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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언 건설이후 낙동강 삼각주 말단 주변의 지형변화 

검성환 

Landform Changes around the Southern part of 
Nakdong River Delta after Barrage Construction 

Kim, Sung Hwan 

요약 : 낙동강 삼각주는 하천의 유로와 분류(分流)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지형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87년 

낙동강 하구언의 건설은 낙동강 하류지역의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하천의 퇴적물 공급이 줄어들고 해양 영력이 강 

하게 되어 삼각주 말단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삼각주의 말단에 위치한 다대포 해안 

에는 새로운 퇴적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지형 분석 결과 새로운 지형이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형형성 과정에서는 파랑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퇴적구조는 외해쪽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 

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파랑에 의한 작용이 지배적이며 지형의 성장방향이 해안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새로이 형성된 사주지형은 과거 삼각주 전면에 형성된 사주섬들과 연결되어 여러 개의 사주섬이 

연속해서 이루어진 사주열을 형성한다. 낙동강 삼각주의 말단부는 하구언 건설 후에도 본류의 유로를 기준으로 동 

쪽에 위치하는 다대포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주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주요어 : 삼각주， 지형변화， 하구언， 하구역， 사주섬， 지형형성 프로세스， 성장 국면 

Abstract: N때dong River Del없 벼S 아~n changed as Nakdong River channel and its distributary were diverted. In 

November 1987, the ∞nstruction of Nakdong River Barrage brought environmental changes in Nakdong River 

Estuary. It was expected that the construction phase of Nakdong River Delta would cease becau않 the 않diment 

discharge of the river 똥emed to decrease abruptly and wave activities to become dominant. In Dadaepo 1α:ated at 

the southem 맹rt of Nakdong River Delta, however, new alluvial landforrn emerged. The topographic analy성S of this 

area reveals the landforrn, divided by 디dal runnel is para1lel to the shoreline. S어irnent an외ysis shows wave dominant 

characteristic and offshore growing structure. Such results are interpreted as representing that wave activities are 

dominant in gener머 and that the landforrn progresses seaward. Connected to the n잉ghboring 벼rrier islands, it forrns 

a barrier ridge. The bωld-up of new landforrn and the construction pha않 of Nakdong River Del떠 seem to ∞뼈1ue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Barrage, mainly in the westem coast of Dadaepo. 

Key Words : delta. landform change , barrage , estuary , barrier island , sand bar. construction phase 

유입할 때 유속의 감소로 운반하던 물질이 퇴적 

되어 이루어진 지형을 말한다. 삼각주는 지형이 

평탄하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생산력이 높은 토 

1. 연구배경과연구목적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카이로 

나 미국의 뉴올리안즈처럼 대도시가 입지하거나 

1.1 연구배경 대규모 경작지로서 인간활동의 주요한 터전이 

삼각주는 일반적으로 하천이 바다나 호수로 되고 있다. 과거 지질시대에 형성된 삼각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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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내에는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집적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삼각주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 

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동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하 

류지역 1) 에 삼각주가 형성되어 었다. 낙동강 삼각 

주의 광범위한 평야지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낙 

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은 인접한 대도시와 임해공 

단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한 

다. 천연기념물 제 179호로 지정된 철새도래지 을 

숙도를 중심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가 되어 생태학적 

인 가치도 매우 큰 곳이다. 

낙동강 하류지역은 낮은 하상경사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대조시 만조위 때에는 염수의 유입으로 

비롯되는 피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새로운 교통로와 매립에 의한 생활권 확장이 

라는 목적과 자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대 

립되는 가운데 낙동강 하구언이 건설되었다(한국 

수자원공사. 1988; 반용부， 1995). 

낙동강 하구언의 건설은 낙동강 하류지역의 미 

기후， 수문， 지형，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에 천반적 

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구， 산업， 공공시설， 교통 

등의 사회경제적 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하구언의 건설이 낙동강 하류지역에 미친 

영향이 복합적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여러 측 

면에서 필요하며 자연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 연 

구가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다 2) 지형변화에 관 

한 연구 역시 낙동강 삼각주 지형이 인간과 생태계 

의 중요한 생활 터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2 연구목적 

삼각주가 형성되는 하구역( estuary3) )은 담수와 

염수가 만나는 지역으로 두 수괴의 혼합에 따른 

복잡한 순환양상이 나타나고 담수와 염수에 의해 

이동되는 물질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구 

역은 해양이나 육상과는 달리 물리 · 화학적인 변 

화가 빈번한 동적인 환경이다. 하구역 내에서 인 

공 구조물의 건설은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 

물의 공급과 퇴적분지 내에서의 재분배 과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의 삼각주 형성 프로세 

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낙동강 삼각주는 삼각주의 형성에 밀접한 관련 

을 갖는 하천의 유로와 분류(distributary ) 가 변화 

함에 따라 지형의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그림 4 참조). 1987년 낙동강 하구언의 건설은 하 

천의 퇴적물 공급을 제한하고 담수와 염수의 교환 

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지형형 

성 양상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1998) 의 연구는 하구 

언의 건설 이후 닥동강 삼각주는 닥동강에 의한 

퇴적물의 공급이 거의 줄어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파랑에 의한 해양 영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상하였다 4) 

그러나 1987년과 1996년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 

과 기존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여전히 낙동강 삼 

각주 말단5) 의 일부분인 다대포 해안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로운 지형이 형성 

되어 성장하고 있는 다대포 해안의 지형형성 양상 

1) 여기서 하류지역은 하구역 (estuary) 의 개념과 달리 낙동강의 유로 중 양산천과 합류하여 낙동강 삼각주를 형성하며 남 

해로 유입하는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의 남쪽， 부산시 서쪽 지역의 하류부분을 지칭한다. 

2) 부산지방환경청， 1992, 낙동강 하구언 축조전후 주요환경 변화조사 
인제대학교， 1992, ‘낙동강 하구의 자연환경 및 생태변화’， 인제대학교 환경연구소 제1회 환경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부산대학교 · 부산발전연구원 . Ramsar Center ]apan, 1998, 낙동강 하구 습지의 보전과 관리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199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존대책 연구 

3) 하구역 (estuary) 에 관한 정의는 연구분야와 연구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Pe뼈， 1995). 염하구로도 불리는 하구역은 
주위의 육지로부터 크고 작은 강에 의하여 담수의 영향이 정규적으로 해수에 미치며， 외해와의 해수순환이 가능한 강 
입구(또는 만)으로서의 연안 해역을 지칭한다. 

4)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1998,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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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형형성에 작용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면 하 

구언의 건설로 인해 삼각주 지형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구언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지 

난 100여 년간에 걸친 낙동강 하류지역의 유로 변 

화와 삼각주 지형의 변화를 살펴본 후， 하구언 건 

설 이후 삼각주 말단의 지형변화를 다대포 해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형도와 항공사진 

분석을 실시하며 지형형성에 작용하는 프로세스를 

밝히기 위해 표충퇴적물과 주상시료를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하구언 건설 이후 성장이 

지속되던 낙동강 삼각주 말단의 지형에 어떠한 변 

화가 생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동향 

2.1 삼각주에 관한 연구동향 

삼각주에 관한 연구는 주로 퇴적학적인 관점에 

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미시시피강 하구에 발달 

한 삼각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를 삼각주 

의 모델로서 인식하고 다른 유형의 삼각주와 퇴적 

과정과 퇴적상(facies) 에서의 유사성을 밝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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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Ellio1:. 1986). 이후 전 

세계에 걸친 삼각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삼 

각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유형의 삼각주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별성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었고 근대 삼각주 연구의 흐름이 

라고 할 수 있는 삼각주 환경의 다양성 규명으로 

전환되었다 6) 

삼각주 퇴적환경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 

력으로 삼각주 환경 내의 퇴적물 공급과 분배과정 

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7) 를 바탕으로 삼각주에 관 

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다(조성권 둥， 1995). 퇴적 

환경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 삼각주에 관한 연구는 

삼각주의 형성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것과 삼각주가 형성된 이후 일어나는 변 

화를 밝히는 것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삼각주의 형성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측면의 연구는 강 하구에서 하천 유출수 

의 분산형태와 동력학적인 변화를 퇴적물의 이동 

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하구역 내에서 하천， 파랑， 

조류의 작용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8) 

삼각주가 형성된 이후 나타나는 지형변화에 대 

한 연구는 삼각주 지형의 성장과 쇠퇴에 작용하는 

5) 낙동강 삼각주를 구성하고 있는 최하부의 지역을 여러 가지로 지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삼각주 지형에서 가장 최근 
까지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기폰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단(末端)으 

로지칭하기로 한다. 
6)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삼각주의 대표적인 연구사례는 미시시피강 삼각주(미국) , 북극지방 삼각주， 라인강 삼각주(네덜 

란드) , 에브로강 삼각주(스페인) , 포강 삼각주(이탈리아) , 나일강 삼각주(이집트)， 캔지스강 삼각주(방글라데시)， 양즈 
강 삼각주(중국) 둥을 들 수 있다(J. Cæstal Res., 1998, 14(3) , pp. 695-858) 

7) 이러한 분류에는 B얹wd (1965) 의 조족상(birdfi∞t) - 폐엽상(lobate) - 호상(arcuate) - 첨상(αlspate)으로 구분하는 고 

전적인 분류， Coleman과 Wright(1975) 의 모래 퇴적물의 분포형태에 따른 여섯 가지 형태의 분류， Galloway(1975) 의 하 
천， 조류， 파랑이라는 삼각주 지형 형성요인의 상대적 영향에 따른 삼각주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8) Wright, L. and Coleman, J., 1973, “Mississíp생 River mouth processes effluent dynamics and morphologic development" , 
J. Geo1., 82, pp. 751-778 
Hub벼rd， D., Oert려， G. and N띠nmedal， D., 1979, “The role of waves and 디dal currents in the development of ti때l-inlet 

때irnen떠ry 않mαures and 잃nd 'oody geomeσy examples from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and Geαgia" ， J. 
Sedim. Petro1., 49(4), pp. 1073-1092 
Coleman, ]., 1988, ‘Dynarnic 뼈nges and processes in the Mi.ssissippi River del떠’ ， Bull. Ge이. Soc. Am., 100, pp. 999-
1015 
Orton, G. and Rea마19， H., 1993, “V없hility of deltaic prα:ess in terms of sedirnent supply, with 맹rtic띠X 앉np떠sis on 
gram 생ze" ， s어irnentology， 40, pp. 475-512 
Lotfy, M. and Omran, F., 1993, ‘S어irnent 벼1ance in the nearshore zone of the NiJe Del'떠 cæst, Egy야"， J. Coasta1. 
Res., 9(3) , pp. 65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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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9) 

2.2 낙동강 삼각주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지리학에서의 낙동강 삼각주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째는 삼각주가 발달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지형분류와 삼각주 지형의 시기별 형성과 변화\0) 

이며， 둘째는 낙동강 삼각주 내에 분포하는 퇴적 

물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11) 

지질학과 해양학적인 측면에서는 퇴적물의 기원 

과 운반과정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2) 

낙동강 삼각주의 지형분류에서 권혁재 (1973)는 

낙동강 삼각주를 상부 삼각주， 하부 삼각주， 삼각 

주 주변분지의 세 가지 지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 

다. 상부 삼각주는 망상하도의 발달과 관련된 하 

중도로 이루어진 지형이며， 하부 삼각주는 비치리 

지 (beach ridge)의 연속으로 형성된 해안평야와 간 

석지， 사주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각주 주변분지 

는 하천으로부터 퇴적물의 공급이 미약한 저습환 

경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낙동강 삼각주 지형의 

시기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반용부 

(1986)는 지형도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주의 둥 

장과 성장방향， 간석지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였 

다. 오건환(1992)은 낙동강 삼각주 지형의 형성과 

정을 미지형의 배열과 퇴적층의 내부구조 및 고환 

경의 특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삼각주 지형 내에 분포하는 퇴적물의 특성을 밝 

히는 연구에서 반용부(1984， 1986)는 삼각주 지역 

의 표충퇴적물 특성분석과 현지 조사를 통해 닥동 

강 삼각주와 낙동강 하구의 간석지， 연안사주의 

성장과 퇴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박진효(1994)는 

닥동강 하구역 최남단에 위치한 사주의 표충퇴적 

물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외해와 내해 환경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낙동강 하구역의 퇴적환경에 

관한 연구로 김원형 • 이형호(1983) 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분포하는 표충퇴적물의 입도분석과 광물분 

석을 통하여 삼각주 전면 사주군 퇴적물의 기원과 

운반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이유대 · 최광선 (1983)은 

연안 해빈사의 퇴적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지난 수 십 년간 낙동 

강 삼각주 지형의 성장과 변화， 퇴적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낙동강 하구언이 건설 

9) oeπeL G., 1977, “Geomorpruc cycles in Ebb Deltas and re닙ted pattems of shore erosion and accretion" , J. Sedim. Pet., 
47(3) , pp. 1121-1131 
M패man， 1., Qin, Y. and Ren, M., 1987, ‘Man’ s influenæ on the erosion 뻐d transport of sediment by Asian rivers : the 
Yellow River example" , J. Geol., 95, pp. 751-762 
Smith, S. and Abdel-Kader, A., 1988, ‘cæ앉al erosion abng the Egyptian Delta" , J. Coastal Res., 4, pp. 245-껑5 
Day, 1. ]r. and Templet, P., 1989, ‘Consequences of 않a level rise: implications from the Mississippi Det떠"， Coastal 
Manage. , 17, pp. 241-257 

10) 권혁재， 1973, ‘닥동강 삼각주의 지형연구 지리학， 8， pp. 8-23 
__ , 1976, “낙동강 하류지방의 배후습지성 소호 지리학， 14, pp. 1-8 
반용부， 1984, ‘낙동강 하구의 간석지 지 리 학연구， 9, pp. 537-559 

, 1986, ‘닥동강 하구 연안사주 지형 부산여대 논품집， 21, pp. 463-518 
__ , 1987, 낙동강 삼각주의 지행과 표충퇴객물 분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건환， 1992, “낙동강 삼각주의 형성과정 부산지 리， 1, pp. 1-16 

11) 반용부， 1987, 천게서 
박진효， 1994, ‘낙동강 삼각주 말단에 발달하는 신사주의 퇴적물 특성 부산지리， 3, pp. 33-45 

12) 과학기술처， 1975, LANDSA T에 의한 낙동강 하천수의 유입확산경로 조사 

박성재， 1976, “부산지역의 지반과 토질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부산대자연과학논문집， 21, pp. 69-81 
이유대 · 최광선， 1983， “부산일원 연안해빈사의 퇴적학적 연구 광산지질， 16(2) , pp. 65-78 
김원형 · 이형호， 1983, “낙동강 하구지역 퇴적물 운반 및 퇴적에 대한 고찰 지질학회지， 16(3) , pp. 180-188 
이유대 · 김창원， 1990, ‘낙동강 하구역 퇴적환경연구:퇴적작용 및 중금속 분포 한국해양학회지， 25(4) , pp. 182-188 
이유대 · 박진오， 1992, ‘낙동강 하구수역의 현생퇴적 영역 부산대자연과학논문집， 54, pp. 227-236 
한국수자원공사， 1994, 닥동강 하구둑 퇴사 거동 특생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김재중 · 김기철 · 이정만， 1995, “낙동강 하구에서의 부유사 거동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9(1)， pp. 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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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 나타나는 인위적인 환경변화를 파악하 

기 위한 연구가 자연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13) 

그러나 하구언 건설 이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지 

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 

았다. 

3 연구의 이론적 배경 

3.1 삼각주 지형의 구성요소 

삼각주는 저조시(low-디de) 에 대기에 노출되는 

수면상 삼각주(subaer않1 del떠)와 저조시에도 드러 

나지 않는 수면하 삼각주(subaqueous delta) 로 크 

地理學論輩 第36號 (2000. 8). 33-62. 

게 나눌 수 있다(Wright， 1985; 그림 1 참조). 수 

면상 삼각주는 상부 삼각주 평원 (upper delta 

plain) 과 하부 삼각주 평원(lower delta plain) 으로 

나뀐다. 하부 삼각주 평원은 하천과 해양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육지 쪽으로 조류의 

영향이 미치는 곳까지가 해당된다. 상부 삼각주 

평원은 하천의 영향이 지배적인 삼각주 평원으로 

염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삼각주 

평원의 퇴적물은 하천의 분류를 통하여 분산 · 퇴 

적된다. 

수면하 삼각주는 삼각주 지형이 대양 쪽으로 성 

장해 나아가는 기반을 이루는 부분이다. 수면하 

삼각주는 다시 전(前)삼각주(prodelta) 와 삼각주 

그림 1. 삼각주의 지형구성(Wright， 1985에서 재구성) 

13) 오건환， 1988， 천 게 서 

부산지방환경청， 1992, 전게서 
인제대 학교， 1992, 전 게 서 
한국자원연구소. 1994, 훤격탐사 용용연구 : 낙동강 하구둑 건셜전후의 지질환경 변화 연구 
부산대학교 • 부산발전연구원 . Ramsar Center ]a맹n， 1998, 전게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1998, 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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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delta front)로 나쉰다(조성권， 1995). 전삼각 

주라는 명칭은 삼각주가 대양 쪽으로 성장하는 데 

에서 비롯된 것으로 삼각주의 대양 쪽 한계선을 

이룬다. 

삼각주 전면은 삼각주 평원에서 대양 쪽으로 이 

어 진 조하대 (subtidal wne) 에 존재 하는 부분으로 

파랑， 조류， 연안류 등 여러 가지 해양 영력이 공 

존하는 지역이다. 삼각주 전면에는 파랑의 작용에 

의한 사주(잃nd bar) 가 조류의 영향이 클 경우에 

는 해안선에 직각 방향으로 형성되고， 파랑의 작 

용이 우세한 경우에는 해안션에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된다. 

3.2 삼각주 지형형성 프로세스 

삼각주의 형성과 퇴적과정의 패턴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다양한 

요인 가운데 호수나 해양으로 유입하는 하천의 유 

출수(eff1uent) 가 하구에서 정체수(arnbient f1ow)와 

만나서 분산 · 혼합되는 동력학적 변화과정이 가장 

:n 
ζ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조류나 파랑， 연안류에 

의한 퇴적물의 운반이나 조정작용도 중요한 작용 

을 한다(W right, 1985). 

1) 하천 유출수의 동력학적 변화 

하천 유출수가 해양으로 유입할 때에는 관성 

(inertia force) , 유출수와 하상의 마찰력 ( friction) , 

부력 (buoyancy) 이라는 세 가지 힘의 작용을 받게 

되어 분산과 퇴적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Wright와 Coleman, 1975). 관성은 유출수의 유속 

에 의해， 하상의 마찰력은 하구의 수심과 유출수 

와 정체수 간의 밀도차에 의해， 그리고 부력은 마 

찰력과 부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유출수 

의 관성과 하상의 마찰력이 클 경우 유출수는 난 

류성 확산(turb띠ent diffusion) 으로 정 체 수와 급속 

히 혼합되어 하구에 조립질의 퇴적체를 형성한다. 

정체수 부력의 작용이 클 경우에는 유출수가 보다 

외해 쪽으로 멀리 확산되어 하상하중의 경우는 하 

구에 퇴적이 이루어지고 세립질의 부유하중의 경 

그림 2. 하천， 파랑， 조류의 작용에 따른 삼각주 분류 
(Galloway, 197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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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삼각주 전면을 거쳐 전삼각주에 이르기까 다. 무분별한 식생 파괴나 경작지의 확대는 퇴적 

지 퇴적이 이루어져 하구에서 외해 쪽으로 연속되 물 공급을 증가시켜 삼각주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는 수면하 퇴적지형 (subaqueous bar)을 형성한다. 수도 있다(Bird， 1995). 

삼각주의 죄퇴국면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2) 하천， 파랑， 조류의 작용 요인으로 설명된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삼각주 

하천의 작용이 조류나 파랑 연안류 둥의 작용 의 죄퇴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subsidence) 와 

에 비해 우세할 경우 삼각주는 외해 쪽으로 전친 퇴적분지의 침강에 의해 삼각주 지형은 후퇴하게 

한다. 하천의 지류는 천해역에 이르기까지 발달하 된다(Coleman， 1988).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삼각 

여 수면하에 자연제방을 형성하고 해안선에 직각 주의 쇠퇴는 하천 상류부에 치수를 위한 댐이나 

방향으로 사질 퇴적체가 형성된다. 여러 개의 지 인공호수의 건설로 인한 퇴적물 공급의 감소에 기 

류에 의해 형성된 사질 퇴적체는 조족상 삼각주 인한다. 삼각주의 쇠퇴는 해안 침식에 따른 해안 

의 형태를 이룬다. 지류와 지류의 사이에는 저습 평야(때S때 p때n) 와 해안습지(c없stal we떠nd) 의 

지 환경을 이루는 미립질로 구성된 만입부가 형 소실을 동반한다(Noest 둥， 1995). 

성된다. 

파랑의 작용이 우세할 경우에는 하천에 의해 하 

구에 퇴적된 사칠 퇴적체가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 제 2 장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의 사주로 형성된다. 이러한 사주를 구성하는 퇴 

적물은 내륙 쪽에 풍성사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 

주의 연장된 성장은 석호환경을 형성하기도 한다. 1. 연구지역 개관 
조류의 작용이 우세한 강의 하구에는 밀물과 썰물 

에 의해 퇴적물이 이동되어 조류의 방향과 동일한 연구지역인 다대포 해안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 

방향의 사질 퇴적체가 형성된다. 그림 2는 하천， 동의 다대반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다. 과거 몰운 

파랑， 조류의 상대적 영향과 모래 퇴적물의 분포 도라 불리었으며 현재 몰운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 

형태에 따른 삼각주의 분류를 나타낸다. 분과 다대반도는 낙동강으로부터 운반되어 온 토 

사가 퇴적되어 연결된 육계사주 지형을 이루고 있 

3.3 삼각주 지형의 성장과 죄퇴 다. 다대포 해안은 서쪽으로 대안(對뿜)을 이루는 

삼각주의 지형형성은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물질 가덕도와 함께 낙동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하류지 

이 퇴적분지(뼈ime:뼈ryb잃in) 내에서 작용하는 역의 남단을 구성한다. 

파랑(wave) ， 조류(tide) , 연안류(Iongshore current) 

풍의 다양한 해양 프로세스에 의해 재분배되기 전 

에 일정한 수괴에 집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Wright, 1985; Elliot, 1986). 하천으로부터의 퇴적 

물 공급과 해양 프로세스에 의한 퇴적물 재분배의 

다대포 해안에는 길이 900m, 폭 100m의 해빈 

(beach) 이 형성되어 있다. 해빈의 전면에는 소조 

차의 해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안 단면이 완만하기 

때문에 조간대가 형성되어 넓은 간석지가 간조시 

과정이 상대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삼각주는 성장 드러난다. 하구언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다대포 해 

해 전진하는 시기 (construction p떠se)와 쇠퇴하여 안의 경우 삼각주 말단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후퇴하는 시기 (destruction p뼈se) 가 교차하여 나타 지역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955 

난다(S떠피ey와 Warne, 1998) . 삼각주의 성장국면 년 제작된 지형도에 나타난 해안선에 비해 현재의 

은 퇴적물 유출입의 균형이 유지될 경우 지속된 해안선은 최대 100m 정도로 폭이 증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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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낙동강 하류지역과 연구지역 

나타난다. 새로운 사주의 형성으로 낙동강 삼각주 

의 말단부가 외해 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함에 따라 

다대포 해안은 진우도에서 새등을 거쳐 백합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삼각주 말단부의 동쪽 부분을 구 

성하게 되었다. 

낙동강 하구언의 건설 이후 다대포 해안에는 그 

동안의 해안선 변화와는 달리 새로운 지형이 형성 

되고 있다. 1996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기존의 

해빈과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새로이 형성된 

퇴적지형이 나타난다. 새로운 지형은 수면상으로 

노출된 부분과 간조시에만 드러나는 부분이 조수 

가 이동하는 통로에 의해 구분되어 나타난다. 

2. 연구방법 

2.1 지형변화의 추적 

1) 지형도와 항공사진 분석 

- 40 

1916년 이후 발간되어온 지형도를 이용하여 조 

사지역의 지형과 해안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 

형변화의 분석에는 국립지리원에서 촬영한 항공사 

진 분석을 통한 수면하 지형요소의 분석을 병행하 

였다. 항공사진은 지형도에 비해 대축척의 자료이 

며， 지형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수면하 지형요 

소의 변화와 파랑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지형 

변화의 분석에 사용된 지형도와 항공사진은 표 1 

과같다. 

2) 현지측량 

지형도 분석， 항공사진 분석 및 현지 답사를 통 

하여 연구지역의 대표적 지형요소인 해빈， 사주， 

간석지， 조수통로 등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4에서와 같이 해안선과 수직 방향으로 8개 

(A-H) 의 조사단면을 설정하였다. 조사단면은 

100m의 등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였다. 

연구지역의 규모로 인해 지형도나 항공사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형요소의 측정을 위해 광파측 

거 기 (Sokkia Total Station SET5FS) 를 이 용한 현 

지측량을 실시하였다. 광파측거기를 통하여 각 조 

사단면 별 수평거리와 수직고도를 측량하였다. 현 

지측량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지역 

지형요소의 분포를 확인하고 각 조사단면의 수직 

고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2.2 퇴적양상 분석 

1) 표충퇴적물 분석 

그림 4에 표시한 것처럼 표충퇴적물 분석에 이 

용한 시료는 8개의 각 조사단면을 따라 지형요소 

별(수중 Bar, 조수통로， 수면상 Bar, Bar 전 · 후변) 

로 총 36개를 채취하였다. 각 시료 중 100~150g을 

택하여 실험실에서 48시간 음건을 실시한 후 증류 

수를 이용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다. 

표충퇴적물의 입도분석 (partic1e size an머ysis)은 

체 진탕기 (sieve sh때er)를 이용하여 시료를 표준 

망체에 통과시켜 중량을 정밀 저울(O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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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지역 (조사단면， 시료채취지점) 

표 1. 지형분석에 이용한 지형도와 항공사진 

구분 도엽/도폭 제작연도 

가덕도 1916 

다대통 1956 

가덕 1965 

김해 1969 
지형도 

가덕 1973 

김해 977,1985,1998 

다대 1976,1988,1997 

%λ 1서」 ” 
한화부산 1967 

항공사진 
부산 1975 

경상 1987 

창원 1996 

TP2KS, 측정범위 2000~0.Olg) 로 측정하였다. 시 

료는 -1에서 4φ까지의 범위에서 1φ간격으로 입 

경을 구분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입경별 

시료의 구성비를 계산하고 입도분석에 따르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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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제작기관 

1/50.000 조선총독부 관동군사령부 

1/50,000 미 육군 측지부대 

1/50,000 1/25,000 국립건설연구소 

1/50,000 " 
1/50,000 " 
1/50,000 국립지리원 

1/25,000 " 
1/25.000 " 
1/5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종 통계치(평균입도， 분급， 첨도， 왜도)를 모벤트 

계산법 (Moment Method)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입도분석의 통계치를 통하여 표층 퇴적물의 물리 

적 특성과 각 지형요소간에 작용하고 있는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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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반 프로세스와 지형형성 인자를 추정하였다. 남해와 인접해 있어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2) 주상시료 분석 

퇴적구조와 퇴적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단면 중 수면 위로 나타난 사주와 수면하의 

사주가 교차하는 조사단면 E의 수중 Bar, Bar 전 

면부와 Bar에서 직경 75mm 길이 30cm의 주상시 

료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주상시료로부터 30x5x 

1cm 크기의 아크렬판 퇴적물 슬랩을 제작하여 x
선 사진 촬영 (M여el Hitec ISV-100A)을 실시하였 

다. 사진촬영은 lOcm의 거리에서 50kV, 3.5mA의 

조건이었으며 노출시간은 50-60초로 조정하였다. 

제 3 장 낙동강 삼각주 지형변화 

1. 낙동강 하류지역 개관 

1.1 기후 

낙동강 하류지역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가〈랴 350.0 | 
。 τ-。

(mm) 

250.0 

200.0 

150.0 1- T •••• 

보인다. 연구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4.9 0C이며 월 

평균 기온은 8월이 25.6 0C로서 가장 높고 1월이 

3.6
0

C로 가장 낮게 나타나 기온의 연교차는 22.0 0C 

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496.7mm이며 장마와 태풍 

의 내습기간인 6월에서 8월에 이르는 동안은 매월 

200mm이상의 강우를 나타내어 연 강수량의 53% 

이상이 집중된다. 연평균 풍속은 3.9%이며 월평균 

풍속의 분포는 걱울철에는 북서풍이 3.5~4.0%이 

고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3.7-4.4%로 겨울철에 비 

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1.2 수문 

낙동강 수문은 우리 나라의 다른 하천과 마찬가 

지로 유량의 변동이 심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14) 

낙동강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189.20mm이고 

연간 유출량(1959~ 1988년 평균)은 13,946 x 106rd 

이다(한국수자원공사， 1998). 연간 유출량의 약 

| 30 기온(t) 

l숫 강수량 15 
x 기온 

l웰 {옳 ul lJL~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그림 5. 낙동강 하류지역의 기온， 강수량 

14) 하천의 하상계수는 한강의 경우 390에서 충주댐과 팔당댐 건설후 %으로， 금강의 경우 300에서 대청탱 건설후 190으 
로， 섬진강의 경우 390에서 섬진강댐 건설후 270으로， 영산강의 경우 320에서 농업용댐 건설이후 130으로 나타나고 있 
어 세계적인 대하천인 양자강의 22, 메콩 35, 나일 30, 콩고 4에 비해 극히 유황이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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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낙동강 하류지역의 기온(t) ， 강수탤mm) ， 풍속<'5) 

자료 : 기상청기상연보J ， 부산， 1990-1998년 

62% 정도가 장마와 여름철인 7~9월 사이에 집중 이룬다. 양산천이 합류하는 경남 양산에 이르기까 

되어 있어 하천 유량의 변동을 나타내는 하상계수 지 낙동강은 많은 지류와 합류하며 경남 양산에서 

가 1 : 260이나 된다(이진원 둥， 1993). 이러한 여 남해로 유입하기까지는 넓은 하폭과 낮은 하상구 

름철 하천 유출량의 집중은 하천의 운반물질 유출 

의 집중을 가져온다. 홍수기 집중적으로 운반되어 

유출된 퇴적물은 해양 프로세스에 의해 다시 이동 

되어 조립질을 중심으로 사주 주변에 퇴적되어 삼 

각주 지형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닥동강 하류지역의 조석은 가덕도 표준항의 자 

료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고조간격이 8시간 18분 

으로 반일주기형 조석이며， 대조승 1.8m, 소조승 

1.3m, 평균해면 0.95m이다(국립해양조사원， 1999). 

조차의 범위는 소조차가 0.36m, 대조차가 1.24m로 

조차가 2m 이하의 범위에 속하므로 낙동강 하구 

역은 소조차 해안에 해당한다. 소조차 해안의 경 

우 지형형성에서 하천에 의한 담수의 공급과 파랑 

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Pethick， 1984). 

1.3 지형과 지질 

닥동강 삼각주는 동경 1280 50’ 에서 1290 00' , 북 

위 34
0

58' 에서 35
0

14' 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며 

남북간의 길이가 25km , 동서간의 폭이 15km 정도이 

다. 이 지역은 동쪽으로 금정산과 다대반도， 북에 

서 서쪽으로는 신어산과 가덕도로 싸여 있고 남쪽 

으로는 남해로 개방되어 있는 만입부를 형성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의 황지에서 발원하는 닥동강은 총 

배에 따라 수많은 분류를 형성하여 망류하도의 사 

이에 여러 개의 하중도를 형성한다. 

낙동강은 양산 단총선을 따라 남쪽으로 선회하 

며 만입부에 충적평야가 발달해 었다. 평야지대에 

는 45m 이하의 낮은 기반암 산지가 여러 개 나타 

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해발 4m이하의 매 

우 평탄한 지세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 삼각주의 

상부 삼각주는 낙동강 분류사이에 형성된 하중도 

(대저도， 대사도， 맥도， 일웅도， 을숙도)와 하천 유 

로의 배후에 형성된 배후습지로 이루어져 있다. 

낙동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각 유로의 남단에는 해 

안평야(명호도)와 간석지， 사주(진우도， 장자도， 대 

마둥， 새등)가 발달해 있으며 낙동강 삼각주의 하 

부 삼각주를 이룬다(권혁재， 1973). 

낙동강 하류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유천 

충군에 속하는 다대포충， 화산암질암류， 화강암류， 

산성맥암， 그리고 이러한 지충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다(대 

한지질학회， 1999). 제4기의 충적충은 닥동강 삼각 

주 지역과 인근의 육상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었 

다. 충적층의 시추자료에 따르면 평균 충후는 4~ 

6m이며 최대 충후는 낙동강 삼각주 남단에서 50 

~7Om에 이 른다( 반용부， 1987). 

유로연장이 521.5km , 총 유역면적은 23，727.68k떠에 2. 낙동강삼각주의 지형변화 
이른다. 낙동강은 발원 후 경북 안동댐에서 서쪽 

으로， 경북 예천에서 남쪽으로， 다시 경남 의령에 2.1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문변화 

서 동쪽으로 유향을 바꾸어 크게 ‘ E ’ 자 모양을 낙동강의 유로는 낙동강 본류와 양산천이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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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산시 물금읍 부근에서 대동수문을 지나면서 

동서로 분류하여 서낙동강(죽림강)과 낙동강 본류 

로 나뀐다. 낙동강 본류는 일웅도와 을숙도를 사 

이에 두고 다시 동서로 나뉘어 남해로 유입한다 

(그림 6). 

서닥동강의 경우 1934년 대동수문과 녹산수문이 

축조된 후 하천의 유출이 중단되어 담수호의 기능 

으로 바뀌었다. 본류를 통한 낙동강의 유출은 1987 

년 낙동강 하구언의 건설로 을숙도 동쪽 유로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구언의 건설 직후 장 

단뭘크 

림수로를 확보하고 장림 · 신평공단을 조성하기 위 

해 을숙도 동남단의 준설과 다대반도 서안의 매립 

공사가 진행되었다. 하구언의 건설과 하천 준설로 

인해 현재 낙동강 본류의 유로는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부로부터 을숙도의 남동쪽을 거 쳐 새 둥과 백 

합둥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구언 건설 이후 낙동강으로부터의 유출량은 

하구언의 수문운영에 따라 조절된다. 낙동강 하구 

언은 을숙도를 중심으로 동안의 수문부와 서안의 

토언제(土塊提)로 구성된다(건설부. 1997). 동안의 

1986 

1996 

그림 6. 낙동강 하류지역의 유로변화와 새로운 지형출현 

(반용부. 1995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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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부는 4개의 조절수문과 6개의 주수문 둥 총 

10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운영 기준에 따르면 하천 상류로부터 유입된 

담수는 수문개방시 인위적인 조절에 의해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수기와 평상시의 간조 때에 이루어지는 수문 

개방 및 방류는 하천수가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 즉 위치에너지를 갖게 되어 동력학적 

으로 하천수의 관성이 증가한다. 밀도가 상대적으 

로 큰 해수의 부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하상 마찰 

력의 작용이 줄어들게 되면 하천수와 해수가 혼합 

되지 않은 상태로 보다 멀리까지 유출이 가능해진 

다. 닥동강 하구언 일대의 수문학적 조사(김영의， 

1992) 에서도 상충과 하충의 염분도 차이의 비교조 

사를 통하여 하구언의 건설 이전에는 대마둥과 새 

둥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하천수와 해수의 혼합이 

하구언의 건설 이후에는 그 보다 남쪽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구언 건설 전에는 담수와 해수가 새둥 남쪽에 

서 상하충수가 완전히 혼합된 후 외해로 나가지만 

하구언 건설후에는 수문을 열었올 때 담수와 해수 

가 급격히 접하게 되어 완충지대인 혼합지역이 없 

어져 표충을 통하여 담수가 하구언 건설전보다 멀 

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썰물시 하천수의 유 

수력의 증가로 하구언의 건설 전에 비해 더 남쪽 

으로 이동한 퇴적물은 밀물시 입사파랑의 작용력 

증대로 하류지역 연안으로 이동하여 퇴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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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낙동강 삼각주 지형변화 

낙동강의 유로와 낙동강 하구 일대에 분포하는 

각 분류들의 변화에 따라 낙동강 삼각주는 그림 6 

에 나타난 것처럼 말단부에 새로이 출현하는 사주 

지형을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1861년 제작된 대동 

여지도에는 현재의 대저도와 명호도만이 나타나 

있고 1916년 제작된 지형도에는 신호도， 진우도， 

대마둥， 장자도가 나타나 있어 E뻐년을 전후하여 

사주지형의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을 알 수 있다(반용부， 1995; 그림 7-1). 

대동수문이 건설되기 전까지 (1934년) 삼각주의 

말단부를 구성하는 사주지형은 서낙동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하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진우도와 

대마둥， 장자도가 서낙동강 유로를 따라 형성된 

반면 낙동강 본류를 따라서는 대저도와 부산시 하 

단동의 사이에 하중도인 일웅도와 을숙도의 성장 

이 이루어졌다. 대동수문과 녹산수문의 건셜로 서 

낙동강은 거대한 저수지로 기능이 바뀌었다. 서낙 

동강을 통한 낙동강의 유출과 퇴적물의 공급은 중 

단되고 대저도 동쪽의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게 되었다. 

1955년 제작된 지 형도에는 을숙도의 남쪽에 새 

로운 사주인 백합둥이 나타나고 진우도와 장자도 

가 성장하고 있다(그림 7-2). 1975년에 제작된 지 

형도에는 백합둥과 장자도가 남북방향으로 성장하 

고 있다. 신호도는 공단과 택지조성을 위한 간척 

으로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진우도는 이전의 시기 

표 3. 낙동강 하구언 수문운영 기준 

구분 기 준 

A 평상시 : 고도( +) O.75~ 1.25m 
수위운영 범위 A 홍수시 : 유입량 전량방류 

A 수질개선 특별사유 발생시 : 고도(-) O.5m 이내에서 하향조절 

수문조착방혈 
A 평상시 : 조절수문(4문)으로 수위조절 

A 홍수시 : 1,200 nU sec 이상유입시 모든 수문 개방 

방류및 개방 
~l일 2회 간조시 방류(일평균 16시간) 

A 염해방지를 위해 상류수위가 하류보다 20cm 이상 높을 때 개방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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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7-3). 

1986년 제작된 지형도에는 장자도의 남쪽에 새둥 

이 나타나고 백합동의 남쪽으로 나무섯퉁이 나타 

나 백합동과 서쪽 부분이 연결된다(그림 7-4). 서 

낙동강 남쪽에 형성된 진우도 아래쪽으로는 더 이 

상 새로운 사주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동강 삼각주 전면을 구성 하는 사주군은 낙동 

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세 가지악 유로를 따라 신 

호도와 명호도， 을숙도 남단에서 외해 쪽으로 성 

장 발달하여 왔다. 낙동강 하구언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는 을숙도의 남쪽과 다대포 해안에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하구언의 건설과 

하천 준설공사로 조류의 흐름과 퇴적물의 이동에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퇴적양상을 이루고 있음을 

지시한다. 확산모텔을 사용한 낙동강 하구에서의 

부유하중 거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진우도와 대 

마등 부근의 유속이 약해져 상류로부터 유입하는 

부유상태의 퇴적물이 다대포 연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김재중 외， 1995). 

신호도 

짧靈 
진우도 

제 4 장 지형변화와 조사단면 분석 

1 지형변화분석 

1.1 지형도를 이용한 지형변화 분석 

1916년 이후 발간되어온 지형도를 이용하여 연 

구지역의 지형과 해안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 나타난 것처럼 다대포 해 

안의 해안선은 1980년대까지 외해 쪽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55년의 

해안선에 비해 1975년에는 해안선의 중앙부가 최 

대 60m 정도 외해 쪽으로 전진하였다. 1987년 지 

형도에 나타난 다대포 지역의 해안선은 1975년의 

해안선에 비해 폭은 최대 4αn 정도가 외해 쪽으 

로 전진하였으며， 길이는 약 200m 정도가 다대반 

도 북쪽으로 연장되어 나타난다. 1980년대까지 외 

해 쪽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아가는 다대포 지역의 

해안선은 1997년의 지형도에서는 1987년의 해안선 

과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o 2 kilometers 
!도l 

그림 7- 1. 낙동강 하류지역의 해안선( 19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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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훨 

燮符씀많 
진우도 앓쩔씀갚옳 갱 월밟할효a 

장자도 ...... 

훌혔t등 

1 o 2 kilometers 

그림 7-2. 낙동강 하류지역의 해안선( 1955년) 

신호도 

燮풋때繼 혔
爛
 
뿔
도
 

원짤辯쉴냐등 

0 1 2 kilometers 

는는~르는~----

그림 7-3. 낙동강 하류지역의 해안선(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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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
짧
 1 o 2 kilometers 

~‘는는는?는--

그림 7-4. 낙동강 하류지역의 해안선( 1쨌년) 

1.2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형변화 분석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지형변화를 분석 

한 결과 지형도를 이용한 분석에서 파악하기가 힘 

들었던 수면하 부분의 지형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 

다. 1967년의 사진과 1975년， 1987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면 해안선이 외해 쪽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해안선 전변에 낮은 수심의 조간대 

환경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에서 바다 

부분의 밝은 그림자 부분) . 해안선의 경우 지형도 

를 통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외해 쪽으로 전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해안선의 모양도 1967년에 

촬영한 사진에서는 육지 쪽으로 볼록한 형태였으 

남해로 유입하는 하천 유로를 건너 백합동의 남쪽 

부분에서도 연구지역에 형성된 지형과 평행한 방 

향으로 형성시기를 같이하는 새로운 지형인 도요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지역 내에 형성된 지형은 형태상으로는 전 

형적인 사취 (spit) 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지 

역 내에 형성된 지형과 백합둥의 남쪽에 형성된 도 

요등은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사주 지형과 

형태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지형형 

성 프로세스와 퇴적과정을 통한 결과로 사료된다. 

2. 조사단면분석 

나 1975년의 사진에서는 반대로 외해 쪽으로 볼록 2.1 조사단면의 측량결과 

한 형태로 바뀌었다. 연구지역인 다대포 해안에서 1뻐n 둥간격으로 

낙동강 하구언이 건설되고 난 이후 촬영한 1996 설정한 A-H 까지 총 8개의 조사단면을 저조시 해 

년의 항공사진에서는 지형도 상에는 반영되지 않 안선으로부터 수평거리와 수직고도를 측량한 결과 

은 새로운 지형의 등장으로 해안선이 크게 변화한 를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1은 수평거리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지역으로부터 하구언에서 와 수직고도 자료를 3차원 분석 프로그램 (S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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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 02 OA kilometers --
그림 8. 다대포 지역의 해안선 변화 (사주는 1996년 항공사진에서 재구성) 

7)의 내삽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현지측량 

에서 고도값은 최고조 시와 최저조 ̂ rS)의 측량을 

통해 연구지역의 평균수위를 산출하여 m 지점 
(임의고도)으로 설정하였다. 

2.2 측량결과 분석 

조사단면 측량결과를 분석하면 단면 A-C 사이 

에서는 수면하에 형성된 수중 Bar 지형의 단면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다. 수중 Bar의 고도는 1m 정도 

로 나타나 저조와 고조의 반복에 따라 수면위로의 

노출을 반복하게 된다. 

단면 E-H 사이에서는 평균수위 정도의 고도를 

나타내는 수중 Bar와 고조시에도 수면 위로 항상 

노출되는 수면상 Bar 지형의 고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수중 Bar와 수면상 Bar의 사이와 수면상 

Bar의 후면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수의 이동이 이루어지 

는 조수통로이 다. 조수통로를 통한 조수의 유출입 

은 수면상 Bar와 수중 Bar를 해안선과 평행한 방 

향으로 나눈다. 

현지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3차원으로 형상 

화한 그림 11에서는 Bar 지형의 형성이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이고 해안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정한 

조사단면의 수직고도와 수평거리 측량결과 비슷한 

고도를 유지하며 외해 쪽으로 낮아지는 것이 명확 

하게 나타난다. 다대포 해안에는 해안선과 평행한 

15) 현지 측량은 조석의 월주기 중 사리를 택하여 2000년 3월 20일(음력 2월 15일)과 4월 5일(음력 3월 1 일) 이틀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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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지역의 항공사진(좌측 상단으로부터 1967, 1975, 1987, 1996년) 

방향으로 Bar-조수통로-Bar가 형성되어 연속되는 통계치인 평균입도(mean) ， 분급 (sorting) ， 왜도 

사주열 (ridge)을 이루며 지형형성이 이루어지고 있 (skewness) ; 첨도(kurtosis) 와 입경별 분포를 나타 

음을 알 수 있다. 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표층퇴적 

물의 평균입도는 최소 2.46φ 에서 2.05φ 로 세사 

제 5 장 표층퇴적물과 퇴적구조 분석 

1. 표층퇴적물분석 

1.1 입도분석 결과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총 36개의 시료를 건식체 

질을 통해 입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획득한 주요 

(fine sand, 2 ~ 3φ) 16)에 해당한다. 입경별 시료의 

구성비(그림 13)를 살펴보면 세사에 해당하는 입 

자는 전체 시료의 68.7%를 이루고 있다. -1φ 이상 

의 자갈(granule) 이나 4φ 이하의 미사(s바) , 점토 

(day)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분급은 0.40φ 에서 0.71φ의 범위를 나타내어 w리1 

sort어 내 지 moderately well sorted에 해 당한다 17) 

퇴적물의 입자분포는 단일모드(ur파n떠al) 형태 

16) 퇴적물 입자 크기의 구분(Udden-Wentworth 규격)에 따르면 -1φ(2.00mm) 이상을 자갈(granule) ， -1-4φ(2.00~ 

O.063mm)의 입자를 모래(잃nd) ， 4~8φ( 0.063;.....0.OO39mm) 의 입자를 미사(silt) ， 8φ(0.OO39mm) 이하를 점토(c굉y)로 분 

류한다(이용일， 1994). 
17) 분급의 정도(Comton， 1985)는 very well sαted(0.35φ 이하)， well sαted (0.35 ~0.50φ) ， moderately well sorted(0.50~0‘71 

φ) , moderately sαted(0.71~ 1.0φ) ， fXX)rly sorted (1 .0~2.0φ) ， very poorly sαted(2.0-4.0φ) ， extremely poorly sorted (4.0 
φ 이상)으로 나쉰다(이용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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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현지측량 자료를 바탕으로한 다대포 해안으I 3차원 표현 

를 보인다. 왜도의 경우는 대체로 조립질 쪽으로 분포가 세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앙값으로 집중 

약간 치우친 음성왜도를 나타낸다. 입경별 구성비 되어 있는 단일모드이기 때문에 보다 운반 능력 

에서는 비교적 세립질에 해당하는 3-4φ 의 구성 이 강한 에너지 환경에서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 

비 가 조수통로(tida1 runneI) 와 Bar 후면부에서 채 로 추정 된다. 

취한 시료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급은 퇴적물 입자들이 얼마만큼 중앙집중의 

연구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간석지， 수중 Bar, 조 경향을 보이며 분포하는지를 나타낸다. 어느 한 

수통로. Bar 전면， Bar. Bar 후면 등의 각 지형요소 값을 중심으로 퇴적물의 크기가 집중하여 정규 분 

간 입도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표 5, 그림 14와 같 포곡선과 비교하여 입자의 분포 범위가 좁고 입자 

다. 평균입도의 경우 간석지가 2.43φ로 가장 낮게 분포의 양 끝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분 

나타났고 Bar에서 채취한 시료는 2.20d’로 가장 급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고 에너지의 환경에서 퇴 

높게 나타났다. 조수통로의 경우 평균입도가 2.31 

φ로 수중 Bar와 Bar전면과 후면에 비해 약간 낮 

은 값을 보인다. 분급에서는 지형요소간에 따른 

차이가 없이 0.49φ 에서 0.56φ 의 범위를 나타낸다. 

왜도의 경우도 음의 값으로 지형요소간에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1.2 입도분석 결과에 대한 토의 

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에서 평균입도는 퇴적 

물의 평균 운반능력을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조류 

에 의한 퇴적물의 경우 세립질에 해당하는 미사 

나 점토질이 풍부하다. 연구지역 시료의 분석결과 

평균입도가 2-3φ 에 해당하는 세사가 주로 나타 

나고 구성비가 약 70%에 이르며 퇴적물의 입자 

적된 것을 지시한다. 연구지역 퇴적물의 경우 분 

급의 정도가 0.40-0.71φ 의 범위로 양호하게 나타 

나고 있으므로 규칙적인 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된 

것을 지시한다(그림 12). 

왜도는 퇴적물 입자 크기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낸다. 정규 분포곡선과 비교할 때， 양성 왜도 

의 경우는 입자 크기의 분포에서 꼬리부분은 세립 

질 쪽으로 중앙값은 조립질 쪽으로 치우쳐 있는 

비대칭을 나타낸다. 음성 왜도의 경우는 꼬리부분 

은 조립질 쪽으로 중앙값은 세립질 쪽으로 치우쳐 

있다. 양성 왜도는 퇴적물의 운반과 퇴적이 일어 

나는 동안 세립질 물질의 제거작용이 일어나지 않 

은 것으로 하천에 의한 퇴적물의 특정이다. 음성 

왜도는 해번에 쌓이는 퇴적물의 특징을 이루는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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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고 에너지 환경에서는 세립질 물질이 부유 질 쪽으로 퇴적물 분포의 꼬리부분은 조립질 쪽으 

상태로 해변으로부터 이동되어지기 때문이다(이용 로 약간 치우친 음성 왜도를 보인다. 

일， 1994). 연구지역의 경우 중앙값의 경우는 세립 이상의 주요 통계치를 분석하면 연구지역은 주 

표 4. 조사지점별 입도분석 결과 

구분 
조사 주요통계치 업경별 분포 (Phi. %) 

비고 
지점 I청균입도 분급 왜도 첨도 -1-0 0-1 1-2 2-3 3-4 

단면A 지점 1 2.11 0.54 -0.27 2.25 0.00 0.88 39.37 58.06 1.68 수중BAR 

지점 2 2.38 0.48 -0.42 4.17 0.00 0.18 17.99 75.88 5.95 BAR전면 

지점 3 2.36 0.49 -0.41 3.90 0.00 0.22 19.81 74.20 5.76 조수로 

지점 4 2.44 0.56 -0.15 3.55 0.00 0.40 17.63 69.24 12.73 간석지 

지점 5 2.53 0.47 -0.30 6.70 0.09 0.31 8.21 79.43 11.96 간석지 

단면B 지점 1 2.25 0.53 -0.93 4.97 0.30 0.65 26.07 70.07 2.91 수중BAR 

지점 2 2.32 0.46 -0.77 3.97 0.00 0.29 20 닮 76.09 2.97 수중BAR 

지점 3 2.40 0.50 -0.29 4.13 0.00 0.25 17.11 74.58 8.05 조수로 

지점 4 2.25 0.53 -0.39 3.09 0.00 0.50 27.72 67.71 4.07 BAR 
지점 5 2.35 0.53 -0.33 3.72 O.애 0.51 21.22 71.00 7.27 BAR후면 

지점 6 2.39 0.52 -0.40 4.28 0.00 0.66 17.60 73.43 8.31 조수로 

단면C 지점 1 2.28 0.51 -0.35 3.06 0.00 0.13 25.89 69.73 4.25 BAR전면 

지점 2 2.13 0.54 -0.26 2.36 0.00 0.72 37.44 59.63 2.21 BAR 
지점 3 2.24 0.53 -0.31 2.87 0.00 0.36 29.37 66.28 4.00 BAR후면 

지점 4 2.46 0.49 -0.14 4.22 0.00 0.09 14.05 75.66 10.19 조수로 

단면D 지점 1 2.31 0.47 -0.76 3.89 0.00 0.36 2L41 75.25 2.98 수중BAR 

지점 2 2.43 0.43 -0.44 5.47 0.00 0.07 12.44 8L61 5.87 조수로 

지점 3 2.36 0.40 -L16 4.98 O.이 0.07 15.74 82.26 1.93 BAR 
지점 4 2.23 0.60 0.12 2.54 0.00 0.31 34.69 57.08 7.92 BAR후면 

지점 5 2.31 0.71 -1.04 5.77 1.56 1.80 21.76 63.51 11.38 조수로 

단딴E 지점 1 2.19 0.51 -0.54 2.52 0.00 0.54 32.04 65.78 1.64 수중BAR 

지점 2 2.20 0.54 -0.16 2.49 0.00 0.21 33.49 62.62 3.68 조수로 

지점 3 2.26 0.50 -0.39 2.78 0.00 0.05 27.63 69.09 3.24 BAR전면 

지점 4 2.16 0.54 -0.10 2.22 0.00 0.10 36.74 60.16 3.00 BAR 
지점 5 2.18 0.51 -0.44 2.39 0.00 0.39 32.99 64.79 1.82 조수로 

단면F 지점 l 2.36 0.42 -0.89 4.72 0.00 0.05 16.30 80.81 2.84 수중BAR 

지점 2 2.13 0.54 -0.09 2.21 0.00 0.35 39.03 58.00 2.63 조수로 

지점 3 2.29 0.49 -0.51 3.16 0.00 0.09 24.54 72.06 3.31 BAR 
지점 4 2.28 0.47 -0.85 3.63 0.00 0.40 22.87 74.62 2.11 조수로 

단면G 지점 1 2.25 0.47 -0.64 2.66 0.00 0.04 26.88 71.32 1.76 수중BAR 

지점 2 2.24 0.49 -0.53 2.79 0.00 0.18 27.80 69.60 2.41 조수로 

지점 3 2.05 0.55 0.29 2.08 0.00 0.13 48.01 49.07 2.78 BAR 
지점 4 2.31 0.52 -0.30 3.31 0.00 0.20 23.91 70.19 5.69 간석지 

단면H 지점 l 2.14 0.51 -0.23 1.88 0.00 0.05 37.78 60.60 1.57 수중BAR 

지점 2 2.25 0.49 -0.52 2.88 0.00 0.20 27.30 69.85 2.66 조수로 

지점 3 2.20 0.53 -0.35 2.66 O.에 0.54 32.30 64.25 2.91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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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조사지점별 입도분석 주요통계치(평균입도， 분굽; 단위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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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사로 이루어진 조립질의 퇴적이 이루어지는 

퇴적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실트나 점토와 같은 미 

립질이 퇴적되는 다른 퇴적환경에 비해 높은 에너 

지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호한 분 

급을 통해서 규칙적인 에너지 특성을 보이는 파랑 

이 주요 프로세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지형요소간 비교와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표충퇴적물 입도분석 결과 얻어진 주요 통계치 

(평균입도， 분급， 왜도)를 연구지역을 구성하는 지 

형요소에 따라 비교할 때에는 표 5와 그림 14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평균입도의 경우 Bar에서 가장 큰 값인 2.20Ø로 

나타났고 간석지에서는 2.43φ로 가장 작게 나타 

났으나 모두 세사에 해당하는 범위 (2~3φ) 에 속 

한다. 분급의 경우에도 0.49~0.56φ 의 범위로 양호 

하다. 왜도는 전체적인 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립질 쪽으로 퇴적물 분포의 꼬리부 

분이 약간 치우친 음성왜도를 보인다. 

지형요소간 입도분석 주요 통계치의 비교를 통 

해 연구지역은 전체적으로 미립질이 퇴적되는 환 

경에 비해 규칙적인 에너지 특성을 보이는 파랑이 

주요 프로세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형요소간 입경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연구지역 

의 퇴적물 구성 중에서 비교적 세립질에 해당하는 

3-4φ 의 구성비가 간석지와 Bar 후면， 조수통로의 

경 우 각각 10.13%, 6.39% , 5.90%로 나타나 2.29%, 

2.88%, 4.48%의 수중 Bar와 Bar, Bar 전면에 비 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역에서 밀물과 썰물 

시 조류가 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조수통로와 

간석지， Bar 후면부에는 연구지역 전체에 작용하 

는 주요 프로세스인 파랑의 작용에 조류의 작용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에서 실시한 입도분석 결과와 낙동강 

삼각주 말단에 위치하며 연구지역과 인접한 사주 

와 해저 퇴적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의 입 

도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표 6, 그림 15과 같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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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형요소간 입도분석 결과 비교 

주요통계치 
지형요소 

평균입도(φ) 분 급(φ) 왜 도 3-4φ구성비(%) 

간석지 2.43 0.52 
수중Bar 2.24 0.49 

조수통로 2.31 0.56 
Bar전면 2.:rl O.fi) 

Bar 2.20 0.51 
Bar후면 2Z7 0.55 

평균입도(phi) 

2.6 , 

-0.25 10.13 
-0.63 2.29 

-0.48 5.90 
-0.39 4.48 
-0.36 2.88 
-0.17 6.39 

2.4 f- i 、~←------1

-------- ----------. ---• 2.2~..... →~. 

2 간석지 수중 않I 조수통로 없r 전면 않f 않r 후면 1 

분급(phi) 

0.6 , 
0.55 ’ | ι-- / \\. ________ - I 
0.5 1 、....... 

0.45 간석지 1 수중Bar 조수통로 1 않r 전면’ 않않r 후면| 
3랴phi 구성 비 (%) 

1~ I \ -6-.... ----+ 
7 

8| 、z •------
그림 14. 지형요소간 평균입도， 분급， 3-4φ 입경 구성비 

평권입도 (ph i) 

분급 (ph i) 

;됨 
다대포해안 나무삿등 

i ...... i----
새등 해저퇴적물 

/l 
}/ | 
새등 해저퇴적물 

그림 15.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 평균입도， 분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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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 입도분포 

지형요소 
주요통계치 

평균입도(φ) 분급(Ø) 왜도 

다대포해안 2.26 0.52 -0.31 
나무섯퉁* 2.19 0.54 -0.03 
새둥* 2.43 0.43 -0.01 

해저퇴적물** 4.60 1.43 1.27 

: 반용부. 1993년 조사 이유대 등. 1992년 조사 

구지역과 인접한 사주에서 수행한 선행연구로는 

나무섯등과 새등에서 이루어진 연구(반용부. 1995) 

와 해저 퇴적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낙동강 하 

류지역의 해저 퇴적물 연구(이유대 등， 1992) 를 선 

택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의 입도분석 결과와의 비교에서 사주군 

을 형성하고 있는 나무섯등과 새등은 평균입도에 

서 연구지역과 유사한 2.19φ 와 2.43φ로 세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분급은 0.54φ 와 0.43φ로 양호하 

게 나타났으며 왜도 역시 퇴적물의 분포에서 조립 

질 쪽으로 약간 치우친 음성왜도로 나타나 연구지 

역인 다대포 해안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해저 퇴적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입도분석 결 

과는 연구지역과 인접한 사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와는 달리 연구지역과는 차이를 보인다. 해저 

퇴적물의 평균입도는 4.60φ로 미사의 범위 (4~8 

φ) 에 해당한다. 분급은 1.43φ로 연구지역에 비해 

분급의 상태가 불량한 p∞rly sorted에 해당한다. 왜 

도는 1.27로 퇴적물 분포의 중앙값은 조립으로 꼬 

리부분은 세립질로 기울어진 양성 왜도를 보인다. 

다대포 해안과 인접한 사주 지형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입도분포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과거 삼각주 말단부에 형성된 사주와 현재 지형이 

성장하고 있는 다대포 해안에는 동일한 지형 프로 

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주의 퇴적물 

에 비해 해저 퇴적물의 경우 입도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된 퇴적물 중에 

서 비교적 조립칠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에너지 특성을 갖는 파랑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주 

에 퇴적된 결과로 판단된다. 

2. 주상시료분석 

2.1 X-선 사진촬영 결과 

조사단면 E를 구성하는 지형요소 중 수중 Bar 

와 Bar 전면부의 30αn의 깊이에서 획득한 주상시 

료를 퇴적물 슬랩을 제작하여 x-선 사진촬영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미립질로 이루어 

진 주상시료의 경우는 육안으로도 충리의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립질로 구성된 주상시료의 경 

우는 육안으로는 괴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x-선 

촬영을 통해서는 충리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림 16 좌측의 조사단면 E의 수중 Bar에서 획 

득한 주상시료의 사진은 괴상의 구조를 보이지만 

우측의 Bar 전면부에서 획득한 주상시료의 사진에 

는 소규모의 사충리가 나타난다. 사충리는 두께 1 

~2mm 정도의 앓은 충후를 보이며 해안션의 방 

향을 고려할 때 직각 방향으로 외해 쪽으로 기울 

어져 있다. 

2.2 주상시료 분석 

바람이나 유수(流水)에 의한 퇴적층에는 짝(set) 

으로 구성된 사충리가 존재한다. 유수에 의한 퇴 

적층에는 대규모의 사충리가 형성되고， 상부에는 

소규모의 사충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충리가 형 

성되는 환경은 대량의 밑짐을 운반하는 하천이 바 

다나 호수로 유입할 때 형성되는 삼각주가 전진해 

서 생기는 경우와 하도의 측면 또는 중앙에 발달 

한 사주가 전진하는 경우이다. 경사진 층틀은 사 

엽충리나 소규모의 사충리를 보이며 기울어진 방 

향으로 성장했음을 지시한다(조성권 등. 1995). 

조사단면 E를 구성하는 Bar의 전면부에서 획득 

한 주상시료에 나타난 소규모 사충리의 방향은 

해안선과 수직방향으로 외해 쪽으로 기울여져 있 

다. 이것은 퇴적과정이 해안선과 평행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시한다. 지형의 성 

장도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외해 쪽으로 이 

루어진다. 

낙동강 하류지역 개관에서 살펴보았등이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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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상시료 x-선 촬영사진 

(좌: 수중 Bar, 우: Bar 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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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게 된다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연구지역인 

다대포 해안과 하구언 남단의 하천 유로를 중심으 

로 계속해서 지형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인위적으로 유출이 조절되는 하천수를 통하여 계 

속해서 퇴적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 

낸다. 실제 하구언 남단에서 수로유지를 위한 준 

설공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수있다. 

하구언 건설 이후 낙동강 삼각주 말단의 지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1960년， 1975년， 1987년， 

1996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의 분석에서는 연구지역 

인 다대포 해안에 새로운 퇴적지형이 형성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8개의 조사단면을 설정하고 광 

파측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결과 새로운 퇴적지 

형은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되며 외해 쪽 

으로 또다른 퇴적지형이 조수통로에 의해 구분되 

어 나타난다. 

36개의 표충퇴적물 입도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퇴 

하구역은 소조차의 해안에 해당하여 지형 형성과 적물은 주로 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정에서 조류의 역할보다는 하천이나 파랑이 지배 세립질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입도분포를 통 

적으로 작용한다. 표충퇴적물의 분석결과 낙동강 해 다대포 해안의 지형형성에는 전체적으로 파량 

삼각주 말단부의 퇴적에 작용하는 프로세스는 파 에 의한 프로세스가 지배적이며 상대적으로 조류 

랑이 지배적이고 지형의 형성 방향이 해안선과 평 의 영향이 강한 간석지와 조수통로에서는 부분적 

「행하게 외해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구지 

역에는 새로운 사주 지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 삼각주의 말단을 구성 하고 있는 

명호도와 을숙도의 남단에 형성된 사주열 외에 다 

대포 해안에 새로운 사주 지형이 형성되어 낙동강 

삼각주의 말단을 구성하게 된다. 

제 6 장결론 

하구언 건설 이후 낙동강 상류로부터 퇴적물 공 

급이 거의 줄어들어 낙동강 삼각주 말단부의 지형 

성장이 둔화되고 파랑에 의한 침식이 주도적인 역 

으로 조류에 의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상시료의 x-선 사진촬영 결과 분석을 통해 

서는 외해 쪽 방향으로 형성된 사충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형이 성장해 나아가는 방향이 해안선과 

직각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타낸다. 

지형 프로세스에서 파랑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해안선과 평행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퇴적지형 

은 사주지형으로 판단된다. 인접한 사주에서 이루 

어진 선행연구와 입도분포를 비교할 때 유사한 특 

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지역에는 

인접한 다른 사주와 동일한 지형 프로세스가 진행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대포 해안에 새로이 

형성되는 사주지형은 과거 삼각주 말단부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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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사주들과 연결되어 여러 개의 사주가 

연속해서 이루어진 사주열을 형성한다. 

낙동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본류의 하천 유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낙동강 삼각주의 성장은 

하구언의 건설 이후에도 새로운 지형의 형성으로 

계속된다. 하구언 건설로 인한 담수 유출의 인위 

적인 조절과 하천 유로의 준설로 인해 하류지역 

내에서의 퇴적물 운반과 조류의 흐름에 변화가 발 

생했다. 하구언 건설 이전 시기의 닥동강 삼각주 

말단의 성장은 명호도 남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현재 낙동강 삼각주 말단부의 지형 형성은 낙 

동강 본류의 유로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다 

대반도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하구언의 건설로 인한 퇴적물 운반과 조류 

흐름의 변화가 삼각주 말단부의 지형형성 양상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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