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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서해안 신두리 해안사구의 바람과 비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현장에서 5-15분 간격으로 자동기상장비 

(AWS)와 수평형 비사 채취기(horizontal sand trap)을 이용하여 바람과 비사의 자료를 얻었다. 연구기간동안 풍향은 대체로 

남서풍계열이 많았고， 평균풍속의 범위는 3. 8-8. 8m1s였으며， 이 중에서 비사가 채취된 평균풍속은 4.3m1s 이상이었다. 평균 

풍속과 비사 채취량(g!cmlmin)은 회귀분석 결과， R2 
= 0.915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사 채취율은 풍향의 빈도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풍향의 빈도가 낮아도 풍속이 높으면 비사의 채취가 많이 되었다. 비사의 입도의 범위는 2.07-2.YJφ로 

세사(細i'.Þ ), 분급은 0.37-0.47φ로 양호(well sorted)에 해당하였고， 해빈 퇴적물의 입도는 1.66-2.09φ로 중세사(中細妙)， 분 

급은 0.5-0.57φ로 보통(moderately sorted)인 것으로 나타나 비사가 해빈 퇴적물보다 세립질이며 분급도 좋았다. 비사의 수 

분함량은 0.1-0.32010였으며 1.03%이하가 되어야 바랍에 의해 운반됨올 알 수 있었다. 비사의 이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올 미 

치는 해빈의 폭은 전사구 경계지점에서 바다쪽으로 약 75-100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에서 이동해 오 

는 모래는 다른 곳에서 이동해 오는 모래보다 조립하였다. 

주요어 : 해안사구， 신두리， 자동기상장비， 수평형 비사 채취기， 비사， 모래이동 

Abmα : 퍼sstu에rexaminE녔 the relations 밟W않n windandae이an 없nd 없nsport 띠 S비ncluri dune field, South Korea. Wind 

speeds and directions were monitored using a rotating anemometer and wind vane. A∞Han 없nsport was measured using a 

horizontal trap and 뼈ch sediments were sampl어 for grain s얹 analysis and moisture ∞ntent. Wir넘 S야어s ranged IlDm 3.8-

8.8m1s, and prevalent wind direction was SW. sa띠S 생un to blow at the mean w때 S야생 of4.3m1s. π1e relations 밟ween 없nd 

transp이ted and mean 매nd s야ed VeI)' hi양1 (lt=O.915) and the sands also rela~려 with 띠떠 빼roion. Aeolian 없d size ranged 

IlDm 2.07 to 2.YJφ(fine sa떠) and was well ~(0.37-o.47Ø). Beach sar닙 size ranged IlDm 1.66 to 2.09 (m려iumsar넘) and was 

moderaæly sorted. Aeol띠n 없nd was fmer and be빼 sorted than beach sand. The moisture ∞ntent of AeoIian sand rangl어 IlDm 0.1 

to 0.3291l and sand ∞비d be blown at the moisture ∞nænt less than 1.03%. 까1e etfect of 뼈ch widthon 없nd transport was about 

75-1얘n IlDm the dune lt∞. Sand 없nsported alongshore was coarser than onshore. 

꿇ywαds: coastal dune fields, Shinduri dune fields , blown sand, aeolian sand transport, automatic weather station(AWS) , 

horizontal sar념 trap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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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의 바람과 비사에 관한 연구 - 서해안 신두리를 사례로 -

I . 서 론 

1. 연구목적 

해안사구는 간석지와 해빈의 모래가 바랍에 의 

해 운반 ·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해안사구는 

모래가 풍부하고 일정 속도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 

으로불어 모래가잘운반될수 있으며， 식생에 의 

한 풍속의 감속으로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모래를 

퇴적 시킬 수 있는 곳에서 잘 만들어진다. 우리 나 

라 서해안은 이러한 조건올 모두 만족하고 있어 

해안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해안사구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 

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의 경우는 해안 

사구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연구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사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 학문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 

안사구에 대한 국내의 연구 중에서 지형과 퇴적물 

수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박동원 · 유근배(1979) ， 

서종철(2001) ， 류호상(2001)의 연구다. 

박동원 · 유근배(1979)는 서해안 태안반도와 안 

면도에 나타나는 사구의 형태적 특성과 발달 과정 

을 살피고， 입도분석을 통해 사구퇴적물의 특성올 

밝혔다. 서종철(2001)은 신두리 사구의 기상， 식 

생， 지형 둥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측량핀을 이 

용하여 1년 동안의 퇴적물 수지를 계산하였으며， 

류호상(2001)은 겨울철에 전사구(前妙표)에서 일 

어나는 모래 이통과 지형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원 

통형 모래 채취기와 측량핀을 설치하여 1-2주 단 

위로 모니터링하여 해빈에서 불려온 비사(飛i'J> )의 

양을 측정하고 전사구의 퇴적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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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의 지형변화와 모래이동을 연구 하는데 

있어 바람과 모래 이동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 

은 중요하다. 모래를 운반할 수 있는 바람은 같은 

지점에서도 높이에 따라 지형의 마찰 둥의 이유로 

전단속도(shear velocity)가 다르며 같은 연구 지 역 

내에서도 지향 사면의 경사， 입경의 크기， 식생의 

유무에 따라 풍속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장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바람의 자료와 동 

시간대의 비사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동안 모래 채취기 

(sand trap)와 자동기상장비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를 이용하여 자료를 얻어야 한다 

(Sherman & Hotta, 1990).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에서 행한 해안사구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현 

장의 바람과 동 시간대에 이동하는 모래에 대한 

자료가 없었으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한 

사례가없다. 

이 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목적을둔다. 

첫째，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에 부는바람의 특성 

올 밝힌다. 모래 운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바 

람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여 풍속과 풍향 둥의 

특성을파악한다. 

둘째， 바람에 의해 운반된 비사의 특성을 밝힌다. 

바람에 의해 채취기로 들어온 비사의 양， 입도， 그 

리고수분함량을 분석해 비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바람과 비사의 관계를 밝힌다. 풍속과 풍향 

에 따른 비사의 양， 입도， 그리고 수분함량과 같은 

비사의 특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힌다. 

2. 연구배경 

해안사구에 대한 연구는 역A까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41년 Bagnold가 사막사구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를 해안시구에 접목시키면서 활발 

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안사구는 인간에 의한 

파괴로 인해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따라서 해안사 

구 연구는 인간에 의해 파괴된 사구를 다시 복원 

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Carter, 1988). 

해안사구에 대한 연구는 바랍의 작용(aeolian 

prαess)과 모래 이동(sand transportation)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인자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것 

은 해안사구의 생성과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어 

느 한 가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셜명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파랑과 조수에 의해 해빈과 간석지에 쌓 

인 모래는 일단 대기 중에 노출되면 건조하게 되 

고， 이렇게 건조된 모래가 바람에 의해 웅직이게 

되 면(entra뻐nent) , 구르거나(roll) 도약(sa1tation) 

을 하면서 이동한다. 바랍에 의해 이동하는 모래 

는 지표면의 상태(surface roughness)에 의해 계속 

이동을 할지 아니면 지표에 다시 떨어져 퇴적이 

될지가 결정된다. 이것은 지표의 식생 피복과 밀 

접한 관련을 갖는다. (Caπer ， 1988; Carter et a1 , 

1990) 

바람의 작용과 모래 이동은 그러므로， 바람 뿐만 

아니라 모래의 공급지로서 해빈의 폭， 모래의 입 

도와 건조 상태， 식생피복의 유무， 기복과 같은 지 

형요소 둥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단순한 모델링(mode1ing)이 쉽지 않 

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사구에 관한 여러 가 

지 모델링은 Bagno1d 이후에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으며，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제시된 모델들을 

실제 현장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모델을 더욱 발전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Bauer et al , 1996; Berg,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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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모래 이동에 관한 최근 연구는 현장의 바 

랍과 모래 이동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AWS와 모래 채취기(sand trap)를 이용하여 실시 

하고있다. 기상장비에서 얻은풍속，풍향둥의 기 

상 자료와 채취기에 들어온 모래의 양과 입도 둥 

의 특성，그리고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고려하 

여 현장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Gares et al , 1996; Nordstrom et al , 
19<)6). 

3. 연구지역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는 태안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한다. 수리적인 범위는 북위 360 49’- 36。

52’ , 동경 1260 11 ’ - 1260 13’ 이며， 행정구역 상 

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속한다.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해안선의 길이는 약 4km이 

며 사구의 폭은 약 O.5-2km 이다. 

신두리 사구 지대는 가운데 수로를 기준으로 남 

쪽은 개발로 파괴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수로의 북 

쪽은 인간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존이 양호 

하기 때문에 자연상태 사구의 비사 연구에 좋은 

조건이다. 특히 앞에서 밝힌 지형과 관련된 사구 

연구가 모두 이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행 연 

구와의 연계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 북부에서도 실질적인 연구가 수 

행되는 지점은 최북단에 위치한다. 이 곳은 전원 

을 공급할 수 있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지역보다방문객의 접근이 적어 연구수행에 방해 

를 받지 않는 곳이어서 연구 수행에 좋은 조건이 

기 때문이다. 



해안사구의 바람과 비사에 관한 연구 - 서해안 신두리를 사례로 -

〈그림 1)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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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사 채취 날짜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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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 야외 조사 

야외 조사에서는 기상자료의 취득과 비사 채취 

를 주로 하였다. 전년도 기상청의 매시풍속 자료에 

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던 2월에서 3월 두 달간 10 

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하지만 모래를 날릴 수 있 

는 임계풍속(threshold wind velocity) 이상의 바랍 

이 분 것은 총 5회로 이것을 자료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짧은 시간 내(5~15분)에 입도분석과 수분함량분 

석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비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평형 채취기(horizontal trap)를 이용하였다. 

〈표 1)은 연구를 수행한 채취분에 대해서 매긴 

번호다. 총 4자리의 숫자로 그 중 처음 두 자리는 

연구를 수행한 날짜를(01-05) ， 나머지 두 자리는 하 

루에 수행한 채취분의 순서를 의미한다. 채취 횟수 

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비사 채취가 거의 되지 

않은 것들은 생략하였거나， 바람01 너무 많01 불어 

주어진 시간 15분 동안 채취기를 념쳤을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5환10분으로 조절하였기 때문이다. 

(1) 기상자료 

3월 18일 

0301"'0308 

3월 22일 

0501"'0513 
앤
 -
얘
 

쩔
 -
때
 

-nU 

기상 자료는 소형 자동기상장비 (AWS)인 

Capricom II를 사용하였다. 풍향 · 풍속계를 지면 

에서 1m 높이1)가 되도록 mast에 고정시켜 사구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하였고 기상장비에 들어온 

신호를 컴퓨터가 읽고 저장할 수 있도록 AWS와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사이를 RS232C인터페이스 

를통해 연결하였다. 기상장비를통해 입력되는자 

료의 시간간격은 1분이며， 측정되는 자료는 풍향， 

평굵 풍속， 최고 풍속， 기온， 체감기온， 기압이다. 

이 중에서 이 연구에 필요한 풍향과 풍속을 선태 

하였다. 

(2) 비사 채취기의 제작과 비사 채취 

바랍에 의해 이동하는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는 연구지역과 연구목적올 고려한 비사 채취기 

(sand trap)를 제작해야 한다. 비사 채취기의 종류 

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수직형(ve띠cal trap) 

과 수평형(horizontal trap)이 있다. 수직형에 속하 

는 원통형 채취기(cylindrical trap)는 제작이 쉽고， 

저렴하며， 취급도 간편하지만 굴식(scour)이 심하 

고 비교적 장기간의 채취를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만 단시간의 모니터링에는 채취의 효율이 떨어져 

이 연구에서는 알맞지 않다.v자형 채취기 (v

shaped vertical σap)는 탁월풍이 우세한 곳에서 

1) 풍향 · 풍소계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청해진 것은 없지만 항상 일청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비사의 이동올 다루는 연구에서는 비 
교적 높은 mast에 여러 개의 풍향 · 풍소계를 고정시켜 다양한 고도의 풍속을 챈다 (Bauer et a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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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의 채취에 알맞고， 원통형에 비해 굴식도심 

하지 않아 보통 비사와 바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제작에 어려 

움이 있고 원통형보다 제작비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류호상， 2001; Gares, 1996; Nickling, 1997). 

이 연 구 에 서 도 처 음 에 는 Nickling and 

Neuman(1997)의 논문을 토대로 함석판으로 만든 

V자형 채취기를 사용하였지만， 신두리 사구 지대 

의 바람은 방향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굴식이 예상 

보다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비사 채취의 효율도 

상당히 떨어졌다 2) 그 이유 중 하나는 채취기에 비 

^r.가 들어오는 입구(slit)가 작아(2cm) 비^r.가 잘 

채취되려면 풍속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만 효율적인 채취가 가농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직형 비사 채취기 

(vertical tra p)가 아닌 수평 형 비 사 채 취 기 

(horizontal trap)를 이용하여 비사를 채취하였다. 

수평형 비사 채취기는 이동과 취급에 있어 번거롭 

지만 굴식이 없고 비사 채취에 있어서는 수직형보 

다 효율이 훨씬 높다. 효율이 높기 때문에 비사가 

너무많이 채취되어 그것을옮겨 담는데 시간이 많 

이 걸리고 혼자서 작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단시간의 비사 채취량올 측정하는데 있어 

서는 효율성이 커야 오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평형 채취기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Wang and Kraus, 1999). 

수평형 비사 채취기는 비사를 실제로 담아내는 

채취기와 채취기에 담긴 모래를 생플백에 옮겨 담 

고 다시 모래 속에 묻는 일련의 작업올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채취기의 상태를 고정할 수 있는 틀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수평형 비사 채 

취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3O x30X3cm로 재질은 

아크렬이며 양쪽에 끈을 매달아 채취된 비사를 옮 

겨 담기 편하게 하였다. 틀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 

는 채취기와 같고 높이만 lOcm이며 재질은 하드 

〈그림 3) 비사 채취기 규격 

3 10 

수평형 바사채취기 바사채취기 톨 

2) 명균풍속이 똑같이 4.8m/s였던 3월 7일 V자형 채취기는 2.07g ， 3월 18일 수평형 채취기는 15.30g의 비사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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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지(hard board paper)이다. 설치방법은 먼저 

모래를 퍼 올려 틀올 묻은 후， 틀 속의 모래를 제거 

하고수평형 비사채취기를집어 넣는다. 

채취기는 풍향 · 풍소계에서 약 2-3m 내륙 쪽으 

로 설치하여 AWS.가 바랍을 측정하는데 방해가 되 

지 않도록 하였다. 방향은 설치 시점에 바람이 불 

어오는 쪽으로 하였으며 채취 간격은 15분3)올 기 

본으로 하되 풍속이 너무 강해 비사 양이 채취기를 

념칠 경우엔 5분-10분 간격으로 하였다. 채취된 

모래는 샘플백에 옮긴 후 실험실로 가져와 105 0C 

건조로에서 24시간동안 수분올 제거한 후 그 양올 

측정하였다. 

(3) 해빈 퇴적물의 시료 채취 

퇴적물의 입도와 수분함량은 모래이통과 관련하 

여 중요한 역할올 하는 인자다 (Davidson-Arnott 

and Law, 1990; Borówka, 1990; Sherman and 

Hotta, 1990; Bauer et al. , 1990; Goldsmith et a1., 

1990). 따라서 입도와 수분함량올 분석하기 위해 

채취기로 들어온 비사뿐 아니라 노출된 해빈 퇴적 

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혜빈 퇴적물의 채취는 지면 

에서 깊이 5mm까지의 모래를 채취기 바로 앞과 

15m, 25m, 50m, 75m지점에서 채취하였다. 채취 

한 시간 간격은 비사 채취기에서 비사를 2번 수거 

할때 1번씩하였다. 

(4) 지형 단면 측량 

연구지점의 사구와 해빈의 지형올 확인하기 위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해 단면측량을하였다. 지형의 단면은채취기에서 

시작， 해빈 퇴적물 채취 지점을 지나도록 하여 해 

안선에 직각방향으로 한 개의 측선을 설정한 뒤， 

간조 때에 광파측거기 잉KKIA SET5FS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비사 채취기에서 해빈 방향 

으로 359m까지 하였다. 

2) 실험실 분석 

(1) 수분함량 

비사와 해빈 퇴적물 시료를 각각 25g씩 비이커에 

옮겨 담아 105 0C 건조로에 24시간 건조시켜 건조 

되기 전 중량과 건조한 후의 중량비로 수분함량올 

계산하였다. 수분함량 계산은 다음과 같다. 

105
0

C가열전중량-105
0

C가열후중량 
수분함량(%) = X100 

105
0

C가열후중량 

(2) 입도분석 

수분함량을 측정한 시료 25g을 가지고 입도분석 

올 실시하였다. 비사 시료는 채취량이 25g 이상인 

것만 하였고 해빈 시료는 전체에서 1회분만 태하 

여 실시하였다. 수분을 제거한 모래 25g올 0.5' 
간격으로 0-4 ，의 표준망체에 넣고 진탕기 

(shaker)에서 5분간 혼든 뒤 각 구간별로 중량올 

측정하였다. 

3) 수직형 채취기에서 일반척으로 기준이 되는 채취 시간이다. 굴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며 통계적 처리에 있어서는 알맞은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Norc따om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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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람과 비사 

1. 신두리 사구의 바람 

임계풍속 이상의 바람이 불었던 날은 총 5일로 

시기적으로는 3월이다.2월에도 임계풍속 이상의 

바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당시에는 V자형 트랩 

올 사용하였기 때문에 채취율이 매우 낮아 분석올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평형 트 

랩을사용한총 5일， 63회분의 자료가분석의 바탕 

이 된다. 채취 간격은 15분을 기준으로 하였고 바 

람이 너무 강해서 모래가 채취기를 념치게 되면 5 

환1냄올 칸격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강 

조되는 것은 개별 바람에 따른 비사의 채취에 있으 

므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수회의 반복적인 조사는 

각각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자료로 

생각하지않았다. 

〈표 2)와 〈그림 5)는분석에사용된풍속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풍속 전체의 범위는 

3.8-8.8m/s였으며 최대풍속의 범위는 4.7-11.1 

m/s였다. 평균 풍속 대부분은 5-7m/s에 분포하였 

다 〈그림 4). 날짜별 평균풍속의 분포는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 3월 11 일 (01번)은 

7.2-8.6m/s, 3월 16일(02번)은 6.4-1O.5m/s, 3월 
18일(03번)은 4.7-6.4m/s , 3월 20일(04번)은 

6. 9-10. onνs ， 3월 22일(05번)은 7. 1-11. 1m/s였다. 

풍속올 날짜별로 평균하였올 경우에， 바랍이 가장 

강하게 불었던 때는 3월 22일(05번)로 평균풍속은 

7.2m/s였으며， 순서대로 나열하면 3월 16일(02번) 

이 6.8m/s, 3월 11일(01번)이 6.5m/s, 3월 20일(04 

번)이 5.9nνs ， 3월 18일(03번)이 4.5m/s였다. 

AWS에서 수집된 풍향 자료는 0-3ω。의 방위각 

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분석올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 16방위로 바꾸어야 한다. 연구 기간 동안 풍향 

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그 범위는 서북서(WNW) 

에서 남남서(SSW)풍이었으며 이 중에서 서남서 

(WSW)풍이 17회， 남남서(SSW)풍이 16회로 가장 

〈그림 4} 전체 평균풍속과 최대풍속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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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전체적으로는 북풍이나 북서풍 보다는 남 

서풍계열의 바랍이 많이불였다. 

서종철(2이1)에 의하면， 선두리 사구 지대는 연 

중 북풍계열의 바람이 자주 나타나며 특히 11월에 

서 3월 사이에 북풍이 우세하고 여름철(6월~8월) 

에는 남풍이 우세하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주로남서풍계열이 많이 분 것은 연구수행 기간 

(3월)이 계절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기간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3)은 연구 수 

행 중 불었던 풍향과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7)은풍향의 빈도(%)를바람장미로나타낸 것이다. 

〈표 2) 연구기간 동안의 풍속자료 
단위: m/s 

번 호 행끊훌속 최대풍속 번 호 평균풍속 최대풍속 번호 평균풍속 획대풍속 

0101 6.3 8.0 0301 4.7 5.9 0415 5.6 7.7 

0102 6.3 7.9 0302 4.8 5.9 0416 5.3 7.6 

0103 6.4 8.2 0303 5.1 6.4 0417 4.8 6.9 

0104 6.6 8.4 0304 4.8 6.2 0418 5.4 7.8 

0105 6.7 8.6 0305 4.8 6.2 0419 5.0 7.0 

0106 6.9 8.6 0306 4.3 5.4 0420 5.0 7.3 

0107 6.9 8.5 0307 3.8 4.7 0501 7.2 8.6 

0108 7.0 8.6 0308 4.2 5.8 0502 7.4 9.2 

0109 6.1 7.6 0401 7.5 10.0 0503 6.6 8.0 

0110 5.9 7.2 0402 6.6 9.2 0504 6.4 7.9 

0201 8.1 10.1 0403 6.5 8.9 0505 7.0 8.8 

0202 8.3 10.5 0404 7.0 9.2 0506 5.9 7.1 

0203 7.9 9.8 0405 7.3 9.4 0507 5.7 7.1 

0204 8.2 10.2 0406 6.5 9.0 0508 7.4 8.8 

0205 7.7 9.7 0407 6.9 9.5 0509 8.7 10.7 

0206 6.8 8.6 0408 5.8 8.6 0510 8.3 10.4 

0207 6.7 8.8 0409 5.9 8.6 0511 6.8 8.4 

0208 6.4 8.8 0410 5.5 7.6 0512 7.5 9.3 

0209 5.9 8.0 0411 5.4 7.8 0513 8.8 11.1 

0210 5.8 7.9 0412 5.0 7.4 

0211 5.0 6.9 0413 5.1 7.5 

0212 4.9 6.4 0414 5.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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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기간 동안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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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평균풍속의 날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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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지역의 16 방위 풍향과 빈도 

번 호 풍향 번 호 풍향 번 호 풍향 번 호 풍향 

0101 SW 0207 WSW 0403 SSW 0419 SSW 

0102 SW 0208 WSW 0404 SSW 0420 SSW 

0103 SW 0209 WSW 0405 SSW 0501 WNW 

0104 SW 0210 WSW 0406 SSW 0502 WNW 

0105 SW 0211 W 0407 SSW 0503 WNW 

0106 SW 0212 W 0408 SSW 0504 W 

0107 SW 0301 WSW 0409 SSW 0505 W 

0108 SW 0302 WSW 0410 SSW 0506 W 

0109 SW 0303 WSW 0411 SSW 0507 W 

0110 SW 0304 WSW 0412 SSW 0508 W 

0201 SW 0305 WSW 0413 S 0509 WNW 

0202 WSW 0306 WSW 0414 S 0510 W 

0203 WSW 0307 WSW 0415 SSW 0511 W 

0204 WSW 0308 WSW 0416 S 0512 W 

0205 WSW 0401 SSW 0417 S 0513 W 

0206 WSW 0402 SSW 0418 SSW 

풍향 S SSW SW WSW W WNW 합계 

빈도수 4 16 11 17 11 4 63 

빈도(%) 6.3 25.4 17.5 27.0 17.5 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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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 기간 동안의 바람 장미 

풍항의빈도 

S 

• 풍향민도(%) 

2. 신두리 사구의 비사 

총 63개의 비사 채취분 중에서 임계풍속 이하의 

바람으로 전혀 채취가 안된 경우가 두 번(0307 ， 

0308) , 채취는 되었지만 분석을 할만큼의 양이 안 

된 경우가 두 번(0304 ， 0306)이었다. 풍속에 따른 

비사량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에는 전체 63개의 시 

료분을 모두 고려하였고， 비사의 양， 입도， 수분함 

량에 대한 분석은 위의 네 경우를 제외한 59개의 

시료분으로하였다. 

1) 비사의 채취량 

비사 채취기는 조사 당일， 최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설치하였지만” 풍향은 계속해 

서 바뀌기 때문에 채취된 비^r는 풍향을 고려하여 

보정한후채취된시간간격(t)으로나누어 줘야한 

다. 바람의 방향이 처음 설치한 방향과 다르게 불 

어올 때에는 최초 설치방향과 바뀐 풍향이 이루는 

각을 코사인으로 해서 풍향에 대해서 채취기가 직 

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그림 8) . 즉， 1분 동안 

1cm의 너비에 몇 g의 비λ까 들어오는가를 계산 

하는식은다음과같다. 

M=[쁨 c펙x÷ 
M: 풍향을 고려한 비사 채취량(g/cm/mi미 

m: 비사채취량 

[: 포집기 변의 길이 ( = 30cm) 

() 최초 설치방향과 풍향과의 각 

1분 동안 1cm의 너비로 들어오는 비사의 양(g)은 

〈그림 10) 과 같다. 비사 채취량의 범위는 

O. oo-12 .56g1 mνmin이었으며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0307 , 0308 두 번이었다.0306은 들어옹 양 

이 너무 적어서0.08g) 풍향과 시간을 고려하여 계 

산했을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0.00에 가깝게 되었 

다. 한편， 풍향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량에 

있어서는 1.08-3674.1g의 범위를 가졌다. 연구 기 

간 동안의 비사 채취량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림 

9) 를 보면 대부분이 0-4g1 cmlmin 사이 에 모여 있 

음을알수있다. 

1분 동안 1αn의 너바로 들어오는 비사의 양(g)은 

〈그림 10) 과 같다. 비사 채취량의 범위는 

4) 비사 채취기를 셜치하는 동안에도 풍향은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비사 채취기를 최초 설치하는 방향은 바랍이 풍향에 따라 만들 
어 놓은 모래의 연혼(tipple)에 대해 직각방향으로 하고， 채취기가 향하는 방위각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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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3674.1g의 범위를 가졌다. 연구 기간 동안의 

비사 채취량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림 9)를 보면 

대부분이 0-4g1mνmin 사이에 모여 있음을 알 수 

O. 00-12.56g1 rnνmin이었으며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0307, 0308 두 번이었다. 한편， 풍향과 시간 

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량에 있어서는 

〈그림 9) 비사 채취량의 히스토그램과 밀도 그래프(ψ'cmJmi미 

I ,---, 
11 12 4 6 8 10 

Sand Ouantity 

〈그림 8) 풍향을 고려한 비사량의 계산 

풍향 

설치방향 

밍
.
。
 g
.。
m。
。
밍
〕
。
 。
。

.f 

15 10 5 0 

Sand Ouantity 

〈그림 10) 연구기간 동안의 비사 채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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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지역의 비사 채취량 

번호 채취량 반호 

0101 2.40 0301 

0102 3.39 0302 

0103 2.81 0303 

0104 3.03 0304 

0105 3.67 0305 

0106 3.75 0306 

0107 2.97 0307 

0108 5.00 0308 

0109 2.01 0401 

0110 1.62 0402 

0201 6.65 0403 

0202 8.97 0404 

0203 7.53 0405 

0204 8.21 0406 

0205 5.55 0407 

0206 3.68 0408 

0207 3.65 0409 

0208 3.31 0410 

0209 1.97 0411 

0210 1.74 0412 

0211 0.44 0413 

0212 0.23 0414 

있다. 

2) 비사와 해빈 퇴적물의 입도 

채취한 비사를 입도 분석한 결과， 평균 입도는 

2.22φ , 그 범위는 2.07-2.36 로 ’세사(細沙， fine 

-lCXi -

단위 :9 

채휘량 번 호 채취량 

0.07 0415 0.93 

0.06 0416 0.29 

0.08 0417 0.32 

0.03 0418 0.84 

0.11 0419 0.99 

0.00 0420 o.η 

- 0501 5.81 

- 0502 6.81 

6.93 0503 2.66 

3.87 0504 2.55 

3.86 0505 3.33 

4.09 0506 0.37 

4.96 0507 0.51 

3.30 0508 6.04 

3.63 0509 12.25 

1.67 0510 9.63 

1.81 0511 2.48 

1.48 0512 6.96 

0.80 0513 6.78 

0.30 

0.17 

0.44 

sand , 2-3φ)’에 해당하며(Udden-Wentworth 

grain size scale올 따름)， 분급의 범위는 0.37-0.47 

φ로 |양호(well soπed ， 0.35-0.50 <1’)’에 해당하였 

다(Compton， 1%2). 다음 〈표 5)와 〈그림 11)은 

비사의 입도와분급을 나타낸 것이다. 

해빈 퇴적물은 채취기에서 바다쪽으로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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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지역 비사의 평균입도와 분급 

1-.- 평균입도 + 분급 l 

2.40 

2.35 

2.30 

경
 

m
ω
 
κ
ω
 

끼
/
ι
 

끼
4
 

끼
4
 

(
S
)
버
 
혀
 며
 圖

2.10 

2.05 

2.00 

0.49 

0.47 

0.45 

0.43 ~ 
뻐 

0.41 패 

0.39 

0.37 

-r- LOσ) I'- ~LO O> σ) r-‘:!:: LO 0> σ) r、-r
← ;'-NNNσ3σ1 하‘t ‘iló i.O<。 

0.35 

50m, 75m, 100m지점에서 채취하여 입도분석올 

하였다. 입도는 각각 1.98, 1.93, 2.09, 1.66 였으며 
이는 ’중세사(中細沙， medium sand) ，에 해당하며， 

평균입도는 1.91 었다. 분급은 0.5-0.57 로 ’보통 

(moderately sorted, 0.51-0.70 )’에 해당한다. 따라 

서 바람에 의해 운반된 비사의 입도가 해빈의 모래 

보다 세립질이며 분급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해빈 퇴적물의 평균입도와 분급을 분석 

한결과다. 

전체 비사의 입도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04번(3월 

20일)의 최소 · 최대값， 중앙값， 평균이 모두 다른 

날짜와 비교하여 낮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12) 

의 날짜별 입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비사의 입도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과 밀도 그래프를 나타낸 〈그림 13)을 

보면 입도는 이중최빈분포(bimodal distribution) 

를 보이며 서로 다른 특정을 가진 두 개의 집단으 

로 나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04번 시료의 주요 

통계값이 다른 시료들보다 낮은 것이 그 이유가 되 

며， 이것은 곧 04번 비사가 다른 때와는 다른 환경 

에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107 -



해안사구의 바람과 비사에 관한 연구 - 서해안 신두리를 사례로 -

〈표 5) 연구지역 비사의 평균입도와 분급 
단위:φ 

번 호 평권입도 분급 번 호 평균입도 분급 번 호 평균입도 분급 

0101 2.35 0.37 0301 2.21 0.41 0415 2.13 0.45 

0102 2.30 0.40 0302 2.26 0.40 0416 2.08 0.45 

0103 2.30 0.40 0303 2.23 0.41 0417 2.13 0.45 

0104 2.30 0.39 0304 0418 2.12 0.45 

0105 2.34 0.39 0305 2.24 0.40 0419 2.11 0.46 

0106 2.31 0.39 0306 - 0420 2.07 0.46 

0107 2.34 0.37 0307 - 0501 2.33 0.41 

0108 2.30 0.40 0308 - 0502 2.34 0.40 

0109 2.28 0.38 0401 2.13 0.46 0503 2.26 0.39 

0110 2.28 0.39 0402 2.17 0.44 0504 2.26 0.43 

0201 2.23 0.42 0403 2.16 0.45 0505 2.26 0.44 

0202 2.22 0.44 0404 2.15 0.45 0506 2.27 0.43 

0203 2.27 0.41 0405 2.11 0.46 0507 2.27 0.43 

0204 2.21 0.43 0406 2.15 0.46 0508 2.24 0.43 

0205 2.28 0.41 0407 2.10 0.46 0509 2.22 0.45 

0206 2.27 0.42 0408 2.11 0.45 0510 2.25 0.43 

0207 0208 0.41 0409 2.10 0.46 0511 2.29 0.41 

0208 2.27 0.41 0410 2.11 0.45 0512 2.25 0.43 

0209 2.27 0.42 0411 2.11 0.45 0513 2.26 0.44 

0210 2.27 0.41 0412 2.07 0.47 

0211 2.23 0.42 0413 2.11 0.44 

0212 2.30 0.40 0414 2.08 0.45 

〈표 6) 언구 지역 해빈 퇴적물의 평균입도와 분급 〈표 7) 입도의 날짜별 주요 통계값 

단위:φ 단위:φ 

거리(m) 평균입도(φ) 붐급φ) 번호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15 1.98 0.50 01 2.28 2.35 2.30 2.31 

50 1.93 0.54 
02 2.21 2.30 2.27 2.26 

03 2.21 2.26 2.24 2.24 
75 2.09 0.56 

04 2.07 2.17 2.11 2.11 
100 1.66 0.57 05 2.22 2.36 2.2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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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비사의 날짜별 입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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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비사의 날짜별 입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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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사의 수분함량 들어온 비사와 해빈 퇴적물의 수분함량을 조사하 

여 모래이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모래의 수분함량은 모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Bauer et a1. , 1990; 

Go1dsmith et 띠.， 1990). 서해안 해빈은 조수에 의 

해 바닷물에 젖고마름을반복하며， 신두리 해안도 

조수에 의한 영향올 받는다. 따라서 비사 채취기로 

〈표 8) 육안으로 관찰한 비사 경계지점(88m)의 수분함량(%) 

날리는곳 

날리지 않는곳 

챔
 
-m 

-
띠
·
 

겸
-
-
%
 

두번뼈 

〈표 9) 연구 지역 비사의 수분함량 
단위:% 

번 호 , l:il 사 15m 번호 비 사 15m 번 호 비사 15m 

0101 0.14 0.11 0301 0.16 0.27 0415 0.18 0.37 

0102 0.17 0.08 0302 0.15 0.27 0416 0.24 0.32 

0103 0.16 0.66 0303 0.14 0.19 0417 0.22 0.32 

0104 0.13 0.08 0304 0.10 0.19 0418 0.21 0.33 

0105 0.15 0.08 0305 0.18 0.23 0419 0.21 0.33 

0106 0.17 0.05 0306 0.05 0.23 0420 0.20 0 ‘ 33 

0107 0.17 0.08 0307 0.15 0.20 0501 0.32 0.61 

0108 0.18 0.08 0308 0.15 0.20 0502 0.30 0.61 

0109 0.22 0.06 0401 0.17 0.25 0503 0.24 0.35 

0110 0.20 0.06 0402 0.19 0.25 0504 0.22 0.35 

0201 0.12 0.08 0403 0.16 0.31 0505 0.23 0.38 

0202 0.12 0.18 0404 0.17 0.31 0506 0.15 0.38 

0203 0.13 0.22 0405 0.22 0.28 0507 0.17 0.29 

0204 0.11 0.22 0406 0.18 0.28 0508 0.20 0.29 

0205 0.14 0.33 0407 0.21 0.38 0509 0.17 0.32 

0206 0.13 0.33 0408 0.21 0.38 0510 0.21 0.32 

0207 0.13 0.33 0409 0.28 0.35 0511 0.18 0.23 

0208 0.14 0.21 0410 0.29 0.35 0512 0.18 0.23 

0209 0.12 0.26 0411 0.23 0.45 0513 0.15 0.23 

0210 0.12 0.26 0412 0.20 0.45 

0211 0.13 0.22 0413 0.20 0.39 

0212 0.14 0.22 0414 0.20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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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비사와 15m의 수분함량(%) 

-톨-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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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사가 심하고 날이 흐려 연구 수행 전반부에는 모래 

가축축한상태를유지하였다. 이것은위에서 서술 

한 날짜별 평균 수분함량에 있어서 04번과 05번이 

01-03번보다 더 높은 것올 통해 알 수 있다. 

비사 채취기에서 바다쪽으로 25m 간격으로 약 

30분에 한번씩 채취한 해빈의 모래의 수분함량올 

측정한 결과， 해빈이 간조시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100m지점 해빈의 모래의 수분함량 

은 다른 지점에 비해 항상 높게 나왔다. 가장 적게 

나타난 수치도 6.38%(3월 11 일， 0101)로 이 정도의 

수분함량은 채취시에 물이 묵뚝 떨어지는 정도다. 

반면 75m 지점의 해빈 모래는 노출되었을 때 수분 

함량이 0.08%까지 나타나 100m 지점과는 명확한 

차이를나타내었다. 

시료 채취 후 직접 채취기로 들어온 비사는 아니 

지만 연구 수행 중(3월11일 01번)에 바람에 의한 

모래의 이동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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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사의 수분함량의 범위를 살펴보면 

0.10-0.32(%)이며， 날짜별 평균 수분함량은 각각 

01번: 0.17%, 02번: 0.13%, 03번: 0.13%, 04번: 

0.21%， 05번: 0.21%이었다. 비사외에도 비사와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 즉 채취기 

바로 앞과 채취기에서 바다쪽으로 15m 지점인 곳 

의 퇴적물도 채취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01 

번올 제외하면 비사의 수분함량이 채취기 앞 두 곳 

의 수분함량보다 낮다 〈표 9) , (그림 14). 

비사， 그리고 가까운 해빈의 수분함량을 비교해 

보면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 외에는 거 

의 바닷물에 젖지 않는 부분만 비사와 비슷한 수분 

함량을 나타냈고 나머지 지역은 수분함량의 차이 

가 컸다. 또한 연구 기간 중에 비가 온 날은 약한 

이슬비가 내린 2어2년 3월 20일에 0407-0409번 

(약 35분) 정도였다. 또한 3월 22일(05번)에는 12 

시 45분부터 비사 채취를 시작하였는데 이 날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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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육안으로 관찰하게 되었다 5) 따라서 이 지 

점의 수분을 35분 간격으로， 날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한번씩 채취하여 수분함량올 측정하였 

다. 측정한 결과， 처음 채취했을 때의 날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수분함량은 각각 0.23%, 1.14% 

이었고， 두 번째 채취했을 때의 함량은 각각 0.23% 

과 1.Q80!c。이었다. 이와 같은 ̂r실로 볼 때， 연구지 

역에서 모래 이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빈 

의 폭은 전사구의 경계지점에서 바다쪽으로 약 

75-100m 사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5) 비사 수분함량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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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바람과 비사의 관계 

1. 명균풍속과 비사 채취량의 관계 

평균풍속과 비사 채취량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5) 채취기에서 바다쪽으로88m 지점.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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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0.0 0.1 0.2 0.3 

Sand Moisture 

R2 = 0.9152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6) 모든 

평균 풍속의 범위는 3.8-8.8m/s였으며 이 때 채취 

된 비사 채취량의 범위는 0-12. 25g1æνmin 이었 

다.15분간 평균 풍속이 3.8m/s과 4.2rrνs인 경우에 

는 비사가 전혀 채취되지 않았고， 평균 풍속이 

4.3m/s일 때부터 미량이지만(총 비사 채취량 

6) 비사량은 명균풍속의 세제곱파 비례하므로 평균풍속올 세제곱한 값올 독립변수로 하고， 비사 채취량올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 
이다 (Bagnold,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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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g) 채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4.3m/s가 모 

래를 이동시키는 순간적인 임계풍속이라고 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0308(3월 18일)의 경우， 15분간 

평균풍속은 4.2nνs지만 1분간 평균 풍속이 4.7nνs 

이상인 경우가 일곱 번이나 있었지만 비사는 전혀 

채취되지 않았다. 단지 여기서는 15분간 평균풍속 

이 4.3m/s이상인 경우에만 모래가 채취되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 

지만， 신두리 사구지대는 평균입도와 비사의 수분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함량이 이 연구의 결과와 같윤 상태라면， 지면에서 

1m인 곳의 평균풍속이 4.3nνS7) 이상은 되어야 모 

래가 이동한다는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2. 풍향과 비사의 채취량 

방위각을 16방위로 바꾼 후에 비사 채취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사 채취량은 풍향의 빈도가 

〈그림 16) 평균풍속과 비사 채취량의 관계 

평균풍속과 비사 포집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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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많았다. 전체 풍향에 대한 각 풍향의 비 

율과 각 풍향에 따른 비사 채취윷을 계산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풍향의 빈도가 높 

을수록 모래 이동율도 증가한다. 이것을 바람장미 

로 나타내면 〈그림 17)과 같다. 특이할만한 것은 

WNW 풍향의 빈도는 6.3o/~로 매우 작은데 비하여 

비사 채취율은 14.4o/~로 비교적 높았다. 이 때의 풍 

속을 살펴본 결과， 풍속의 전체 평균인 6.3m/s를 

7) 서종철(2001)은 건조한 경우 지면에서 10m인 곳의 바랍이 6m/s이상이 불면 모래가 이동한다고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면에 
서 1m인 곳을 10m인 곳의 바람으로 바꾸면 6.5m/s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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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풍향의 빈도(%)와 모래 이동율(%) 

醫
-
뼈
 

〈그림 17) 비사 채취율과 풍향빈도의 관계 

-+- 풍항의 빈도(%) --+- 모래이동률(%) 

N 

W E 

WSW 

S 

모두초과하였다. 

따라서 풍향의 빈도가 낮더라도 풍속이 다른 때에 

비해 높으면 비사 이동융은증가함올 알수 있다. 

3. 바람과 비사 입도의 관계 

바람은 그 세기에 따라 모래를 선태적으로 이동 

시킨다. 풍속이 짧면 펠큼조립한 모래도 이동 

8)80퍼，wka ， 1990 
9) 앞의 논문에서는 풍속의 범위가 약 5-17m!s였다. 

시킬수있는능력을갖게 되는것이다.즉，비사의 

평균입도와 분급은 풍속이 높을수록 조립해지는 

경향올 갖는다 8) 이 연구에서도 풍속과 비사의 평 

균입도와 분급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기 

고 비사의 입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풍속과 비사 

업도는 상관관계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R2 = 

0.230). 

비사의 입도와 풍속과의 상관관계가 잘 나타나 

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그 원인일 것으 

로 사료된다.3월11일(01번)에 육안으로 관찰한 바 

에 따르면 채취기에서 바다쪽으로 88m의 해빈까 

지 비사가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점의 퇴적 

물올 분석해본 결과 평균입도는 2.17φ 였다. 하지 

만 바람에 운반되어 채취기에 들어온 모래의 입도 

범위는 2.0τ2.23φ로， 대부분이 88m 지점의 입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풍속의 범위도 

대부분이 〈그림 4)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1Onνs 사이로 비교적 좁게 나타난다 9) 결국 비 

사의 입도와 풍속과의 관계는 좁은 범위의 자료만 

으로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고있다. 

해빈 퇴적물의 입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채취 

기에서 바다 쪽으로 15m(I .98φ) ， 50m(I .93φ) , 

75m(2.09φ)의 평균입도와 100m(I .66φ)의 평균 

입도의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육안으로 비 

사가 관찰된 지점 88m의 평균입도(2.17φ)를 보더 

라도 바랍에 의해 사구까지 운반되는 비사는 해빈 

방향으로는 적어도 100m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었다. 

〈그림 12) 에서 본 바와 같이 ， 3월 20일(04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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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날짜별 풍항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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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젖어있는 경우에는 표면장력과 지표의 

조도(sU1face roughness)7} 낮아져 이로 인해 모래 

를 움직일 수 있는 전단 속도가 증가한다. 모래의 

수분함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임계 전단 속도 

(threshold shear veiocity)를 높이고 모래의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Goldsmith et al" 1990; Bauer et 

a1., 1990)10). 따라서 모래의 수분함량은바랍에 의 

는것을추정해볼수있다. 

4. 풍속과 비사 수분함량의 관계 

경우는다른 때보다 비사의 입도가 조립함올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림 18) 의 날짜별 풍향 분포 그 

래프의 여번의 경우와 관계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풍향을 16방위로 살펴보면 S와 

ssw였으며 이 풍향은 3월 20일 외에는 한번도 관 

측되지 않았다. 양}ssw 방향은 연구 지점에서 남 

쪽의 해안선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해안 

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비λ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동하는 비사보다 더 조립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해안선 방향에 대해서는 퇴적물 채취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혜석은 불가능하지만 

풍향과 비사의 평균 입도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10) Goldsmith et a\' (1990)은 수분함량이 약 2-3% 중가해도 전단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Bauer et al.( l990)은 Horikawa(1988) 
를 인용해 수분함량이 4% 증가하면 임계 전단속도가약 O.뼈'5 중가한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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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래 이동에 제약을 가하는중요한 인자다.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비사의 수분함량의 범위는 

0.10에.32%.로， 1%도 안되었다. (표 8)과 같이， 3 

월 11일 육안으로 관측된，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 

반되는 한계선이었던 88m지점의 수분함량은 

0.23%였고 운반되지 않는 곳의 수분함량은 1.14%, 

1.03%였으며， 이 때의 평굵풍속은 6.3m/s, 최대풍 

속은 8.Onνs였다. 따라서 이 정도의 바랍에 의해 

모래가 날리려면 최소한 모래의 수분함량이 1.03%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사의 수분함량은 대 

부분 1.03% 이하에 있으므로 풍속과 비사의 수분 

함량과는뚜렷한 상관관계가나타나지 않았다. 

풍속과 비사의 수분함량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 

지 않은 것은 연구 기간 동안 강우 둥에 의해 모래 

가 젖은 적이 없고， 해안선에 직각 방향인 서풍이 

나 북서풍보다는 남풍 혹은 남서풍계열의 바랍이 

많이 불어， 신두리의 다른 전사구에서 불어온 동일 

한 조건의 , 비교적 건조한 모래가 이동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분함량과 비사이동에 

대한 연구는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 많고， 현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이 서 

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풍속과 모래의 

수분함량의 관계가 잘나타나지 않올 수 있기 때문 

이다 (Goldsmith et 외.， 1990). 따라서 실제 연구 

지역에서 수분함량과 풍속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면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가능할 것이 

다. 

IV. 결론 

이 연구는 신두리 해안사구지대를 대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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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부는 바람과 바랍에 의해 이동하는 비사의 

특성， 그리고 바람과 비사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 

을두었다. 이를 위해 AWS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에서 지면 1m지점의 풍향 · 풍속을 측정하고， 비 

Ar는 수평형 채취기를 샤용하여 5-15분을 간격으 

로 채취하였으며， 채취기에서 15, 50, 75 , 100m 지 

점의 해빈 퇴적물도 채취하여 입도와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비사 채취 시간동안의 평균풍속파 풍향자료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풍향은 대체로 

남서풍계열이 많았고， 비사를 채취한 평균풍속의 

범위는 3. 8-8. 8rrνs였으며， 이 중에서 비λ}가 채취 

된 평균풍속은 4.3m/s 이상이었다. 

평균풍속과 비사 채취량(glmνmin)은 회귀분석 

결과， R2 = 0.915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비사 채취율은 풍향의 빈도와 상관관계가 높 

았으며 풍향의 빈도가 낮아도 풍속이 높으면 비사 

의 채취가많이 됨올알수 있었다. 

비사의 입도의 범위는 2.07-2.36φ로 세사(fme 

sand)에 해당하며 분급은 0.37-0.47φ로 양호(well 

sorted)에 해당하였고 해빈 퇴적물의 입도는 

1. 66-2.09φ로 중세사(medium sand) , 분급은 

0.5-0.57CÞ로 보통(moderately sorted) 인 것으로 

나타나 비사가 해빈 퇴적물보다 세립질이며 분급 

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의 수분함량은 0.1-0.32010로 해빈의 수분함 

량보다 대체로 낮았으며， 분포는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모래는 수분함 

량이 최소한 1.03%이하가 됩을 알 수 있었으며， 비 

사의 이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올 미치는 해빈의 폭 

은 전사구 경계지점에서 바다쪽으로 약 75-1아n 

인것으로나타났다.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에서 이통해 오는 모래는 



다른 곳에서 이동해 오는 모래보다 조립하지만 그 

구체적인 관계는 이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알 수 

없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 나타난 풍속의 범 

위에서의 입도와수분함량은그범위가좁아뚜렷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채취기 

로 들어오는 비사의 공급원이 되는 해빈과 인근 전 

사구 지역 퇴적물의 수분함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 

문인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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