 분석이 독도 자갈 해빈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갈 해빈의 퇴적상 분석은 현재 해빈에 놓인 퇴적물들의 입도 및 형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퇴적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퇴적 과정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Landon (1930)의 연구에서 시작된 자갈 해빈의 퇴적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Bluck 1967; 1999; 2011; Orford, 1975; 

Williams and Caldwell, 1988; Sanders, 2000; Han, 2013). 퇴적상 분

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갈 이동 과정을 추적하거나 지형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갈 해빈 내 퇴적물의 위치와 이동 조건의 해석을 통해 파

랑 에너지 조건과 같은 지형 형성 프로세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자갈 해빈의 퇴적물 이동 역학 연구에서 활용되는 지형면 

변화 분석이나 추적자 연구와는 달리 장비나 특정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도 자갈 해빈에 대한 퇴

적상 분석과 주변 기반암 및 암설과의 비교를 통한 자갈 해빈의 지형 형

성 프로세스 확인 및 자갈의 기원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통하여, 독도의 해안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침

식이 우려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 153 -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접근성이 떨어

지는 지역에 위치한 자갈 해빈의 퇴적상 연구 방법론의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연구 지역: 독도 자갈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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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Location of Dokdo Island and sampling points of 

Dokdo gravel beach. a)’s red star is the location of Dokdo Island. 

b) is the landscape photo of Dokdo gravel beach that is located 

in northern part of Dong-do port. c) is satellite image and 

sampling points in the gravel beach. The yellow dotted line is the 

area of the beach in June 14, 2016. Yellow (beach face) and white 

(storm berm) circles are gravel measure points.

  본 연구는 독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도 선착장 북쪽의 자갈 해빈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갈 해빈의 규모는 길이가 50 m, 폭은 5―10 m 정도

로 소규모이며, 포켓 비치 (pocket beach) 형태로 자갈이 퇴적되어 있다 

(Figure 41b and c). 해빈의 지형적인 특징으로는 해빈면과 폭풍범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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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분되어 잘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Figure 41b). 이는 해빈이 지속

적으로 다양한 파랑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며, 안정적인 해빈 상태를 이루

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빈면의 경사가 급하고 페블 크기 이상의 자

갈로 이루어져 있어 자갈 해빈의 구분으로는 순수 자갈 해빈에 속한다 

(Jennings and Shulmeister, 2002).

  독도의 지질과 형성 시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Sohn 

and Park, 1994; Kim, 2000; Lee et al., 2002; Song et al., 2006;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2). 독도

는 울릉도와 더불어 동해의 열점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으로 제안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가정이 독도 남동쪽의 해산의 발견으로 그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Nakamura et al., 1990; Tatsumoto and 

Nakamura, 1991; Lee et al., 2002; Song et al., 2006).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분출 시기의 연대 측정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울릉도가 독도에 비

해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독도 남동쪽의 해산으로부터 독도, 울릉

도 순으로 고정된 열점에서 분출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Song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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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Geological map of Dokdo Island. Red rectangle is the 

partial extension of Dokdo gravel beach (modified from Sohn 

(1995) and Shim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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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Rock 
type

Sohn and 
Park 
(1994)

Kim
(2000)

Lee et al.
(2002)

Song et 
al.

(2006)

Stage
1

Trachyte 
Ⅰ

2.65±0.17
―

2.38±0.16
Ma

2.74±0.43
Ma

Stage
2

Basaltic
Agglomerate

4.6±0.4
Ma

2.42±0.05
―

2.28±0.12
Ma

2.47±0.15
Ma

2.06±0.14
Ma

3.70±0.34
Ma

3.67±0.40
Ma

Stage
3

Trachyte 
Ⅱ

2.7±0.1
Ma

2.38±0.1
―

2.28±0.20
Ma

Stage
4

Trachyte 
Ⅲ

2.7±0.1
Ma

2.89±0.43
Ma

Stage
5

Trachyte 
Ⅳ

2.5±0.1
Ma

2.16±0.20
Ma

2.13±0.20
Ma

Stage
6

Trachyte 
dike

2.13±0.29
Ma

1.89±0.29
Ma

Table 13. Comparison of K-Ar ages of the volcanics from Dokdo 

Island. It was modified Table 2. of Song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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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독도의 형성 연대에 대해서는 4.6±0.4―1.89±0.29 Ma의 연

대 범위를 가지며 (Sohn and Park, 1994; Kim, 2000; Lee et al., 

2002; Song et al., 2006), 각 기반암의 구체적인 분출 연대는 Table 13

과 같다. 독도의 지질을 분출 순서 및 암층서로 구분하면 하부 조면암 용

암, 괴상 응회질 각력암, 층상 라필리 응회암, 조면안산암 용암, 스코리아

성 라필리 응회암, 상부 조면암 용암, 각력암, 조면암 관입체, 조면암맥의 

9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42, Shim et al., 2010;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2). 그리고 연구 

지역인 독도 자갈 해빈 주변의 지질은 괴상 각력암 및 응회 각력암으로 

이루어진 동도 응회암을 중심으로 배후 사면 가운데에 암맥 형태로 관입

한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 42).

  독도의 기후 환경은 봄―여름철을 제외한 전 기간에 파고가 높은 편이

며, 여름철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높은 파고를 나타내는 날이 빈번하다. 측

정된 풍속을 바탕으로 한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파랑 출현 빈도는 

파고 2 m 이상인 일수가 1년 중 75일이며, 3 m 이상에 이르는 날도 26

일에 달한다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00). 이처

럼 독도는 매우 강한 파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환경이며, 특히 

외해에 위치한 도서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파랑의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대부분의 해안선이 절벽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부 파랑의 영향이 

약한 부분에 자갈이 퇴적되어 자갈 해빈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 지역인 

자갈 해빈 역시 서도로 인해 파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어려운 동도

의 서안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태풍이나 겨울철과 같이 강한 파랑 에너지

가 영향을 미칠 때에는 자갈 해빈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강한 파랑이 해식애 등에 부딪혀 비말 형태로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영향을 미쳐 응회암의 염풍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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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and Park 2007; Hwang et al., 2009).

3. 독도 자갈 해빈에서의 퇴적상 분석 방법 적용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장 조사 전 사전 

조사를 통해 시기별 면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는 관찰

을 통한 경관 분석을 수행하였고, 자갈 해빈의 퇴적상 분석을 위하여 총 

10지점의 자갈 300개에 대한 입도 및 형태를 측정하였다.

  3.1. 사전 조사 및 자갈 해빈 및 주변 지역 현장 관찰 및 경관 분석

  독도 자갈 해빈에 대한 현장 조사 전에 시기별 항공사진을 이용한 면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 지도 (http://map.daum.net)에서 제공

하는 시기별 항공사진을 통해 2008년・2009년・2011년의 자갈 해빈의 규

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현재 자갈 해빈 

면적과의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2016년 6월 14일에 독도에 입도하여 동도 선착장으로부터 자갈 해빈,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현장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갈 기원지의 

가능성이 높은 자갈 해빈 주변의 기반암 풍화 및 침식 상태를 확인하였으

며, 지속적으로 면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자갈 해빈의 현재 규모 범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해빈 내 자갈 입도 및 형태 분석을 위한 샘플링 지점

을 선정하였고, 기반암 시료 샘플링 지점 또한 확정하였다.

  3.2. 해빈 자갈의 입도 및 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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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를 통해 확정한 해빈 규모를 통해 대략 10 m 내외의 간격으

로 해빈면에 6지점, 폭풍범에 4지점의 자갈 측정 지점을 확정하였다 

(Figure 41c). 각 지점에서 30개씩, 총 300개의 자갈에 대하여 장경・중

경・단경・원마도를 측정하였다. 원마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측정 방식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visual chart를 활용하였으며 (Krumbein, 1941), 

측정된 값을 수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입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각 크기별 퇴적물의 무게를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장경 (longest axis, L)・중경 (intermediate axis, 

I)・단경 (shortest axis, S)을 이용하여 geometric mean (Illenberger, 

1991, ) 값을 구하고 이를 무게를 대신하는 값으로 활용하였다. 사

전에 다른 지역의 자갈에 대한 geometric mean 값과 무게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갈의 geometric mean과 무게 사이에 r=0.908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얻었으며, 따라서 무게를 대신하여 활용하기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GRADISTAT v8.0

을 이용하여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Blott and Pye, 2001), Folk 

and Ward의 logarithmic ϕ 방법을 이용하여 평균 입도 (mean), 분급 

(sorting),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를 구하였다 (Folk and 

Ward, 1957).

  해빈 자갈에 대한 형태 분석은 Zingg (1935)의 구분 방법을 활용하였

다. 이는 자갈의 장경과 중경의 비, 중경과 단경의 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각 비율의 2/3를 기준으로 하여 원반형 (disc)・칼날형 (blade)・구형 

(spherical)・막대형 (rod)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각 지점별 자갈의 형태 비율을 측정하였다.

  각 지점에 대해 측정된 입도・형태・원마도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지

점에 대한 퇴적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빈면과 폭풍범에 대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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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별 측정값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빈 지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

로 퇴적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4. 독도 자갈 해빈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하였다. 먼

저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갈 해빈의 시기별 면적 변화 및 현장 조사

를 통해 관찰한 독도 자갈 해빈 및 주변 지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술하

였다. 다음으로 자갈 해빈 지점별, 해빈면 및 폭풍범에 대한 자갈 입도, 

형태 및 원마도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4.1. 독도 자갈 해빈에 대한 시기별 면적 변화 및 해빈과 주변 지형의 

분석 결과

Figure 43. Area change of Dokdo gravel beach according to time 

series (source: Daum map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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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자갈 해빈은 시기별 항공사진을 통해 면적 변화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3). 본 연구에서는 GPS 

및 현장 조사를 통한 2016년 6월 14일 현재의 해빈 면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진에서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2016년 현재의 자갈 

해빈 규모는 약 476 ㎡ 정도인 반면, 2008년에는 약 930 ㎡, 2009년에는 

약 730 ㎡,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약 914 ㎡에 달해 그 변동이 크며, 가장 

면적이 넓을 때와 현재와의 면적 차이는 2배에 달한다. 하지만 면적의 확

대 및 축소가 반복되는 상황이라 현재 침식 혹은 퇴적 우세 환경 여부는 

파악하기 힘들다.

  독도 자갈 해빈은 Figure 41b와 같이 해빈면과 폭풍범의 발달이 탁월

하다. 해빈면은 평상시의 파랑 에너지에 의한 스워시와 백워시의 반복으로 

발달하는 해빈 내 미지형이고, 폭풍범은 강한 파랑 에너지가 영향을 미쳤

을 때의 영향으로 발달하는 미지형이다. 즉, 해빈면과 폭풍범이 잘 발달하

였다는 것은 평상시와 강한 파랑 에너지의 영향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해빈이 현재의 다양한 파랑 에너지 환경에 적응이 완료되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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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Field survey observation of Dokdo gravel beach. a) is 

the joint development (yellow dotted line) of bedrocks. The middle 

part of bedrock is the trachyte dike. b) is the sea cliff of 

northern part of the gravel beach. c) and d) is beach gravels 

that are mixed various color, size and roundness.

  다음으로 자갈 해빈의 주변 지형 조사 결과, 배후 사면에는 괴상 및 각

력 응회암으로 구성된 동도 응회암과 암맥 형태로 관입한 조면암 사이의 

절리를 잘 관찰할 수 있다 (Figure 44a). 특히 절리 사이를 따라서 조면

암 중심의 각력 암설이 애추 (崖錐, talus) 형태로 퇴적되어 있는 것도 확

인하였다. 조면암질 각력의 암설로 이루어진 애추에서 해빈의 폭풍범 배후

로 퇴적물이 자연스럽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빈 북

쪽의 해식애는 동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해빈 배후 사면의 응회암과 마

찬가지로 타포니의 발달이 탁월하다 (Figure 44b, Hwang 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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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현재 자갈 해빈의 퇴적물 상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밝은 색의 조면

암질 자갈과 어두운 색의 각력 응회암에서 이탈된 자갈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와 원마도도 다양하다 (Figure 44c and d). 이를 

통해 해빈 자갈 공급지는 주변 지역의 기반암이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 독도 자갈 해빈의 입도, 형태 및 원마도를 이용한 퇴적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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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Results of grain size analysis in Dokdo gravel beach. 

BF001―006 are results of beach face. SB001―004 are results of 

storm berm. “beach face”, “storm berm” and “all” are average 

values.

  독도 자갈 해빈의 해빈면에서 6지점 (Figure 45, BF001―006), 폭풍범

에서 4지점 (Figure 45, SB001―004)씩 총 10개 지점에 대해 30개씩 측

정된 자갈에 대한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해빈면의 

자갈의 평균 입도는 –6.311ϕ, 폭풍범의 평균 입도는 –6.663ϕ를 나타내어, 

해빈면의 자갈이 폭풍범에 비해 세립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5). 또

한, 각 지점별 자갈의 평균 입도를 분석한 결과, 해빈의 북쪽과 남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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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인 해빈면의 BF001과 006의 입도가 해빈면의 다른 지점에 비해 조립

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5). 폭풍범의 경우에는 조면암 절리 및 하부

의 애추가 발달한 곳과 가까운 지점인 SB001과 003의 평균 입도가 폭풍

범의 다른 지점에 비해 조립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5).

  자갈 해빈의 지점별 분급은 전체적으로 분급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으

며, 특히 폭풍범의 SB001 지점은 더욱 분급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Figure 45). 왜도의 경우에는 해빈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나, 폭풍범의 SB003은 세립한 쪽으로 치우친 반면, SB001은 조

립한 쪽으로 치우쳐서 차이의 폭이 컸다 (Figure 45). 그리고 첨도의 경우

에도 왜도와 유사하게 해빈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첨하는 경향을 보인 반

면, 폭풍범에서는 SB001 지점이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45). 분급・왜도・첨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빈면은 해빈 

내 지점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폭풍범의 경우에는 지점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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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Results of grain shape analysis in Dokdo gravel 

beach. BF001―006 are results of beach face. SB001―004 are 

results of storm berm. “beach face”, “storm berm” and “all” are 

average values.

  입도 분석과 동일한 지점의 자갈에 대해 입도 분석과 더불어 형태 분석



- 168 -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 분석에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Zingg (1935)의 구분에서 구형과 막대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원반형

과 칼날형을 다른 그룹으로 묶어, 2개의 그룹으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

다. 이러한 구분의 목적은 구형 및 막대형 같은 원형의 자갈은 구르는 방

식의 이동 양상을 보이는 반면, 원반형과 칼날형의 납작한 자갈은 부유하

는 방식의 이동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갈 해빈의 전체적인 형태는 해빈면에서 원형의 자갈 비율이 38.3%, 

납작한 자갈의 비율이 61.7%, 폭풍범에서 원형의 자갈 비율이 30%, 납작

한 자갈의 비율이 70%를 나타내어, 폭풍범에서 해빈면에 비해 납작한 형

태의 자갈이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46). 

해빈면과 폭풍범의 지점별 자갈 형태 비율을 보면, 해빈면에서 해빈의 가

장 남쪽인 BF006과 북쪽인 BF001, 002에서는 원형의 자갈 비율이 43.3―

53.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해빈 중앙부인 BF003, 004, 005에서는 

23.3―33.3%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풍범의 경우에도 해빈의 남

쪽인 SB003, 004와 가장 북쪽인 SB001에서는 원형의 자갈 비율이 33.3―

36.7%인 반면에, 해빈 중앙부인 SB002에서는 16.7%에 불과하였다. 지점

별 해빈 내 자갈의 형태 분포에 대해 종합해보면, 해빈면에 비해 폭풍범의 

납작한 형태의 자갈 비율이 높으며 해빈면과 폭풍범 모두 해빈 중앙으로 

갈수록 납작한 자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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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point Roundness

BF001 0.83

BF002 0.80

BF003 0.82

BF004 0.79

BF005 0.73

BF006 0.74

SB001 0.76

SB002 0.82

SB003 0.71

SB004 0.70

Beach face 0.79

Storm berm 0.75

All 0.77

Table 14. Results of roundness in Dokdo gravel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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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eometric 

mean and roundness.

  마지막으로 해빈 자갈에 대한 원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Krumbein 

(1941)의 visual chart를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라고 할 수는 없

지만 이를 통해서 지점별 원마도의 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해빈

면과 폭풍범의 원마도를 보면 각각 0.79와 0.75를 나타내었다 (Table 

14). 일반적으로 해빈면의 자갈은 평상시의 파랑 에너지에 의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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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식을 받기 때문에 원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자갈 측정 지점별로는 뚜렷한 방향

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Table 14).

  따라서 전체 자갈에 대해 추가적인 원마도 관련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

반적으로 기원지로부터 공급된 자갈은 점차 마식되면서 세립화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갈 크기에 

대해 앞서 입도 분석에서 활용한 geometric mean 값을 이용하여 원마도

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Geometric mean과 원마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ure 47, r=-0.142*, 

p＜0.05). 이를 통해 자갈의 입도가 증가할수록 원마도가 불량해진다는 관

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음의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독도 자갈 해빈 연구 토의

  5.1. 기반암 침식 및 풍화 방식에 따른 자갈 공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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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Bed rock weathering and rock fragment. a) is the 

honeycomb tafoni growing up in trachyte dike. b) is the talus 

composed of angular trachyte fragment. c) is the tafoni growing 

up in tuff breccia. d) is two types beach gravels originated in 

tuff breccia.

  독도 자갈 해빈 주변의 기반암은 각력질의 암편이 매트릭스 물질과 섞

여 있는 동도 응회암과 조면암 암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해식

애로 둘러싸인 포켓 비치의 경우, 주변에서 공급된 물질이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입부에 퇴적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독도 자갈 해빈 역시 주변 

지역의 기반암에서부터 공급된 암설이 해빈에 퇴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반암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되어 퇴적되는지, 현재에도 지속적

으로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빈 자갈의 공급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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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의 침식 및 풍화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실제 해빈 주변을 

관찰한 결과, 조면암의 경우에는 일부 벌집 풍화 형태의 타포니가 발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빈의 배후사면에 위치하여 응회

암과의 절리 형태의 경계부를 따라서 각력질의 암설이 애추의 형태로 퇴

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8a and c). 이는 배후 사면

의 조면암의 벌집 모양 타포니와 같은 풍화 형태로는 세립한 입자만을 공

급할 수 있는 반면, 절리 경계부를 따라서 물리적 풍화로 공급되는 조립질

의 각력 암편이 애추 형태로 퇴적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해빈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빈 주변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각력질 암편

이 포함된 동도 응회암의 침식 및 풍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하면, 우선 동

도 응회암에는 타포니의 발달이 매우 탁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44b and 48b, Hwang and Park, 2007). 독도의 주요 기반암 

중 하나인 응회암의 풍화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

었다 (Jeon, 2005; Hwang and Park, 2007; Hwang et al., 2009). 응회

암에 발달한 타포니는 홀로세 중기 해수면 안정화 이후의 파식에 의해 형

성된 해식애 등지에 위치하여 해수면 안정화 이후에 형성되었으며, 현재까

지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wang and Park, 2007; 

Hwang et al., 2009). 또한 타포니의 발달 과정은 해안에서 강한 파랑에 

의해 발생한 염분이 포함된 비말이 해식애에 스며들어 건조되어 쐐기 작

용 및 염풍화 작용을 일으켜 각력 응회암의 각력들을 이탈시키며 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Jeon, 2005; Hwang and Park, 2007; Hwang et al., 

2009). 이는 염풍화가 연안 환경에서의 타포니 발달에 기여한다고 본 다

른 지역에서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Kim et al., 2014; Kim, 2014; 

Shin et al., 2017). 따라서 배후 사면 및 해식애에서 이러한 풍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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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탈된 각력 암편이 자갈 해빈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도 응회암의 각력 암편의 주요 암종은 현무암, 조면현무암, 스코리아 등

으로 보고되었는데 (Shim et al., 2010), 실제 자갈 해빈에서도 응회암 기

원 자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Figure 48d의 노란색 원), 

동도 응회암의 염정 성장에 따른 염풍화와 이에 따른 각력의 이탈이 또 

하나의 주요해빈 자갈의 기원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도 응회암 기원 자갈 중에서 암편에 매트릭스 물질이 붙어있

거나, 매트릭스 물질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Figure 48d의 

흰색 원). 이는 염풍화와 타포니 발달 과정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다. 염풍화가 진행될 경우, 매트릭스 물질은 세립의 입상으로 제거되는 것

이 일반적이며, 본 연구 지역과 같이 암편과 매트릭스 물질이 함께 괴상으

로 공급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해식애의 파랑에 의한 직접 침

식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해식애를 구성하고 있는 동도 응회암

이 파랑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직접 침식을 받아 각력과 매트릭스가 결합

된 형태, 혹은 매트릭스 물질만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탈되어 마식을 

받아 자갈 해빈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매

트릭스 물질이 조면암질 자갈이나 응회암 각력 기원 자갈에 비해 강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빈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현재 해식애가 직

접적인 파랑의 침식으로 후퇴하여 지속적으로 응회암질 자갈을 해빈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자갈 해빈 퇴적상 해석을 통한 기반암 기원지 평가

  앞선 토의에서 기반암의 침식 및 풍화 방식 차이에 따라 자갈의 공급 

방식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면암의 경우에는 배후 사면의 절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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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화 및 침식으로 인한 각력의 조면암질 암설이 애추 형태로 퇴적되어 

있다가 자갈 해빈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동도 응회암의 경우에는 염풍

화에 의한 타포니 성장 과정에서의 각력 이탈 및 해식애에서의 직접 침식

을 통한 자갈 공급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자갈 해빈 퇴적상 분석 결과

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조면암질 자갈의 경우에는 각력의 조립 형

태로 배후 사면에서 공급된다고 보았는데, Figure 45의 평균 입도를 확인

하면 폭풍범에 위치한 SB001・SB002・SB003・SB004의 네 지점 중 절리 

발달 및 애추 퇴적체와 가까운 SB001과 SB003의 입도가 다른 지점에 비

해 조립하다. 일반적으로 해빈 물질은 공급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세립화되

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역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SB001과 SB003 

지점은 가까운 곳에서 자갈을 공급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갈 형태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기반암으로부터 공급된 자갈은 점차 마식

을 받으면서 납작한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고되었는데 (Landon, 1930), 폭

풍범의 지점별 형태 비율을 보면 SB001, SB003 및 SB004 지점에서 가운

데 지점인 SB002로 갈수록 납작한 형태의 자갈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46). 즉, 조면암질 암설이 해빈으로 공급되는 지점

에서 멀어질수록 납작한 자갈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조면암 기원의 자갈은 배후 사면의 절리로부터 이탈된 각력의 암편

이 자갈 해빈으로 직접 공급되고 점차 이동되어 마식되는 과정을 거쳐 퇴

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자갈 해빈 내 퇴적상을 통해서 추정

할 수 있었다. 또한, 해빈 배후의 애추는 일부 식생 피복이 덮여 있는 곳

도 있지만 조면암 절리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암설이 이탈되어 공급되는 

상태이기에 자갈 해빈의 퇴적물 기원지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76 -

  다음으로 각력질의 동도 응회암의 경우에는 타포니 성장에 따른 암편 

이탈 및 해식애의 직접 침식에 의한 공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를 자갈 해빈 퇴적상 분석을 통해 해석해보았다. 동도 응회암의 타포니가 

잘 발달한 곳은 해빈 북쪽의 해식애이며, 파랑에 의한 직접적인 침식 역시 

마찬가지 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쪽 지점의 경우에도 그 배후의 응회

암에서 타포니를 잘 관찰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조면암의 기원지 

평가와 동일하게 기원지에서 멀어질수록 마식을 받아 세립해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해빈의 북쪽 및 남쪽의 자갈의 평균 입

도는 해빈 중앙부에 비해 조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퇴적상 분석 결과

로 평균 입도는 특히 해빈면에서 해빈 북쪽 (BF001・BF002) 및 남쪽 

(BF006)에서 중앙부 (BF003・BF004・BF005)로 갈수록 세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5). 자갈의 형태에 대해서도 해빈면을 중심으로 해빈 

북쪽 (BF001・BF002) 및 남쪽 (BF006)에서 중앙부 (BF003・BF004・

BF005)로 갈수록 납작한 자갈의 비율이 증가하여 더욱 긴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Figure 46), 이는 해식애나 해빈 외부에서 공급

된 자갈이 점차 중앙부로 이동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갈 해빈 퇴적상 분석을 통해 조면암과 마찬가지로 동도 응

회암의 경우에도 기반암 특성상의 암설 공급 방식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해식애에서 타포니 성장에 의해 각력 암편이 이탈되거나 파랑에 의한 직

접 침식을 받아 해빈으로 직접 공급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현

재 해빈에서 아직까지 마식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응회암 기원의 현무암

질, 조면현무암질, 스코리아성의 자갈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회암의 매트릭스 물질이 암편과 결합해있거나 매트릭스 물질

로만 이루어진 자갈이 확인되기 때문에, 해빈 배후 산지의 조면암과 더불

어 해빈 주변 동도 응회암 해식애는 지속적으로 침식을 받으며 자갈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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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적물 기원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3. 독도 자갈 해빈의 현재 상태와 향후 변화 가능성

  앞선 토의에서 자갈 해빈의 퇴적상 분석을 통해 독도 자갈 해빈 주변의 

기반암의 공급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 기반암에

서 지속적으로 풍화와 침식이 발생하여 자갈 해빈으로 물질 공급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도의 보존과 관리 측

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해안 지형에서도 가장 역동

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해빈의 물질 공급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갈 

해빈의 퇴적물 수지 관리 등의 보존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독도가 파랑에 의한 침식과 기반암 풍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면적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반암 노출 연대와 

같이 직접적인 침식 속도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암 풍화 및 침

식에 의한 결과인 해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획득도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회성의 현장 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

로의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기본 작업으로 현재 상태의 독도 자갈 해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자갈 해빈에 대한 입도 및 

형태 측정을 통한 퇴적상 분석은 실제 기존 연구들에서도 해빈의 상태 기

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Bluck 1967; 1999; 

2011; Orford, 1975; Williams and Caldwell, 1988; Sanders, 2000; 

Orford et al., 2002; Han, 2013). 특히 자갈 해빈의 경우에는 모래 이하

의 입자와는 다르게 자갈의 형태가 퇴적물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퇴적상 분석이 의미있는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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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독도 자갈 해빈은 시기별 면적 변화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임을 앞서 시기별 항공사진에서의 면적 변화를 통해 살펴

보았다 (Figure 43). 일반적으로 해빈의 면적이 계속 변화하는 것은 퇴적

물의 공급이나 파랑 에너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도 자

갈 해빈 역시 이러한 환경 조건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

만 2016년도의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자갈 퇴적량의 차이는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숫돌바위와 현재 해빈 사이에도 해수면 아래 자갈이 

많이 퇴적되어 있어 추가적인 자갈 공급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원래 규모

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즉,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자갈 해빈이 침

식 우세인지 퇴적 우세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해빈의 자갈이 바다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의 자갈 해빈에서의 해빈면과 폭풍범의 입도 및 형태 차이를 바탕

으로 한 퇴적상 해석을 통해 현재 어떠한 파랑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자갈 해빈의 해빈면에 비해 폭풍범의 

입도가 더욱 크며, 그 경사도 전형적인 순수 자갈 해빈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ure 41b and 45). 이를 통해 현재 평상시의 파랑 에너지에 의

해 지속적으로 해빈면의 자갈이 마식을 받아 세립한 반면, 폭풍범의 자갈

은 배후 사면의 조립 퇴적물 공급 및 강한 파랑에 의해서 공급되는 조립

의 자갈이 퇴적되어 조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갈의 형태 비율 역시 해빈면 보다 폭풍범에서 납작한 평태의 자갈 비

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6). 강한 파랑 에너지가 영향을 

미칠 때 원형의 자갈이 구르는 형태로 쉽게 이동하지만, 납작한 형태의 자

갈 역시 부력에 의해 쉽게 떠서 해빈면에서 폭풍범으로 이동되기 쉬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 (Bluck 1967; Orford, 1975; Williams and Cal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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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하지만 평상시의 파랑 에너지 조건이 되면 원형의 자갈은 중력에 

의해 다시 해빈면으로 돌아오는 반면, 납작한 형태의 자갈은 폭풍범과 같

은 해빈 상부에 남아있게 된다 (Bluck 1967; Orford, 1975; Williams 

and Caldwell, 1988). 독도의 자갈 해빈 역시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갈 해빈이 해빈면과 폭풍범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평

상시의 파랑 에너지 영향과 더불어 때때로 태풍과 같은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 폭풍범을 형성하고 있는 해빈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독도 자갈 해빈은 지속적인 기반암으로부터의 암설 공

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빈면과 폭풍범의 퇴적상 해석 결과로는 해

빈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져 다양한 에너지 조건의 영향을 받는 일반적

인 자갈 해빈의 퇴적상을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별 면

적 변화가 활발하여 퇴적이나 침식이 우세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독도 자갈 해빈의 퇴적상 분석을 통하여 독도 기반암에서 지속적인 퇴

적물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독도 지반의 

안정성과 침식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특

히 본 연구에서 기반암의 풍화 특성 차이로 인한 퇴적물 공급 방식의 차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해빈 주변의 기반암 후퇴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회암의 경우에는 타포니 성장에 따른 암편 이탈과 

파랑에 의한 침식으로 더욱 빠른 속도의 침식이 발생할 것이며, 조면암의 

경우에는 애추 형태의 사면이 발달하기는 하였지만 응회암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풍화나 침식이 심하지 않아 그 형태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독도 자갈 해빈 주변의 해식애가 응회암 기반암인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응회암 중심의 침식이 나타난다면 나중에는 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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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기반암이 먼저 침식되고 해빈 배후 중앙의 조면암만 남아 마치 시스택 

(sea stack)과 같은 형태로 지형이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까지 연구가 매우 부족한 독도의 지반 안정성 확인, 독도의 미래 변화 예

측 및 독도의 가치 보존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자갈 해빈

을 비롯한 지형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당 기간 동안의 자료 축적을 통하여 독도 보존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6. 독도 자갈 해빈 연구의 소결

  본 사례 연구에서는 독도 기반암의 침식과 자갈의 공급 과정, 파랑 에너

지의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갈 해빈에 대한 퇴적상 분석 및 주변 

기반암에 대한 풍화・침식 특성, 이를 바탕으로 한 해빈 자갈의 기원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자갈 해빈의 주변 기반암에서의 퇴적물 공급은 기반

암의 풍화 및 침식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해석

은 실제 자갈 해빈의 퇴적상 분석 결과를 통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독도의 침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반암 풍화 및 침식으로 인해 

물질을 공급받는 자갈 해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독도 

자갈 해빈은 지속적으로 암설이 공급되고 있으며, 해빈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져 일반적인 자갈 해빈의 퇴적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시기별 자갈 해빈의 면적 변화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

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1회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갈 해빈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독도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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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장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자갈 해빈의 현재 상태 및 그 기원지인 

기반암의 물질 공급 방식 및 방향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획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기반암의 침식과 풍화 과정에 대한 해석의 

한 방안으로 자갈 해빈의 퇴적상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는 독도의 

침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독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연구에 기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의 자갈 해빈 

연구 방법론 정립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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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 논의

1. 거제 여차 해빈과 태안 방포 해빈의 자갈 이동 비교

  본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 연구로 거제 여차 해빈과 태안 방포 해빈에서 

RFID 추적자를 이용하여 자갈 이동에 대해 직접적인 추적을 수행하였다. 

두 사례 연구를 통해서 거제 여차 해빈에서는 태풍에 의한 일시적인 자갈 

이동을, 태안 방포 해빈에서는 계절 변동에 따른 장기간의 자갈 이동을 각

각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사례 연구의 자갈 이동을 비교한다면 각각

의 조건에서의 자갈 이동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9. Comparison of Yeocha and Bangpo Beach tracer 

movement distance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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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9는 여차 해빈과 방포 해빈의 추적자 이동 거리를 일수로 환산

하여 계산한 그래프이다. 여차 해빈은 태풍에 의한 해빈면과 폭풍범의 자

갈 이동 거리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수에 대한 환

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였다 (Figure 49). 방포 해빈은 계절별 자갈 

이동 거리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미 사례 연구에

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본 비교에서는 해빈 북부와 남부의 자갈 

이동 거리 차이를 바탕으로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Figure 49).

  거제 여차 해빈의 경우에는 사례 연구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상당히 긴 

자갈 이동 거리를 기록하였다 (Figure 14 and Table 10). 이를 태풍이 

영향을 미치기 전과 후의 모니터링 기간 (2일)으로 환산하면, 해빈면에 위

치한 자갈은 하루 평균 약 6 m, 폭풍범에 위치한 자갈은 약 1 m, 전체적

으로는 약 1.62 m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9). 다음으로 

방포 해빈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438일)의 전체 이

동 거리를 환산하면, 해빈 북부에 위치한 자갈은 하루 평균 약 0.2 m, 해

빈 남부에 위치한 자갈은 약 0.18 m, 전체적으로는 약 0.19 m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9).

  거제 여차 해빈 및 태안 방포 해빈에서의 추적자 이동 거리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 태풍 및 계절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자갈 이동 거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제 여차 해빈은 태풍에 의한 강한 파랑 에너지의 영

향으로 계절 변동에 의한 방포 해빈에 비해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8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태풍에 의한 강한 파랑 

에너지가 짧은 기간 동안의 급격한 자갈 이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동 거리

라는 수치로 확인되었다. 태풍에 의한 자갈 이동 거리는 폭풍 조건에서의 

자갈 이동을 추적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llan 

et al., 2006; Grottol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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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한반도에 발달한 자갈 해빈은 환경 조건에 따른 이동의 차이

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남해안은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에 주

로 위치하여 태풍에 의한 강한 파랑에너지로 급격한 자갈 이동이 발생하

는 것을 RFID 추적자의 이동 추적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서해안은 겨

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봄―여름철에 비해 긴 이동 거리를 보이지만 

남해안에 비해서는 짧은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추적자 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기존에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던 남해안 자

갈 해빈에서의 태풍에 의한 영향과 서해안 자갈 해빈에서의 겨울철 북서

계절풍과 조석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RFID 추적자 실험을 통해 실제 자

갈 이동을 측정함으로써 이동을 일으키는 프로세스의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RFID 추적자 방법론은 자갈 이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사이 동안의 자갈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Allan et al., 2006; Curtiss et al., 2009; 

Bertoni et al., 2010, Grottoli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이동 거리의 차이가 절대적인 자갈 이동 프로세스의 에너지 혹은 정도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이동 거리의 차이를 통해서 프로

세스의 에너지 조건에 대한 간접적인 해석은 가능하나 이를 통해 에너지

의 정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거제 여차 해빈과 태안 방포 해빈의 회수율 차이를 통해 지

형 변화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제 여차 해빈의 경우에는 

앞서 사례 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태풍 직후의 자갈 이동 모니터링에

서 전체 32.5% (75/200), 투입 지점별로는 해빈면에서 10% (10/100), 폭

풍범에서 65% (65/100)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태안 방포 해빈의 

경우에는 여름철의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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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기록하였다 (Figure 33). 이렇게 두 지역의 회수율이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을 지형 변화와 결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해서 지형이 상당히 변화할 경우에는 추적자의 매적이 

탐지 범위 이상으로 발생하여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Curtiss et al., 2009; Miller et al., 2011; Chapuis et al., 2014). 이를 

본 연구의 사례 연구 결과 비교에 적용해본다면, 거제 여차 해빈의 회수율

이 특히 해빈면에 투입한 추적자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태풍에 의한 강

한 파랑 에너지가 두터운 활동층을 만들어 자갈이 뒤섞이게 만들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태안 방포 해빈의 회수율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은 겨울철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도 태풍과 같은 극한 에

너지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해빈의 활동층이 두텁지 않게 발달하여 해빈

의 자갈이 표층에서 주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거제 여차 해빈과 태안 방포 해빈의 에너지 조건의 차이에 따른 지형 변

화의 정도를 RFID 추적자 실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었다.

2. 독도 자갈 해빈 연구의 중요성과 제언

  본 연구에서의 세 번째 사례 연구로 독도 동도 선착장 주변의 자갈 해

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두 사례 연구와는 다르게 RFID 추적

자 방법론을 활용하지 못하고 퇴적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이는 독도 자갈 해빈 연구에 여러 제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도

라는 지역은 강한 파랑에 의해 수시로 배가 결항되어 접근이 제한되기 때

문에, 다른 지역에서처럼 RFID 추적자 실험을 위하여 시료를 반출하고 특

정 이벤트 혹은 장기간의 자갈 이동 과정을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또한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시료를 반출하는 것과 섬에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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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이 많은 상황에서도 현장 조사 및 퇴적상 

분석을 통하여 해빈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주변 해식애 및 배후 산지에서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해빈의 상태는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

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사례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독도의 침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독도의 보존 및 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제의 자갈 이동 과정에 대해서는 추적

할 수 없었으며, 자갈 해빈의 구성 물질을 통해 간접적인 해석을 할 수 밖

에 없었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록 여러 제한 조건이 있지

만 독도 자갈 해빈에서도 RFID 추적자 실험과 같이 퇴적물의 이동 과정을 

직접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독도 자갈 해빈의 실제 퇴적물 이동 과정

을 확인할 수 있다면 독도의 보존 및 관리에 더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독도 해빈의 변화 과정과 침식 정도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갈 이동 추적 연구의 추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 위치한 자갈 해빈을 대상으로 자

갈 이동 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남해안에서는 태풍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서해안에서는 계절 변화를 중심으로 한 자갈 이동의 추적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해안에서는 태풍에 의한 영향으로 특히 해

빈면을 중심으로 자갈 해빈 퇴적물이 상당히 긴 거리를 이동하며, 자갈 해

빈이 자연방파제로서의 기능이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해안에

서는 봄―여름철의 조석에 의한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자갈 이동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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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에 따른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해 북쪽에서 남

쪽으로의 자갈 이동이 탁월한 것과 해빈 내에서 자갈이 순환하고 있는 것

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자갈 퇴적물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던 자갈 이

동 프로세스를 RFID 추적자의 이동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용된 최초의 RFID 추적

자 연구라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 활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앞으로의 자갈 이동 추적 연구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

고자 한다.

  우선 RFID 추적자 방법론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추

적자 회수율이 기존 연구들에 비해 저조한 것은 아니지만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장비 개선 등을 통하여 높은 회수율을 보장하

여야 한다. 이에 RFID 기술 이외에도 자성 물질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안 환경에서의 더욱 많은 연구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서해안을 대표하는 연구 지역으로 태안 방포 해빈을, 남해안을 

대표하는 연구 지역으로 거제 여차 해빈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를 통해 서해안 혹은 남해안의 자갈 해빈 이동 프로세스를 모두 밝혔다

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다른 곳에 위치한 자갈 해빈에서의 추적자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한 지역에

서도 추가적으로 또 다른 태풍에 의한 자갈 이동 차이, 더욱 장기간의 모

니터링을 통한 해빈 변화의 추세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갈 해빈 이동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자갈의 입도 및 형태에 따

른 차이를 규명해야 한다. 거제 여차 해빈에서는 태풍과 같은 강한 에너지 

조건에서는 자갈 이동 과정에서 자갈의 입도 및 형태의 차이가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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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환경 조건에서 자갈의 입도 및 형

태가 자갈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안 지역 외에 하천에서의 자갈 이동 추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실제 외국 연구에서는 하천에서의 자갈 이동을 추적하는 연구

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Nichols, 2004; Carré et al., 2007; Lamarre 

and Roy, 2008a; 2008b; Chapuis et al., 2015). 우리나라에서 자갈 하

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수가 매우 부

족하며, 직접적으로 자갈 이동에 대해 추적한 연구는 전무하다 (Yang, 

1997; Kim, 1999; Yang et al., 2014; Lee and Kim, 2015). 이에 본 연

구에서 적용한 RFID 추적자 방법론과 같이 실제 자갈의 이동을 추적하는 

실험을 통하여 하천에서의 자갈 이동, 특히 여름철 홍수에 의한 이동을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자갈 이동 추적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많은 연

구가 수행된다면 연안 및 하천에서의 자갈 이동 프로세스를 더욱 정밀하

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안 지역의 침식 관리와 

하천의 홍수에 따른 하상 퇴적물 관리 등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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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남해안, 서해안 및 동해상에 위치한 자갈 해빈

을 대상으로 하여 지형 특성에 대한 분석과 자갈 이동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연구가 부족하였던 자갈 해빈이라

는 지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자갈이라고 분류되는 조립 퇴적물에 대한 입도・형태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실제 자갈이 이동되는 과정을 직접 추

적할 수 있는 RFID 추적자 방법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 및 성공적

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해안 환경 특성을 보이는 거제 여차, 태안 

방포, 독도 해빈에 대해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획득

할 수 있었다.

  사례 연구의 첫 번째로, 순수 자갈 해빈과 포켓 비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철 태풍에 의한 급격한 지형 변화를 겪는 거제 여차 해빈을 

대상으로, RFID 추적자를 통한 퇴적물 이동과 지형 변화를 통한 태풍에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거제 여차 해빈에서는 2015년 15호 태풍 고니에 의해

서 자갈 퇴적물이 침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해 상부

로 이동하고, 태풍 이후에는 다시 해빈 하부로 이동하여 자연 방파제로서

의 역할이 탁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 하에서는 

자갈이 집단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갈의 입도 및 형태에 따른 이동 차이

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거제 여차 해빈 연구는 극한 파랑 에너지

에 의한 자갈 이동을 RFID 추적자 방법론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사례 연구로, 태안 방포 해빈은 복합 자갈 해빈이라는 해빈 특

성 및 대조차 환경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으며, RFID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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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계절별 자갈 이동의 차이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 및 이에 의한 강한 

파랑 에너지에 의해 자갈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 여름철에는 대조차 

환경에서의 창조류 접근 방향에 의해 자갈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 그

리고 해빈 내 자갈이 순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포 해빈 연구는 

RFID 추적자 방법론에 의한 장기간의 퇴적물 이동 추적이 성공적으로 적

용된 것과 추적자 이동을 통해 지형 변화와 프로세스 등을 추정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 사례 연구로, 독도 동도 선착장 주변에 위치한 순수 자갈 해빈의 

성격을 가지는 자갈 해빈에서는 접근이 매우 어렵고 조사 시간이 제한되

는 상황에서의 퇴적상 분석을 지점별로 정밀하게 수행하였다. 독도 자갈 

해빈 주변 기반암의 침식과 풍화 과정에 의해 해빈으로 자갈이 공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해빈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독도 자갈 해빈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존의 의미가 높

은 독도의 침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독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연

구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갈 해빈 연구의 방법

론 정립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판단된다.

  한반도 연안에 발달한 다양한 환경 조건의 자갈 해빈에 대해 적용 가능

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지형 특성 및 퇴적물의 이동 추적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였으며, 각각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지형학적 정보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미진하였던 자갈과 자갈 

해빈 연구의 효시 (嚆矢)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의 검증과 추가적인 연구 과제들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초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자갈 해빈 사례 연구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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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자갈 해빈은 연안 침식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우

리나라에서 적용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거제 여차 해빈 연

구를 통하여 실제로 강한 파랑 에너지 조건에서도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

를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안 침식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갈 해빈의 침식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자갈 이동 

과정 추적을 통한 퇴적물 수지 검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해서 인공 방파제 등을 통한 강성 공법

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에서는 인공적인 자갈 해빈을 조

성하여 연안 침식을 방지하는 연성 공법에 대한 실험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Bertoni et al., 2013; Grottoli et al., 2015; 2017). 따라서 국내에

서도 연성 공법을 통한 연안 침식 방지 대책 수립시에 본 연구를 통하여 

인공 자갈 해빈의 퇴적물 구성・인공 자갈 해빈 조성 이후의 모니터링・

인공 자갈 해빈의 연안 침식 방지 효과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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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racking 

sediment movement in gravel 

beach, Korean Peninsula

Han Mi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about coastal 

erosion due to climate change and measures to prevent it. It is 

known that gravel beach, which is a common geomorphological 

feature in coastal regions, is effective in preventing coastal 

erosion. However,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avel 

beach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in Korea and abroad until 

no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ediment 

movement processes and geomorphological form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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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ravel beach through establishing a methodology on 

sedimentary facies and sediment movement tracing of gravel 

beach and applying to the field. This study is composed of 

results of methodology and case studies on three areas developed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ethodology part of the study, 

researches were performed that grain size and shape 

measurement to analysis sedimentary facies on gravel beach and 

the RFID tracer methodology to tracking gravel movement 

directly.

  In the first case study, we analyzed the response of gravel 

beach to the typhoon through sediment movement tracking by 

RFID tracer and topographic change for Geoje Yeocha Beach, 

which has classified pure gravel beach and pocket beach. In the 

beach, sedimentation was predominant due to the response to 

typhoon, named Goni in 2015, rather than erosion. We have 

confirmed that the beach has excellent natural breakwater 

function against typhoons. Furthermore, under strong wave 

energy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gravel movement 

according to the grain size and shape of gravel, and gravels 

were transported collectively. In this case study, the processes of 

gravel movement by extreme wave energy was successfully 

identified using RFID tracer application.

  In the second case study,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seasonal gravel movement through a long-term monitoring using 

RFID tracer on Taean Bangpo Beach which was a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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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el beach and showed a macro-tidal environment. In the 

winter, gravel was transported to the south due to the strong 

wave energy caused by the northwest monsoon. In the summer, 

gravel was transported to the north due to the flood current 

direction in a large tidal range environment. This case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successfully applied the 

long-term sediment movement tracing by RFID tracers.

  In the last case study on Dokdo Beach, which has classified 

pure gravel beach, the precise sedimentary facies analysis was 

conducted at various points within the beach under the situation 

where field survey is limited. This case study confirmed the 

processes of supplying gravel to the beach by erosion and 

weathering of bedrocks around the beach and the currently 

stable condition of the beach. Also, it was possible to contribute 

to Dokdo Islan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erosion processes in the island. Especially, 

meaningful results could be suggested for establishing a research 

methodology on gravel beach with low accessibility.

  This study is more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on gravel 

beach and sediment movement in Korea where related studies 

are insufficient. We will carry out further studies for additional 

sup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coastal erosion prevention effect 

of gravel beach,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studies 

to prevent coastal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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