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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의 전시구를 대상으로 바랍에 의한 모래이동과 지형변화의 규모와 특정을 조사하였 

다. 사구의 경사， 사구열의 방향， 형태적인 특정， 식생 피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 개의 조사 구역을 설정하고， 

침식핀과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여 연구기간(2000.12. 9~2001. 3. 30)동안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 구역과 위치 

에 따른 모래 이동율과 모래이동의 방향 전사구의 형태 변화 포집된 모래의 입도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 

과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은 주로 해빈에서 사구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만 이외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 해 

빈-사구 경계부와 시구 정상부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래이동은 전반적으로 사구 정상부보다 

해빈-사구 경계부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사구의 지형변화가 해빈-사구 경계부에서 시작되어 사 

구 정상부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지형변화 패턴에 반영되었다. 유입된 모래의 입도는 사구지대 북부의 전사구열에 

서 더 조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빈-사구 경계부와 정상부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기간 동안 

전사구열의 부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각 구역의 변화 패턴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량은 구 

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신두리 전사구열은 식피사구의 모래이동과 지형변화 패턴을 따르고 있 

으며 모래 유입에 대해 일제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해안시구 지대 전사구 비사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 지형 변화， 지형 반응， 모래 포집기， 신두리， 한국 

서해안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aeolian sand transport and morphological change 

in the foredune ridge, Shindu dunefield, Korea. Erosion pins and sand traps were installed in three zones, 

and monitored about once a week over the period of study, December 9, 2000 ~ March 30, 2001. π1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direction of sand transport was onshore, while different pattem was 

observed between dune base and dune crest concerning other directions. Second, the aeolian activity in the 

dune base was more active than that in the dune crest, which was also reflected by the pattern of 

morphological change; the focus of volume change in the foredune ridge moved from dune base to dune 

crest. Third, the mean grain size of aeolian sands transported into the zone A was coarser than tha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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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C.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qrain size was observed clearly between in dune base 

and in dune crest. Finally, the continuous volume increase occurred in the foredune ridge over the period 

of study, and the morphological behaviors were similar all over the ridge. However, the amount of volume 

change varied according to the zones, which might be due to difference in the elevation and orientation of 

the foredune ridg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oredune ridge in Shindu dunefield have the sirnilar 

characteristics as those of vegetated dunes concerning the pattern of aeolian sand transport and 

morphological change, and it responds to aeolian sand input morphologically as a whole. 

Key words : coastal dune, foredune, blown sand, aeolian sand transport, morphological change, 

morphological response, sand trap, Shindu dunefield, the west coast of Korea 

1. 서 로 

1. 연구목적 

해안사구(海뿜妙묘， coastal dune)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간석지와 해빈(海演， beach)의 모래 

가 후안(後뿜. backshore)에 퇴적되어 형성된 

모래 언덕이다. 해안사구는 모래가 풍부하고 일 

정속도 이상의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며 식생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잘 발달한다. 이러한 곳은 바람에 의해 다량의 모 

래가 운반되는 동시에 식생에 의해 고정 · 퇴적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빈 경 

사가 완만하고 조차가 커서 저조(低懶， low tide) 

때에 사질(妙質) 간석지가 대기 중에 넓게 노출되 

는지역은바람이 운반할수 있는모래의 양이 풍 

부하므로 바람과 식생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규모 

해안사구지대(coastal dunefields)가 형성펼 수 

있다(Pethick， 1984).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겨울 

동안 지속적으로 부는 강한 북서 계절풍，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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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완만한 해빈경사 대조차， 활발한 식생의 

활동 등 사구의 발달 조건을 충족시켜 해안사구 

가잘발달되어 있다. 

해안사구는 보통 전사구(前妙묘， foredune)와 

이차사구(二次妙묘， secondary dune)로 구분한 

다(Carter et a l., 199이. 전사구는 해빈과 맞닿 

은 지점에 해안과 펑행한 방향으로 열(列， ridge) 

을 이루며 형성된 사구로 일차사구(一次妙표， 

primary dune) 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이 

차시구는 전사구 후변에 위치한 일체의 사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면에 새로운 전사구열이 형 

성되어 과거의 전시구가 이차사구가 되거나 전사 

구에 퇴적된 모래가 전사구 후면으로 재동(再動， 

reworking)되어 형성된 것이다. 전사구는 해빈 

과 퇴적물을 활발하게 교환하며 역동적인 형태 

변화를 보이는 반면 이차사구는 해빈과 직접 상 

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사구와 구별된 

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전사구만이 

‘진정한 의미의 해안사구’ 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Bauer and Sherman, 1999), 해안시구에 대한 

연구 중 다수가 전사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초 



점을맞추고있다. 

해안사구， 특히 전사구는 해안 지역에서 몇 가 

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폭풍과 해일 

로부터 해안을 보호한다. 전사구는 파랑에너지 

를 흡수하고， 폭풍과 해일로 인해 해빈 침식이 

발생할 때 침식된 모래를 보충해주는 모래 저장 

고 구실을 하여 해빈의 침식을 완화시킨다. 이런 

기능을 통해 전사구는 전사구 후면 지역을 보호 

하는 천연 제방의 구실을 한다. 둘째， 담수 지하 

수면을 유지시켜 염수 지하수가 내륙으로 침투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전사구는 다공성 매질 

인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강수에 의한 지하수 함 

양이 용이하며， 해빈보다 높은 기복을 이루고 있 

어 전사구에서 지하수면이 해수면보다 높게 유 

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Ghyben-Herzberg 원 

리에 의하면 해수면 아래의 지하수층의 두께는 

해수면 위의 지하수층 두께의 40배에 달한다. 전 

사구 하에 형성되는 두터운 담수 지하수층은 염 

수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며 해안 

취락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한다(Carter. 1988: 

Bakker. 1990). 

전사구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프 

로세스는 해빈과 전사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퇴 

적물 교환이다. 일반적으로 해빈과 전사구 사이 

에서는 시기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여 퇴적물 교 

환이 일어난다. 해빈에서 전사구 방향으로 일어 

나는 퇴적물 이동이 우세한 시기와 전사구에서 

해빈 방향으로 일어나는 퇴적물 이동이 우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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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가 각각 다르다. 전자는 주로 바람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며， 후자는 주로 파랑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시기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기구(機 

構， agent)에 의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퇴적물 교환의 패턴은 전사구 지형의 형태적 안 

정성과 생태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arter. 1988). 

바람에 의한 모래 이동(aeolian sand transport) 

은 퇴적물 교환의 한 측면이며 해빈의 모래가 전 

사구로 유입되는 주요 프로세스로 전사구의 지형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용이다. 바 

람에 의한 모래이동 연구는 사막시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 이후 해안 

사구 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었고 

해외의 경우 그동안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바람에 의해 전사구로 이 

동되는 모래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결정짓는 주 

요 인자들을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Gares. 1988; Davidson-Arnott. 1988; 

Davidson-Arnott and Law. 1990; Arens. 1994)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전시구 

의 지형변회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세우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Namikas and Sherman 

1998; van Dijk et al., 1999; van Boxel et al. , 

1999; van der W，밟 2000). 

이와 같이 구미 선진국의 경우 전사구를 중심 

으로 해안사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 

에 반하여 국내의 경우 해안사구에 대한 인식이 

1) 지리학계와 인접학계에서 이루어진 서해안의 해안사구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2000년 이전의 연구로는 서 
해안 비인 지역의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퇴적물과 퇴적층 분석을 통해 사구의 형성시기와 고환경을 추정한 연구(이창복， 1977) ， 
서해안의 태안반도와 안면도 일대의 사구를 조사하고 형태적인 특정과 분포 특성 퇴적물 특성 등을 분석한 연구(박동원 · 유근 
배， 1979) ， 덕적도의 비사(飛망 blown sand or ae이ian sand) 방재를 위한 효율적인 방사구조물과 방사람 식재룹 모색한 연 
구(이종학， 1985) 등이 있으며， 최근의 성과로는 서해안 선두리 해안사구블 대상으로 장기간의 토지이용 변호필 분석하고 퇴적 
물 수지를 조사한 연구(서종철， 200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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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비하고 연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1)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정 

부 차원의 해안사구 관리 · 보전대책도 강구되고 

있어 2) 해안사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전사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에 초점을 둔 연 

구는 시도된 바가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은 전사구의 생태적 

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생태적인 안정성을 지속 

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전사구에서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며 전사구의 지형변화와 어떤 관 

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전사구의 보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 우선적 

연구과제가될수있다.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위치한 해안 

사구지대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지리학자들 

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으며(박동원 · 유근배， 

1979), 최근 퇴적물수지(堆積物收支， sediment 

budget)를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서종철， 

2001). 사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비한 국내에 

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신두리 

해안사구지대에서는 주로 늦가을부터 이른 봄에 

이르는 시기동안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이 활발 

하게 일어나며， 전사구의 부피증가는 대개 이 시 

기에 일어난다(박동원 · 유근배， 1979;서종철， 

2001). 따라서， 신두리의 겨울철과 이른 봄철은 

바람에 의한 모래 이동이 어떤 패턴을 가지며 전 

사구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관찰할 

수 있는최적기라할수 있다. 

이 연구는 신두리 해안사구지대의 전사구를 대 

상으로 모래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겨울철 

과 이른 봄철(12월'V3월)에 걸쳐 신두리 해안 전 

사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의 규 

모와 특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전사구 지형 

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기간(12월'V3월)동안 신두리 해안 전 

사구에서 일어나는 모래이동의 패턴을 파악한 

다. 모래이동이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 

지， 모래이동의 규모가 전사구 내에서 어떠한 변 

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원인을 조사한다. 

둘째， 바람에 의해 전사구로 유입되는 비사(飛 

妙， blown sand)의 입도 특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유입 비사의 입도 특성으로 나타나는 전사 

구 모래 이동의 패턴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 기간동안 일어난 모래이동에 대해 

전사구의 지형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한다. 

지형변화의 전반적인 특정과 지형변화의 공간적 

변이를 조사하고， 모래이동의 패턴이 전사구 지 

형변화의 패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2) 안면도 해안도로 건설에 의한 해안사구 파괴 현장에 대해 학계의 이의 제가와 KBS 등의 언론기관 등의 보도， 국정감사 시의 
문제제기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2000.11.28 “사구보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각 시 · 도에 사구의 
훼손방지대책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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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dunes) 등이 위 치한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중앙부에 있는 수로를 경계 

로 남쪽 지역은 해수욕장과 군 훈련지 등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밝 

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전사구가 인공 구 

조물 등으로 변형되어 있는 곳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로 남쪽 지역은 연구에서 제외시키고， 

수로 북쪽 지역의 전사구열을 연구 대상지로 삼 

았다.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은 전사구 전면의 해빈의 

특성과 사구열의 방향， 전사구의 형태， 식피 밀 

도 등의 요소에 따라 변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었다. 따라서， 전사구열 전체를 하나의 연구 단 

위로 설정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요 

2. 연구지역 

연구지역인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는 서해안에 

있는 태안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한다(그림 1), 수 

리적인 범위는 북위 36
0 

49 I '̂36
0 

52 I ’ 동경 

1260 11 I '̂ 1260 13 I 이며， 행정구역 상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속한다. 신두 

리 해안사구 지대는 의항리와 황촌리 사이로 만 

입된 지역에 위치한다.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의 

범위는 해안을 따라 약 4krn에 달하며， 폭은 

O.5^'2krn에 달한다. 이 중 전사구열(foredune 

ridge)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후면으로 취식와지(吹飯逢地， blowout) , 사 

구저지(妙묘低地， dune slack) , 이차사구열 

〈그림 1) 언구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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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고려하여 하위 조사구역으로 나누어 살 

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 

라 사구의 해빈 대비 고도， 경사， 사구열의 방향， 

전사구의 형태적 특징 식피 밀도 등을 고려하여 

수로 북쪽 지역의 전사구열에 세 개의 조사 구역 

(A, B, C)을 설정하였다 (그림 1). 

A 구역은 1986년 제방이 축조된 이후 제방 전 

면부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전사구가 새롭게 형 

성된 곳으로 1999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46. 7m3/m/yr 의 비율로 모래가 퇴적되어 선두 

리 사구지대의 전사구 중 가장 퇴적물 유입이 활 

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서종철， 2001)3). 해빈 

대비 고도4)는 2"'3m 이다. 전사구 전면의 사면 

형태는 직선에 가까우며 경사가 평균 11%로 세 

구역 중 가장 완만하다. 해안선 방향은 N80 E -
S80 W 이며5) 해빈 경사는 전안(foreshore) 경 

사가 대략 1. 1% 후안(backshore) 경사가 3.7% 

이다 6) 사구 전면의 해빈에는 사주와(bar)와 조 

수로(runnel)가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수 개 

의 열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어 저조 때에 대기 

중에노출된다. 

B 구역은 전사구 사면의 형태가 비교적 균일하 

여 해안선 방향으로 공간적인 변이가 작다. 

1999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일년동안 

8.1m3/m/yr 의 비율로 모래가 퇴적되어 A 구역 

보다는 모래의 유입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종철， 2001). 육안 관찰에 의하면 A 구역의 

전사구에 비해 식피 밀도가 높다. 해빈 대비 고 

도는 6m 내외이다. 전사구 전면의 사면은 직선 

에 가까우며 경사는 평균 26%로 세 구역 중 가 

장 급하다. 해안선 방향은 N26
0 

E-S260 

W이며， 

A 구역과는 달리 해빈 중 후안의 폭이 좁다. 전 

안 경사가 대략 1. 5% 후안 경사가 11.7% 이다 

C 구역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일 

년동안 8.8m3/m/yr 의 비율로 모래가 퇴적되었 

고， 여름철에 파랑에 의한 침식이 일어난다고 보 

고되었다(서종철 2001)7). 육안으로 비교할 때 

A, B 구역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식피 밀도를 
보였다. 해빈 대비 고도는 2.5"'3.5m 이다. 전사 

구 전면의 사면은 볼록한 형태를 띠며 경사가 평 

균 18.6% 이다. 사구 후면은 이보다 완만한 형태 

를 보인다. 해안선 방향은 N3tE-S3tw이다. 

B 구역보다 후안의 폭이 더 좁고 전안 경사가 대 

략 1.9 % 이고 후안 경사가 18.7% 이다. 사구 능 

선 중 일부가 경운기 통행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전λ、}구 전면부의 모래가 후면으로 이동하는 소 

규모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C 구역의 전사구는 

남서 방향으로 위치한 수로와 북쪽에 위치한 슬 

러프터 (slufter)로 경계가 지워진다. 

3) 제시된 수치는 선행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A 구역은 선행연구의 LJ 단면이 섣정된 곳이므료 1, J 단변의 연 
간 퇴적량의 합을 해빈폭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였다(서종철， 2001. p.65. 표 15). 

4) 이 논문에서 해빈 대비 고도란 해빈-전사구 경계부와 사구 정상부의 고도자룹 의띠한다. 
5) 해안선 방향은 국렵지리원에서 1998년 수정 ( 제작하고 1999년 고시한 1:5.000 만리포 수지 지형도 중 선두리 해안이 포함된 

36601059. 36601068. 36059069 도엽에서읽어 들인 값이다. 
6) A. B. C 각 구역 전사구 전면의 해빈 경사는 2001년 2월 23일~24일 측량한 자료룹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Om 지전은 측량 
당시의 조위면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기간동안 해빈 경사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은 것으료 간주하고 이 값을 A.B.C 구역 
전사구 전면의 해빈 경사값으로 사용하였다. 

7) C 구역은 선행연구의 CD 단변에 해당되는 곳이다. 각주 1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운 이용하여 수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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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현장 모니터링 

1) 측선 선정 

우선 A, B, C 각각의 조사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측선(와)을 선정하였다. 하나의 측선은 인접 

한 측선과의 중선 간 거리(찌)를 너비로 하고 측 

선을 길이로 하는 띠 모양의 구역을 대표하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조사 구역의 양끝 경계의 경우 

는 다른 한쪽의 인접 측선과 동일한 간격으로 가 

상의 측선이 있다고 간주하고 중선 간 거 리를 구 

地理學論훌훌 第38號 (2001. 9) 

했다(그림 2a). 구역의 크기와 구역 내 전사구 기 

복의 변이를 고려하여 A 구역은 4개， B 구역은 

2개， C 구역은 6개， 도합 127H의 측선을 선정하 

고 각각의 측선에 지형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5"'12개의 침식핀이 설치되었다(그림 2b, C). 침 

식핀의 좌표는 광파측거기 (Total Station 

SOKKIA SET5F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구역에서 하나의 측선(A3 ， B2, C2)을 연장하여 

해당 구역의 해빈/전사구 대표 단면을 조사하였 

다. 각각의 측선이 대표하는 전사구열의 너비(께 

와 각 조사 구역의 너비(w=E꺼) , 측선 상의 침 

식핀 개수(n)는 〈표 1) 에 정리하였다. 

〈표 1) 조사 구역별 측선 

Wj 
”% 

쨌
 

w 

n 5 5 5 7 

2) 트랩의 제작과설치 

바람에 의한 모래의 운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Leatherman(1978)과 Rosen(1978)의 설계를 일 

부 수정하여 수직 원통형 모래 포집기 (vertical 

cylindrical sand trap)를 제 작 하 였 다 . 

Leatherman - Rosen 수직 원통형 모래 포집기 

는 포집기 자체가 공기 흐름을 교란시키고 포집 

구 근방에서 굴식이 발생하여 포집 효율이 떨어 

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작이 간편하고 비용이 

33 

06 

18 28 33 35 41 41 

200 

10 11 12 8 9 8 

33 

66 

7 8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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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측선이 대표하는 전사구열 너비 (b) 조사 구역별 측선의 배치 (c) 각 측선의 지형 단먼. 

직사각형 기호는 침식핀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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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래 포집기의 구조는 〈그 

림 3)와 같다. 지면에 노출된 포집관의 재질은 

PVC로 외경이 40mm이다. 포집구의 너비는 

6mm이고 맞은 편의 통풍구의 너비는 14mm이 

다. 통풍구에는 200 mesh의 스테인리스망을 씌 

워 바람은 통과할 수 있으나 바람에 의해 이동되 

는모래는통과할수 없도록하였다. 지면 아래에 

서 포집관을 지지하며 포집통을 둘러 싸고 있는 

지지관은 직경이 100mm인 PVC 관이며， 포집관 

과 지지관은 합판 재질의 원형판으로 연결되어 

있다. 포집통은 PET병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바 

닥은 구멍을 낸 뒤 200 mesh 스테인리스망을 

붙였다. 이는 포집통으로 들어온 강수를 배수시 

걱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래 포집기는 A, C 구역에 설치하였다 해빈 
에서 전사구로 운반되는 모래의 양과 전사구 정 

상을 넘어 후면으로 이동하는 모래의 양을 측정 

하기 위하여 포집기는 각각 해빈-전사구 경계 

(dune foot)와 전사구 정상(dune crest)에 설치 

하였다. 또한각설치 지점에서 모래의 이동방향 

을 측정하기 위하여 포집구의 방향을 서로 달리 

한 4개의 포집기를 한 단위로 설치하였다. 각각 

의 단위을 ADF(포집기 1-4), ADC(포집기 5-

8), CDF(포집기 9-12), CDC(포집기 13-16)으 

로 명명하였다. 포집구의 방향은 각각 해안선에 

수직이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onshore. 0로 

표시) , 해안선에 수직이면서 육지를 바라보는 방 

향(offshore ， f로 표시) 해안선에 평행하고 북쪽 

을 바라보는 방향 (alongshore, northerly, n으 

로 표시) 해안에 평행하면서 남쪽을 바라보는 방 

향(alongshore， southerly, S로 표시)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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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2000년 12월 2일부터 2001년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표 2). 대략 1주일 간격으 

로 연구 지역을 방문하여 침식핀에서 일어난 지 

면고도의 변회를 계측하고 모래 포집기 시료의 

수거하는 한편， 식생의 상태 등과 같은 조사 구 

역의 상황을 관찰 기록하였다. 포집기에서 시료 

를 수거한 뒤 나침반을 이용하여 포집구의 방향 

을 매 번 측정， 기록하였다. 예외적으로 1월달의 

경우는 폭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2주일 

간격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으며 1월 20일의 

경우는 연구지역이 눈으로 덮혀 있어 침식핀의 

계측을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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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래 포집기의 구조와 설치 

unit:mm 

10 

900 

300 

100 

(a) 

침식핀 계측의 경우는 1월 20일 계측이 이루어 

지지 못했던 것을 제외하면 침식핀이 잘 보존되 

어 연구기간동안 거의 결측이 발생하지 않았다. 

침식편이 매몰되었을 경우는 매몰된 깊이를 측 

정하여 지형 변화를 계측하였다. 다만 C구역의 

경우 3월 9일 측선 C4. C5. C6에서 침식핀이 매 

몰되어 측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경 

우는 3월 15일 자료를 이용하여 보간하였다. 

포집시료의 경우 ‘과소 포집’ 과 ‘결측’ 이 관찰 

되었다. ‘과소 포집’ 이란 포집된 비사량이 실제 

이동량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측’이란포집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료를 얻 

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과소 포집은 주로 포 

집구가 해빈으로 향한 포집기 (3번， 7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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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4번)에서 발생하였고 대개 700g 이상의 비사가 

포집되었다. 그 외 해안에 평행한 방향으로 포집 

구를 향하도록 설치된 1번， 4번， 9번 포집기에서 

도 과소 포집이 발생하였다. 특이한 것은 3/9 2 

번 포집기에서 발생한과소 포집이다. 결측은 포 

집기의 훼손 혹은 연구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전체 자료 중 총 3 건의 결측이 있다. 

2/1 ADF의 2번 포집기 3/2 CDF의 12번 포집 

기， 3/15 ADF의 1번 포집기에서 결측 자료가 발 

생하였다. 

(2) 입도 분석 

해빈으로부터 유입된 비사(飛妙， blown sand) 



의 입도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건식제질법 (dry 

sieve method)을 이용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시료는 3번， 7번， 10번， 14번 포집기 

에 포집된 시료 중 25g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이는 건식체질법의 기본 요건 때문이 

다(Krumbein and Pettijohn, 1938; 조성 권， 

1995). 분석 가능한 시료는 총 43개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명시하였다. 

입도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하였다. 

@ 시료 25"'30g을 취하여 증류수로 세척한다. 

세척한 후 시료가 유실되지 않게 4cp체를 놓 

고 증류수를 조심스럽게 따라낸다. 이 과정 

을 3"'5회 반복한다. 

@ 건조로에 넣고 105 0C 에서 24시간 이상 건 

조시킨다. 

@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 질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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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φ부터 4φ까지 0.5cp 간격으로 제를 준비하 

여 시료를 넣고 로랩 체질기 (Ro-Tap 

Shaker)를 이용하여 10분동안 제질을 한다. 

@ 입경별 중량을 재고 이 값으로부터 구성비 

를 구한다. 모멘트법을 이용하여 평균입도， 

분급， 왜도， 첨도를 구한다. 평균입도， 분급， 

왜도 첨도는 다음과 같다. (단， f는 각 입도 

의 중량비， m은 φ 값으로표시한각 입도 간 

격의 중앙값) 

평균 xφ=E껴1 분급: ￠=/極화2 

zlf(m-x~)3 긴 Ej(m-xf )
I 

왜도 : SICψtil 점도 . lCurψ= 

〈표 2> 현장 모니터링: 침식핀 자료와 포집기 자료 

포집기자료 

ADF ADF CDF CDC 
일 시 침식핀자료 

N F 0 S N F 0 S N F 0 S N F 0 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2/02. 2000 기본단변 설 치 미설치 

12/09 O * 설 치 

12/15 。 * * * 
12/22 。 * * * 
12/29 O * * * * 

01/05 , 2001 O * * * * 
01/20 × * 
02/01 O 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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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O * * * * 
02/17 。 * * * * 
02/23 。

03/02 O * * * M * 
03/09 A * * * * 
03/15 O M * * * * 
03/23 O * 
03/30 O * * * 

1. 침식펀 자료에서 × 는 결측 자료이고 A 는 보간값이 포함된 자료이다. 

2. 포집기 자료에서 M 은 결측 자료이고 음영은 과소포집 자료이다*는 입도분석에 동원된 자료이다. 
3. N/S :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 각각 북쪽/남쪽O/F: 해안선에 수직인 방향， 각각 바다에서 유입되는 방향， 

육지에서 나가는 방향이다 

(3) 주요 분석 자료와 처리 

1) 포집된 비사자료 

포집된 비사 자료는 과소포집 문제로 인해 모 

래 이동율을 과소 추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 

적인 모래 이동율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과소포집이 일어나는 시기와 포집기 

가 동일하므로 모래 이동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 

교하거나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 

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Byrne ， 

1997). 따라서， 결측값이 포함된 3회분의 자료와 

포집기가 A 구역에만 설치되었던 12월 9일 포집 

분을 제외한 전 자료가 분석에 동원되었다. 

각각의 포집기로 실측한 비사 이동율(q)은 다음 

과같이 계산한다. 

q=-~ ---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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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 

t 

비사중량. 단위는 kg 

포집구의 너비. 단위는 m.6x10→3m 

포집 기간. 단위는 ‘일’ . 보통 6"-8일. 

〈수식 1) 비사 이동율 

전사구열에서 일어나는 모래이동 패턴을 조사 

하기 위해 위의 값을 이용하여 두 가지 분석을 

행하였다. 우선 방향별 모래이동율을 비교하여 

모래이동이 일어나는 주요 방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구역별， 포집 위치별 모래이동율의 상대적 

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ADF, ADC, CDF, 

CDC의 모래이동율의 합을 “총이동율”로 정의하 

고이값을비교하였다. 

한편 입도 분석을 통해 얻은 비사의 평균입도 

와 분급으로부터 ‘입도변이계수’ 를 구하고 조사 

구역별， 포집 위치별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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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식핀 자료 
E ;한‘(L" j(ði ，j ， ði,jT!) 

2.1’w, 각각의 침식핀에서 얻어낸 지면고도 자료를 이 

용하여 전사구열의 부피변화량을 계산하였다. 

각각의 조사 구역에서 발생한 단위 너비 당 전사 

구열의 부피변화량 (L1 V/w) 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할수있다 8) 
L1 V 조사구역의 전사구열부피변화량 

조사구역의 총너비 w 

w; 단면 Si로 대표되는 전사구열 부분의 너비 

L1 Si 단면 Si에서 발생한 단면 변화량 

alj 

L1 V_ 될까 'L1 S - f까 ·jFAaij 

단면상의 구간별 부피변화. j번째 침식핀 

과 0+1)번째 침식핀 사이의 변화 

단면 Si 상 j번째 침식핀과 0+1)번째 

칩식핀사이의 거리 

Li,j w ~ 1 
f깨 E 깨 

8) .1 ai ，j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l번째 측선의 J번째 침식핀과 U+l)번째 측량핀에서 계측한 고도 변화값을 각각 ðii,j, ðii ，ji"!이라 하자. 고도 변화값이란 해당 조 
사일자(t)의 계측값에서 이전 조사일자(t-1)의 계측값을 빼 준 값이다. 고도가 증가한 경우 즉 퇴적이 일어난 경우 양의 값융， 
감소한 경우， 즉 침식이 일어난 경우 음의 값윤 가진다. 또한 두 측량핀 간의 수평거리를 ~，j라고 하자 . .1 ai，j값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아래 그림)， 

i) Ôii,j, ðii，j+! 늘0인 경우. 즉， 모두 퇴적이 일어나거나， 모두 침식이 일어난 경우 
이 경우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되므로， .1 ai ，.i는 

.1 ai,J = 량 (Ôi,j+Ôi,.i+l) 

이 된다. 둘 다 퇴적이 일어나면 .1 ai,.i> 0, 둘 다 침식이 일어나면 .1 aij< 0 이다. 
ii) ðii.j. 이i，j+l<O 인 경우， 즉， 한 쪽은 침식이， 다른 한 쪽은 퇴적이 일어난 경우 
그린에서 알수있는바와같이 .1 ai，j는서로닮은두삼각형의 면적합이다. 따라서， 

.1 ai,j = 웅 (L;， ßi，j+쇄i ，j+l) 
이다. L;，j=Li선I꺼 j2 이고， 닮음비로부터 IÔul:lôi ，j+II=Lj선μ j2Ù ]므로， 

_--.J힌Lr _~γI1 
L..il= IÔi,jí+lë;j T\/ Lj,jl. L.,.i2= 

이고， 이로부터.1 ai ，.i는 

Lij Ilôi.i l이1+이 i~lôi i+111 L.,j 
.1 ai,j= τll"iéi'，;I~lði ， :::1 !' "j= τ(Ôi，/Ôi 페 

L..i 
이다， 식 (9). (13)로부터 .1 ai，i= τ(Ôj，/Ôi.j tJ)이다， 이 식윤이용하여 침식핀의 고도 변화측정값으로부터 측선단변의 변호널 ~L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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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l 단면 s 상 j번째 침식핀에서 계측한 고도 

변화. 

수식 2. 단위 너비당 전사구열의 부피변화 

위의 식을 이용하여 조사 구역별 전사구의 부 

피 변화， 단면별 부피 변화， 구간별 부피 변화 등을 

구하고 그 패턴을 조사하였다. 

11. 전사구의 모래 이동과 비사의 특성 

1. 전사구의 모래 이동 

(1 ) 모래 이동의 방항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결측값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총 11회 86일분의 자료이다. 연구 기간동 

안 포집된 비사의 총량을 이용하여 방향별 평균 

모래 이동율과 수직/평행 이동율 비를 계산하였 

a 

.’ -’-
-‘ -.’ • 

.-" t=l .,' 
-’ .-" 

-’-.’ • ð2 . ,' • ’ • 
.-" 

.-" 
.-" .’ . . ,' 

ð1 ð1 
... 

L .. , 
L 

/ 

/‘ 

.’ • . ' 
". 

다(그림 4a, b). 방향별 평균 모래 이동율이란 각 

구역 내에서 연구기간동안 포집된 모래의 총중 

량을 연구기간(86일)과 포집구 너비(6mm)로 나 

눈 값이다. 다시 말해 연구기간 동안 하루 당 단 

위 너비에 대해 일어난 모래 이동율을 의미한다. 

수직/평행 이동율 비란 사구열에 수직 방향으로 

일어난 모래이동에 대해 사구열에 평행한 방향 

으로 일어난 모래이동의 비를 의미한다. 수직/평 

행 이동율 비가 크면 사구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일어난 모래이동의 규모가 사구열에 수직 방향 

으로 일어난 모래이동의 규모보다 큼을 나타낸 

다. 모래이동이 저조했던 1/20 자료와 2/23 자 

료는 수직/평행 이동율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수 

거된 비사량이 적어 비사 중량을 수집， 계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래이동은 A, C구역 모 

두에서 주로 사구열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일어 

났다〈그림 4a). 그러나 모래이동 방향의 패턴은 

구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그림 4b). 즉， C구 

역의 경우는 〈그림 4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 

... 
t=l th " / 

" ... ‘J ’ i .,' 
，~，:， .. ",," 

’ ". ... 
" 

’ 

1· 
L2 

L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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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와 CDC 모두에서 사구열에 수직으로 유입 

되는 모래이동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1 이하인데 

반해， A구역은 이 값이 1 이상이었고， ADC 값의 

경우 16에 가까운 값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C 

구역의 경우 모래이동이 주로 사구열에 수직인 

방향으로 모래이동이 일어나는데 반해 A구역에 

서는 사구열에 평행인 방향으로 일어나는 모래 

이동의 규모가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는 모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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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규모보다 큼을 의미한다. 또한12/15 ， 

12/22 자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빈-사구 경계 

부의 수직/평행 이동율 비가 사구 정상부의 수직 

/평행 이동율 비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상대 

적으로 사구 정상부에서는 사구열에 수직한 방 

향으로 모래이동이 주로 일어나고 사구열에 평 

행한 방향의 모래이동은 해빈-사구 경계부에 비 

해 제약을 받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4) 방향별 모래 이동율 (a) 기간 중 평균 이동율 (b) 수직/펑행 이동율 비. 모래 이동이 저조했던 1/20자 

료와 2123 자료를 제외하였다. 

l애 .. ‘XIrt ,... \1r4I""~‘~) 
16.0 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12.0 

10.0 

8.0 

6.0 

4.0 

2.0 ~-

0.0 
alongshore,N oneshore offshore alongshore,S 0 

|_ADC 며 CDC ... AOF ... COF I 

(a) 

(2) 총이동율의 꽤턴 

ADF, ADC, CDF, CDC의 평균 총이동율은 〈표 3)과 같다. 

표 3. 평균 총이동율 (단위: kg/m/day) 

AOC 
86 

포집 총중량 (kg) 14.866 6.816 

평균 층이동율 (kg/m/day) 288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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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DF CDC 

1.195 8.339 

23.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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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총이동율은 ADF)CDF)CDC) ADC이다. 

과소 포집은 주로 ADF와 CDF에서 발생하였으 

므로 위와 같은 관계는 과소 포집을 고려하더라 

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연구 기간동안 해빈

전사구 부분(DF)의 모래이동이 사구 정상부(DC) 

의 모래이동보다 더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매 기간별 총이동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5)는 ADF, ADC, 

CDF, CDC의 총이동율을 매 회 비교한 것이다. 

A 구역의 경우， ADF의 값이 ADC보다 항상 크 

게 나타난다.C구역의 경우， 1(12115), 2(12/22) 

의 경우처럼 CDC의 값이 CDF의 값보다 더 크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CDF가 

CDC보다 큰 값을 보인다. 따라서， A， C 구역 모 

두에서 해빈-전사구 부분(DF)의 총이동율이 사 

구 정상부(DC)의 총이동율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사구역에 따른 총이동율의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다. 평균 총이동율 값에 따르면 

ADF)CDF, CDC) ADC 인 관계가 성립되지만 매 

회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 

림 5)에 따르면 12월과 3월의 경우 ADF)CDF 이 

나， 1월과 2월 자료의 경우 ADF(ADC 이다. 

ADC의 값은 전반 

지만， 조사구역에 따른 모래이동 규모의 차이는 

관찰되지않았다. 

〈그림 5) 조사 구역의 총이동율 비교 

.여-

140.0 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

80.0 1-
I .1(12/15) 

60.0 μ .... --센뻗 .... - .... 

40.0 

20.0 “ ---

o 
|= COF _ coc .. AOF ... AOC I 

2. 비사업도 

(1) 비사의 입도 특성 

총 437H의 시료를 포집 구역과 시기를 고려하 

지 않고 통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얻어낸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입도와 분급의 주요 통계치를 계 

산하면， 아래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표 4). 

적으로 CDC의 값 〈표 4) 43개 비사 시료의 입도와 분급의 주요 통계치 

보다 작으나 

3(12/29) , 9(319) 최대 

의 경우는 CDC보 입 도 (φ) 2.02 2J7 2.31 2.28 2.37 2.52 

다큰값을보였다. 분 급(<p) 0.35 0.37 0.41 0.43 0.48 0.61 

결론적으로 말하 

면 대체로 해빈-전사구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모 비사 시료의 입도범위는 2.02"'2.52φ 로 ‘제 

래이동의 규모가 사구 정상부에서 일어나는 모 사 (fine sand. 2"'3φ)" 에 해당하며(Udden-

래이동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Wentworth grain size scale를 따름) , 분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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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0.35'""0.61φ 로 “양호(well sorted , 

0.35'""0.50φ)" 에서 “보통(moderately sorted, 

0.51"'0.70φ)" 에 해당한다(Compton ， 1962). 

평균입도는 2.28φ이다. 이 값은 서종철(2001) 

이 신두리 사구지대의 표층퇴적물의 평균입도로 

보고한 2.13φ과 비교할 때 세립한 값이며， 단면 

별 평균입도의 범위로 제시한 2.01'""2.21φ과 비 

교하여도 보다 세립한 값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비사 시료는 신두리 사구지대의 표 

층퇴적물에 비해 세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수있다. 

전체 시료의 평균입도와 분급과의 관계를 산점도 

(scatter diagram)로 나타내면 평균입도와 분급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인다. 상관계수 
10 

p = -0.795 로 비교 8 i •• 
적 강한음의 상관관 6 •• 
계를 가지고 있다. 

즉， 비사의 평균입도 

가 세립해질수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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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사 시료의 평균입도와 분급 (총 43JH) 

톨훌어i 

0.65 

0.60 

0.55 ’ ‘ 
l 、“ • 

0.50 i ‘~ • 
、“ : 

y=-0 .4364x+1 .4226 
R2=O.6324 

0 .45 ~“““‘ 
0 .40 

0.35 

0.30 
2.00 2.10 2.20 

• ‘·‘ .. “‘ 

,- --;.”“‘ ‘ • 

2.30 2.40 2.50 2.60 

〈그림 7) 비사 시료 (총 43JH) 평균입도의 분포 

3 

2 

o 

급이 좋아지는 경향 2.0 2.1 2.2 2.3 2.4 2.5 2.0 2.2 2.4 2.6 

size.datsm 

을보인다〈그림 6). 

각 시료의 입도분 

포는 거의 대칭형인데 비해 437H 시료로부터 얻 

는 평균입도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보 

면 이중최빈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보이 

고 있어 43개의 시료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 

사한다〈그림 7). 이는 포집 구역과 시기에 따라 

비사의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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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사 입도의 공간적 변이 

총 437H의 시료를 포집 구역에 따라 “A구역 시 

료”와 ℃구역 시료”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료를 

포집 위치에 따라 ADF, ADC, CDF, CDC 로 구 

분하였다. 시료별로 평균입도의 분포를 구하고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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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집구역별 평균입도 분포 비교 

smean smean 

{ -----------] 
2.5 

2.4 
[ ; 
톨
 } 

2.5 

2.4 

밑
-
-
-
:
·
:
]
 

~ 
[·’ ll·---
’] 

2.3 

r....,-, 

l 
l --i i 
! 
} 

2.3 

2.2 2.2 

2.1 2.1 

CDF 

」←」

ADF CDC 
topo 

ADC 
2.0 

B A 
2.0 

〈그림 9) 비사 시료의 평균입도와 분급 

이와 같은 결과들은 전사구로 유입되는 비사 

가 구역에 따라 평균입도와 분급에서 서로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위치에 따른 차이(해빈-전사구 경계와 사구 

정상부)는 크지 않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인지 평가하기 위하여각 시료의 평균입 

도와 분급의 비로 정의한 ‘입도변이계수 

(CV s)’ 를 시료별로 구하고 이에 대해 분산분석 

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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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A 구역 시료의 

중앙값이 대략 2.18φ 이고 C 구역 시료의 중앙 

값이 대략 2.38φ 이다. 이 값은 히스토그램에서 

식별된 두 개의 최빈값과 거의 일치한다. ADF 

ADC ,CDF, CDC로 나누어 비교하면 조사 구역 

내에서 위치 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구역 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C구역의 DF와 DC간의 차이에 비해 A구역의 

DF와 DC간의 차이가 좀 더 뚜렷함을 알 수 있 

다. 위 두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체 시료에 대 

한 평균입도의 분포가 이중 최빈분포를 보이는 

것은 A구역 시료와 C 구역 시료의 평균입도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A 구역 시료와 C 구역 시료의 평균입도와 분급 

을 산점도로 나타내 보면 구역에 따라 서로 구 

별되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대체적으로 A구역은 C구역에 비해 비사의 

평균입도가 더 조립하고 분급이 좋지 않다는 것 

을알수있다. 



1) 해빈-전사구 경계부vs사구 정상부 

해빈-전사구 경계부에서 얻은 시료는 24개， 사 

구 정상부에서 얻은 시료는 19개이다. 분산 분석 

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p-value 가 0.08로 유 

의수준 5%에서 판단할 때 이 두 위치에 대해 시 

료의 입도변이계수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2) A 구역 vs C 구역 

A 지역에서 포집한 시료의 개수는 23개， C 지 

역에 포집한 시료의 개수는 20개이다. 분산 분석 

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p-value 가 0.00 으 

로 유의수준 1%에서 판단할 때 두 구역의 입도 

변이계수는서로다르다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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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F/ADC vs CDF/CDC 

ADF의 시료 개수는 147H, ADC는 9개， CDF 

는 107H. CDC는 107H이다.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p-value 가 0.00 으로 유의수준 

1%에서 판단할 때 4 구역의 입도변이계수는 서 

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 의 분석과 

〈그림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역내(즉 위 

치간) 변이는 작고， 구역간 변이가 크다. 

종합하면 전사구로 유입되는 비사의 평균입도 

와 분급은 포집 구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구역과 C 

구역으로 유입되는 비사는 서로 다른 입도 특성 

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입도변이계수의 구역별/위치별 분산분석표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비 p-value 
처 리 0.0048 0.00484 

3.29 0.08 
잔 차 0.0603 41 0.00150 

총 계 0.0651 42 

A 구얼 vsC 규i역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비 p-value 
처 리 0.0373 0.0373 

4.24 X lO-9 55 .1 
잔 차 0.0278 41 0.000678 

총 계 0.0651 42 

j vsCDFJCDC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비 p-value 
처 리 0.0401 3 0.0134 

20.8 3.21x lO-8 

잔 차 0.0250 39 0.000641 

총 계 0.065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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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별 비사입도의 변이와 구역/위치별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43개의 시료에 대해 통일한 시 

기에 얻은 시료들끼리 군을 만들어서 서로 비교 

하였다 (그림 10). 

〈그림 10) 비사의 평균입도 비교 

g균입도(phi) 

2.60 r--------------------------------

2.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_ ADF _AOC ‘ CDF -CDCj 

삐. 전사구의지형 변화 

1. 구역별부피 변화 

부피 변화량은 2000년 12월 2일 현재의 지형 

단면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연구 기간동안 전 

사구의 부피는 모든 조사 구역에서 대체로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규모는 구역에 따 

라 차이를 보였다.A 구역은 2.26m3/m , B 구역 

은 7.34m3/m , C 구역은 2. 48m3/m 의 부피증 

가가 일어났다. 위의 값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B 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 거의 2'"'-'3배에 가까 

운 변화를 보였다(그림 11). 

〈그림 11) 전사구의 부피변화 추이 
여기에서도 구역별 입도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각 구역 

내에서 해빈-전사구 에서 포집된 

시료와 사구 정상부에서 포집된 시 

료를 비교해 보면 A 구역과 C 구역 

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A 구역의 

경우， ADF와 ADC의 비교가 가능 

한 경우 모두， ADC의 입도가 더 세 

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해빈-사구 경계부에서 이동하는 모 

래가 사구 정상부를 넘어 이동하는 

모래에 비해 조립하다. 그러나， C 

구역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드 

러나지 않았다. 

단위 너비당 전사구 부피변화(m'/ml 

9.0 r---------------------------------------
8.0 

7.0 

6.0 

5.0 

4.0 

3.0 

2.0 

0.0 
l 응 A구역 를 B구역 -.-c구역| 

2. 구간별 부피변화 패턴9) 

9) 지형단면 상에 설정된 측량펀과 측량편 사이듭 ‘구간 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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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단면 상에 설정된 각 구간별로 모니터링 기 

간동안 일어난 부피변화를 살펴보면 해빈으로부터 

전사구에 유입된 모래가 전사구의 부피변화에 일 

정한 패턴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 

사구로 유입된 모래는 대부분 해빈-전사구 부분에 

퇴적되었다가 순차적으로 사구 정상부로 이동한 

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단 

면을 각 구역에서 하나씩 선정하여 자세하게 살펴 

보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이 

A구역에서는 포집기를 설치했던 A3단면의 구간 

별 부피변회를 살펴보았다(그림 12), A3단면은 총 

7개의 측량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총 6개의 구 

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간의 이름을 해빈으로부 

터 내륙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각각 A31, A32, 

A33, A34, A35, A36이라고 명명하였다(그림 2 

참조)， 포집기는 A31구간 전면(때F)과 A32구간 

후면(때α에 설치되었다. 일련번호 1...147} 의미 

하는 것은 전사구의 부피를 측정했던 일시이다. 해 

당 일시는 앞 절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동일하다. 

구간 

〈그림 12> A3단면의 구간별 변화 

g휘 !띠8.D1I!1J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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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니 

터링 기간동안 대부분의 부피변화는 구간 

A31.A32. A33에 국한되 어 있었다， A31, A32, 

A33이 급격한 부피증가를 보인 11(3/9) 이후 

A34. A35. A36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것은 해빈으로부터 유입된 모래가 대부분 전시구 

전면이나 사구 정상부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 

간 정상부를 넘어 내륙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구 후면 구간(A34 ， 

A35, A36)에서 대규모로 부피증가가 이루어지 

기 이전에 침식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는데(8 ， 

9. 10) 이는 사구 후면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한 풍식 (deflation)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형변화 결과에 비추어볼 때 전사구에 유입되는 

모래가 내륙으로 계속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A33, A34구간이었다. 현장 관찰 사실로 미 

루어볼 때 이러한 제한효과에 기여하는 요인은 

식생 피복인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이 완전히 모 

래로 덮일 때까지 그 후면으로의 모래이동은 한 

동안 제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C구역 역시 포집기를 설치한 C2단면을 분석 기 

술 대상으로 삼았다(그림 13), C2단면은 총 117M 

의 측량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총 107M 구간 

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구간을 해빈에서 내륙으 

로 가는 순서대로 C21, C22, .. , ， C210으로 명명 

하였다(그림 2 참조) , 포집기는 C21구간 전면 

(CDF)과 C24구간 후면(CDC)에 설치 되 었다. 

C2단면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동안 일어난 부피 

변화는 대부분 구간 C25. C26어l 집중되어 있다. 

C21구간은 기준면인 2000년 12월 2일 현재의 

10) 지형단변의 구간별 변화 패턴을 살펴본 결과 큐오의 자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변화패턴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각 구역에서 대 

표적인 단변을 선정하여 분석，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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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울절 모래이동과 전사구의 지형변화 

단면에 비추어 볼 때 침식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C21구간에서의 침식은 초기 (12월)에는 파 

랑에 의한 침식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나11). 1월 

이후에는 바람에 의한 풍식 (deflation)이 주료 

프로세스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구 전면에 해 

당하는 C22 , C23, C24구간은 모니터링 초기에 

는 부피가 증가하다가 C25. C26구간의 부피가 

성장하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해빈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우선 

C22 , C23, C24구간에 퇴적되었다가 C25, C26 

구간으로 이동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C25, 26구 

간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과 C27구간의 부피가 

증가(11 이후)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도 모래이동 

이 각각의 구간을 거치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래이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식생 피복이 

모래이동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이었다. 

〈그림 13) C2의 단면의 구간별 변화 

g위 .IIIW.억연11(，’1m) 

0.600 

0 .400 

0.200 

0.000 

C21 

-0.200 

B구역에서는 B1단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그 

림 14). B1단면은 측량핀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총 6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구간을 해빈에서 내륙으로 가는 순서대로 B11, 

B12 , ... , B16로 명명하였다(그림 2 참조). B구 

역은 식피밀도가 A.B. C구역 중 가장 높은 구역 

으로 식생에 의해 모래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Bl단면의 변회를 사례로 살 

펴보면 전사구의 부피변화는 주로 BIL B12구간 

에 국한되어 있다가 6(2/1)부터 B13구간이 증가 

하기 시작하고 11(3/9)에 이르러 B14, B15구간 

도 부피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전사구 

에 유입된 모래가 순차적으로 퇴적되는 것은 식 

생에 의해 모래이동이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사구 부피변화의 패턴은 해번-전 

사구 경계부의 모래이동 규모가 사구 정상부의 

모래이동 규모보다 크게 나타난 바 있는 모래이 

동 패턴을 반영하는 것이다. 해빈-전사구 경계부 

에서는 해빈으로부터 유입된 비사와 사구열에 평 

행으로 이동하는 비사 등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 

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비사는 사구열로 

유입되면서 식생에 의해 이동에 제한을 받아 퇴 

적되어 전사구의 부피변회를 초래한다. 하지만， 

사구 정상부의 경우는 사구 전면의 식생 피복이 

비사로 덮혀 모래이동을 제한하지 못하게 될 때 

까지 해빈으로부터 공급되는 비사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사구 정상부의 모래이동의 

규모는 해빈-사구 경계부의 모래이동의 규모보 

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전사구 부피변화 

의 패턴은 B 구역의 부피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 

11) C21구간은 고조위변 위에 위치하므로 보통의 경우 파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대조시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경 
우 파랑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장관찰 시 파랑에 의한 침식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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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역과 조사 구역내의 지형요소 등에 의해 전 

사구의 부피변화는 서로 다른 규모로 이루어진 

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전사구열 

은 해빈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사에 대해 하나의 

일제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역 

내 측선 상에서 측정된 부피변화 간의 변이계수 

와 각 측선 상 부피변화 간의 상관계수는 전사구 

열이 연구기간동안 비사의 유입에 대해 전반적으 

로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A, B, C 구역에 설정한 개별 측선에서 확인된 

전사구열의 부피변화 간의 상관계수 행렬은각각 

의 측선에서 일어나는 부피 변화가 서로 높은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각 측 

선 상에서 관찰된 부피변화 간의 상관계수를 구 

하면 대부분 0.80 이상이었다(표 6). 예외적으로 

A4 측선에서 일어난 부피 변화는 다른 측선에서 

일어난 부피 변화와 상대적으로 익댄 상관관계 

를 보였는데， 이는 A4 측선이 설정된 전사구열 

후면으로 모래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측선 

상에서 확인된 부피변화가 실제 부피변화에 비 

해 과소 추정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같이 전사구열의 부피변화는 구역에 따라 규모 

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변화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전사구 

열은 하나의 전제로 모래이동에 반응하고 있다 

고말할수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각각의 구역에 대해 구역 내 

측선에서 일어난 부피변화 간의 변이계수의 변 

화 양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그림 15). <그림 

15)에 의하면， A， B, C 각 구역의 각 측선별 부 

3. 전사구열 부피변화의 상관성 피변화의 변이계수는 2/1 이후 자료에서 0.4 이 

하의 적은 값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 변화 양상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사구열에 설정된 조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각의 구역 내에 

난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전시구 부피 

변화가 해빈-전사구 경계부로부터 사구 정상부 

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전사구의 해 

빈 대비 고도가 전사구의 비사 수용 능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즉， 해빈 대비 고 

도가 낮을 경우 비사가 사구 정상부를 넘어 내륙 

으로 이동하게 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비사가 사구 정상부를 넘게 되면 사 

구 후면부에 넓게 퍼져 측선을 이용한 부피변화 

측정에 의해 쉽게 그 변화를 계측하기 어렵게 된 

다. 하지만 해빈 대비 고도가 높을 경우， 유입된 

비사는 전사구 전면부에 주로 퇴적되게 되고 사 

구 정상부를 넘어 내륙으로 이동하지는 못하게 

된다. 이로부터 해빈 대비 고도가 높은 경우 전사 

구 부피의 증가가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4> 81 단면의 구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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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측선 간의 부피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변이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변이를 일 

으키는 요인이 각 구역에 동일하게 작용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2/1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각 구역의 변이계수가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변화 패턴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판찰에 따르면 2/1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전사 

구 전면부의 식피밀도의 현저한 변화였다. 이를 

고려해 볼때， 각 구역 내에서 측선별 부피변화의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식피빌도였을 것 

으로사료된다. 

종합하면 전사구열은 부피변화의 규모에 있어 

서 변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빈으 

로부터 유입되는 비사에 대해 유사한 지형변화 

패턴을 보인다. 다시 말해 전사구는 해빈으로부 

터 유입되는 비사에 대해 하나의 일체로 반응한 

다. 지형변화 패턴의 측선 별 변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식피밀도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측선 상에서 발생한 부피 변화량 간의 상관계수 행렬 

A1 A2 A3 A4 B1 B2 C1 C2 C3 C4 C5 C6 

A1 

A2 0.98 

A3 0.92 0.92 

A4 g‘ 74 OJ'4 . 0:63 

B1 0.94 0.98 0.87 0.74 

B2 0.83 0.85 0.82 0.87 0.87 

C1 0.92 0.91 0.86 0.72 0.91 0.84 

C2 0.83 0.84 0.85 0.90 0.87 0.90 

C3 0.91 0.93 0.83 0.86 0.95 0.93 0.90 0.93 

C4 0.94 0.94 0.93 0.70 0.91 0.91 0.90 0.80 0‘ 90 

C5 0.95 0.98 0.84 0.81 0.98 0.87 0.90 0.91 0.97 0.90 

C6 0.92 0.95 0.87 0.71 0.94 0.83 0.88 0.81 0.88 0.92 0.91 

일러두기 : 음영은 상관계수가 0.80 이하로 상관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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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구역별 측선 상 부피변화 간의 변이계수 

地理學論훌훌 第38號 (2001. 9) 

래이동의 방향의 경우 A 구역은 사구열에 평행한 

방향의 모래이동이 사구열에 

| +CV_zoneA 를 CV_zoneB ..... 따。ne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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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 구역에서는 사구열에 수 

직인 방향의 모래이동이 지배 

적이었다. 이것은 C 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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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역에 비해 사구열의 방 

향과 바람 방향이 이루는 각 

이 더 수직에 가까웠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모래이동의 방향은 사구열 

의 방향에 따라 지역적인 변 

이를갖게된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두리 전사구열을 사구의 경사， 

고도， 사구의 형태， 식피 밀도 등을 고려하여 크게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발생하 
는 모래이동의 패턴과 지형변화의 패턴을 조사하 

였다. 또한 해빈-전사구 경계부와 시구 정상부의 

모래이동 패턴과 지형변화 패턴을 조사하였다. 따 

라서， 구역에 따른 변이를 보인다면 구역을 나누 

는데 동원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고， 구역보다 전시구 내의 위치에 

따라 변이를 보인다면 전사구의 지형이 모래이통 

과 지형변화 패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모래이동 

의 방향， 유입비사의 입도， 부피변화량 등이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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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비사의 경우， A 구역 

의 입도가 C 구역의 입도보 

다 조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서 

종철， 2001)에서 보고한 사구 표층퇴적물의 평 

균입도가 보이는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신두리 해안사구의 표층 퇴적물은 북쪽으로 갈 

수록 조립해지며， 이에 따라 유입되는 비사도 북 

쪽으로 갈수록 조립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퇴적물 특성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본 연 

구의 범위 안에서 밝힐 수는 없다. 각 구역을 나 

누었던 기준이 이와 같은 차이를 유발했다고 보 

기에는 어려웅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해빈 퇴 

적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 

다 자세한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돌린다. 

부피 변화량의 경우， B 지역이 A, C 지역에 비 

해 2"'3배의 부피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해빈 대비 사구 

열의 고도이다. 해빈 대비 사구열의 고도가 높은 

경우， 유입 비사의 내륙 이동을 제한하여 전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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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피 증가의 규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커 

지기 때문이다. 

구역에 따른 차이에 제한되지 않고， 해빈-전사 

구 경계부와 사구 정상부 간의 차이를 보였던 것 

은 모래이동의 규모였다.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의 전사구열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난 모래이동의 

패턴은 해빈-전사구 경계부의 모래이동의 규모 

가 사구 정상부의 모래이동 규모보다 크게 나타 

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모래이동 패턴은 

전사구의 부피변화가 해빈-전사구 경계부로부 

터 사구 정상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으로 전사구의 지형변화 패턴에 반영되고 있다. 

Arens (1996) 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모래이동 패 

턴은 식피 사구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패턴 

이다. 그는 식생으로 피복된 네멀란드의 전사구 

에서 행한 조사를 통해 식피 사구에서는 해빈

사구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한 모래이 

동의 규모가 사구 정상부에서 일어나는 모래이 

동의 규모보다 크며 전사구로 유입되는 비사의 

대부분은 해빈-사구 경계부에 퇴적된다고 하였 

다. 여러 해안사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이와 같은 패턴은 전사구에서 널리 관찰되는 

패턴이다(Gares， 1990; Goldsmith et al., 1990; 

Carter and Wilson. 1990. Davidson-Arnott 

and Law. 1990). 

이와 같은 모래이동의 패턴은 일반적인 사막 

사구에서 관찰되는 바와는 다르다. Wiggs 

(2001)에 따르면 식생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 일 

반적인 사막 사구에서는 사구 지형에 의한 정상 

부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사 

구 말단부보다 사구 정상부에서 모래이동이 더 

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전사구는 식생에 의해 발 

달， 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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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식피 사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사구가 식피 사구의 특징을 지니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막사구에서 일어나는 모래이동 패턴 

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사구의 독특성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전사구만을 

해안사구로 보려는 입장과 연결지어 본다면 이 

는 해안사구와 사막지구를 구분짓는 특성이 될 

수있다. 

Bauer (1990) 에 의하면 전사구의 경사는 사 

구 퇴적물의 입도의 재분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이 일어날 

때 조립한 입자들은 해빈-전사구 경계부로 이동 

이 제한되는데 반해 세립한 입자들은 사구 정상 

부를 넘어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현상이 신두리 해안사구에서도 발생한다면 해 

빈-전사구 경계부에서 포집한 비사에 비하여 사 

구 정상부에서 포집한 비사가 세립해야 한다. 이 

와 같은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A 구역 

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했으나， C 구역에 

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신두리 전사구에서 

는 Bauer의 비사 재분급(aeolian decoupling) 

현상은 명확히 관찰되지는 않았다. 

전사구열의 각 측선에서 측정한 부피변화 간의 

변이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크기에서는 서로 차이 

를보이지만， 그변화양상은유사함을드러낸다. 

각 구역 내에서 측선 상 부피변화 간의 변이계수 

를 구해보면 2월 이후로 변이계수가 줄어옮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구역 내에서 측선 상 부피변화 

간의 차이가 줄어옮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렇게 2월 이후로 변이계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모 

든 구역에서 관찰되는데 현장 관찰 사항과 연결 

지어보면 2월 이후는 전사구 전면부의 식생피복 

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측선 상 부 



피 변화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인은 식생 피복이 

라고 판단할수 있다. 한편 각측선 상부피변화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각 측선의 부피변화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 측선 

상에서 부피증가가 일어나면 다른 측선 상에서도 

부피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신두리 전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으로부터 모래가 유입되는 데 대해 하나의 일제 

로서 반응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신두리 해안사구지대의 전사구를 대 

상으로 모래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겨울철 

과 이른 봄철(12월 '"'"'3월)을 택하여 신두리 해안 

전사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의 

규모와 특정을 살펴보고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 

이 전사구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밝히 

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신두리 해 

안사구 지대의 전사구를 사구열의 방향， 고도 전 

사구 전면의 사면 경사 식피밀도 등의 조건에 

따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고 총 127H의 측 

션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측선에는 지 

형 변화량을 계측하기 위해 측량핀을 설치하였 

으며， 비사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A, C구역의 해 

빈-전사구 부분(DF)과 사구 정상부(DC)에 포집 

기를 설치하였다. 포집기는 해안선에 수직인 방 

향으로 일어나는 모래이동과 해안선에 평행 방 

향으로 일어나는 모래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2000년 12월 2일부터 200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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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대략 1주 단위로 현장을 방문하여 비 

사량과 지형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구기간동안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은 

주로 해빈에서 전사구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우 

세하게 일어났다. 그 외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사 

구역별， 조사 구역 내 위치별로 서로 다른 패턴 

을 보였다. 먼저 A 구역은 C 구역에 비해 사구열 

에 평행한 방향의 모래이동의 규모가 크게 나타 

났다. 또한 사구 정상부에서는 해빈-전사구 경 

계부에 비해 사구열에 평행한 방향의 모래이동 

이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 

래이동의 주요 방향이 조사구역에 따라， 조사구 

역 내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 

은 사구열의 방향과 사구의 지형요소가 모래이 

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모래이동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사구 정 

상부보다 해빈-전사구 부분에서 더 활발하게 일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래이동 패 

턴은 사박 사구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주로 식피 사구에서 발생한다. 전사구는 식생 

피복이 생성과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 

구이기 때문에 식피 사구에서 일어나는 모래이 

동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신 

두리 해안 전사구는 세계 여타 지역의 해안사구 

와 유사한 모래이동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모래이동 패턴은 전사구의 지 

형변화 과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사구의 지형 변화는 해빈-전사구 지역으로부 

터 점차 사구 정상부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구역에 따른 모래이동 규모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세째， 전사구로 유입되는 모래의 입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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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신두리 북부(A구역)에서 포집된 비 

사와 중부(C구역)에서 포집된 비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있음이 밝혀졌다.A지역으로유입되는비 

사가 C지역으로 유입되는 비사에 비해 입도가 조 

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빈-전사구 부 

분과 사구 정상부 부분에 따른 입도 특성의 차이 

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A구역의 경우 해 

빈-전사구 지역으로 유입되는 비사의 입도와 사 

구 정상부로 유입되는 비사의 입도 간에 차이를 

보여 전사구의 사면경사에 의한 퇴적물의 재분급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C구역의 경우는 확 

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구역에 따른 유입 비사 

의 입도특성이 차이를보이는이유는이 지역 해 

안사구의 표층퇴적물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그 원인은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만으로는 밝힐 

수 없었으며 추후 연구 과제로 돌린다. 

네째， 모니터링 기간동안 전사구열은 대체로 

지속적인 부피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구역에 따 

라 그 규모는 차이를 보였다.A구역과 C구역의 

부피 증가량은 각각 2.26m3/m , 2.48m3/m로 유 

사한 규모를 보여 주었으나 B구역의 경우 이보 

다 거의 2"-'3배에 가까운 7. 34m3/m 의증가를 

보였다. 전사구의 부피변화 패턴을 고려할 때， B 

구역의 부피변화가 다른 구역에 비해 탁월하게 

나타났던 것은 B 구역 사구열의 해빈 대비 고도 

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B 

구역은 A. C구역에 비해 사구열의 고도가 높아 

서 유입된 비사가 사구 정상부를 넘지 못하고 사 

구 전면부에 퇴적됨에 따라 부피 증가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다섯째， 모래이동이나 전사구의 부피변화 패턴 

이 구역에 따라 변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측선 

상의 부피변화 규모의 상관관계와 각 구역 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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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상 부피 변화량의 변이계수 등을 살펴본 결 

과， 신두리의 전사구열은 바람에 의한 모래이동 

에 대해 하나의 일체로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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