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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백사장 해빈과 북측 사취의 지형변화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총 12회의 단면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측량 자료 분석, 상관관계 분석, 항공사진 분석, 경험고유함수 분석을 실시하여 백사장 해빈과 사취의 지형 변화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단면적 분석 결과 해빈 북쪽은 단면적이 증가한 이후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며, 중앙 및 남쪽은 

지속적으로 단면적이 감소하였다. 전체 측선의 단면적을 합산한 결과는 백사장 해빈의 단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백사장 해빈 외부(측선 외부)로 퇴적물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해빈 

중앙과 남쪽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백사장 해빈 북측에 위치한 사취가 지속적으

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험고유함수 분석 결과 제1주성분은 북쪽과 다른 공간 

간의 퇴적물 이동 패턴을 식별하였다. 앞선 결과들을 고려하면 해빈 내부에서 일부 퇴적물의 순환이 발생하였으며, 

사취로 상당수 퇴적물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주성분에서는 중앙부와 다른 공간과의 퇴적물 이동 패턴이 식별

되었으며, 이는 백사장 해빈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절적 지형변화 패턴을 공간적으로 잘 보여준다. 

주요어 : 해안지형, 주성분분석, 황해, 지표피복분류

Abstract : In this study, we examined simultaneously geomorphological changes in the sand beach and 

the northern spit of Baeksajang Beach In this study, we examined simultaneously geomorphological 

changes in the sand beach and the northern spit of Baeksajang Beach. For suggest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patio-temporal change in survey data, correlation analysis, aerial photograph analysis, 

and EOF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survey data, the cross-sectional area in northern 

part of beach shows minor fluctuations after primary increase, while the cross-sectional area in central 

and southern part of beaches are continuously decrease. The sum of the cross-sectional areas of the 

entire sections is continuously decreasing, which is considered to be due to sediment loss on the beach.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central and southern part of beach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As a result of aerial photographic analysis, the northern spit of the beach continuously moved eastward 

and grew over time. As results of EOF analysis, the factor 1 was identified a pattern of sediment move-

ment between the northern part and other part of beach. Consequantly, we interpreted that sediment 

discharge has been ocurred from beach to spit as a result of the reformed regional sediment circulation 

at Beksajang beach. The factor 2 was identified the pattern of sediment movement between the center 

and other part, and this shows the spatial pattern of seasonal morphological change in the beach profile. 

Key Words : Coastal Geomorpholog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Yellow Sea, land cove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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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지형의 역동성이 

증가하며,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퇴적물 수용 공간

(accommodation space)의 창출, 브룬의 법칙 등 다양한 연

구들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침식 가속화를 예측하고 

있다(Passeri et al., 2015). 특히 세립질의 모래해안(이하 

해빈)은 암석해안이나 자갈해안에 비해 회복력이 낮고 취

약성이 높다(Devoy, 2008). 심지어, 기후변화, 지질, 인간

의 영향으로 인해 21세기 말이 되면 전 세계 해빈의 절반정

도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 연구도 존재한다(Vousdoukas 

et al., 2020). 

과거 브룬의 법칙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

침(transgression) 현상이 전 세계 해안에서 동일하게 발생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빈의 

반응은 국지적인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다(Cooper et al., 2018). 외력, 해안 프로세스, 퇴적물 수지, 

경계 조건, 지질 조건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해빈 지형 변화

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해침 또한 해빈의 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Cattaneo and Steel, 2003). 따라

서 개별 해빈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해빈 지형에 대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시간적 스케일로 구분하면 

태풍과 같은 단기적 변화, 계절적 변화, 수십 년 변화, 장기

적 해수면 변동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공간

적 스케일로 구분하면 단일 해빈, 해빈과 간석지, 해빈과 

사구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해빈, 간석지, 사구는 해안선

에 수직인 방향으로 연결된 지형으로, 퇴적물을 공유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사취와 해빈을 함께 다룬 연구는 많

지 않으며, 연구가 하나의 해빈에만 집중되어 있다. 주로 

연구된 해빈은 안면도 남단의 바람아래 해빈으로, 해빈과 

사취의 지형(김장수･장동호, 2011, Sara khodadad･장동호, 

2014; 유재진 등, 2016b), 퇴적물 혹은 퇴적환경(장동호 등, 

2003; 장동호 등, 2010; 김장수･장동호, 2012; 유재진 등, 

2016a)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취만을 따로 연구

한 박정원 등(2013)의 연구도 존재한다. 여러 선행연구 중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1967-2009년의 기간 동안의 해빈과 

사취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해빈과 사취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김장수･장동호, 2011). 

사취는 하구, 만, 조수통로 등에 주로 형성되는 연안 퇴

적지형이다. 해빈 등의 육지부에서 파랑, 연안류 등에 의

해 퇴적물이 이동되어, 유속이 약해짐에 따라 사취에 퇴적

되면서 사취가 성장한다(Kakroodi et al., 2014). 사취는 해

빈과 수평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 퇴적물을 공유하며, 따

라서 해빈에서 발생하는 지형 변화와 퇴적물 이동은 사취

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취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단순한 형태를 보이

는데, 이러한 사취는 휘어진 해빈 등의 말단부에서 주로 관

찰된다(Hequette and Ruz, 1991). 퇴적물의 공유라는 측면

에서 사취가 존재하는 해빈은 여타 해빈과 다른 특징을 지

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

직까지 바람아래 해빈을 제외하고는 해빈과 사취를 연계

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사취가 존재하는 해빈에 대한 이해 증진의 차

원에서, 백사장 해빈의 지형변화와 해빈 북측 사취의 변화

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총 12회의 단면 측량결과를 바탕으

로 측량 자료 분석, 상관관계 분석, 항공사진 분석, 경험고

유함수 분석을 실시하여 백사장 해빈과 사취의 지형 변화

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해빈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의 편차를 활용한 경험고유함수 분석을 실시하

였다. 

2. 연구 지역과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연구 지역은 충청남도 안면도 북단에 위치한 백사장 해

빈으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열리는 백사장 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해빈과 항 가운데 사취가 존재한다(그림 

1). 해빈 길이는 총 1,576m로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해빈 북측으로는 천수만과 연결된 수로가 존재하며, 해빈 

남측으로는 헤드랜드가 삼봉 해빈과 백사장 해빈을 분리

한다. 밀물시에는 수로를 통해 천수만이 위치한 동쪽 방향

으로, 썰물시에는 서쪽 방향으로 조류가 발생한다. 해빈의 

평면 형태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해빈의 북서방향에 

육지가 존재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해빈 북단이 사취와 연

결되어 있으며 사취의 말단부는 조수통로와 평행한 방향

으로 휘어져 있다는 점이다. 김찬웅 등(2015)의 연구는 해

빈의 북쪽에 위치하는 사취로 인해 백사장 해빈이 여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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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과 다른 특수성을 보임을 기술한 바 있다. 백사장 해빈은 

현재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

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백사장 해빈의 침식은 인공호안 

설치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남혜정, 

2005; 최정훈 등, 2012), 해빈의 침식과 해빈 북쪽 사취의 

퇴적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기상청 안면도 파고부이1)에 의하면, 월별 평균(2011- 

2018년) 유의파고는 최대 1.39m, 최소 0.49m이며, 월별 평

균 파주기는 최대 5.65sec, 최소 4.52sec로 겨울철 파고가 

높고 여름철 파주기가 긴 특징을 보인다(그림 2). 연도별 

평균 유의파고는 0.89m, 평균 파주기는 4.99sec로 

2012-2013년 파고가 높고, 2011년 파주기가 짧은 특징을 

보인다(그림 3). 2011년 관찰된 매우 짧은 파주기는 파고

부이 자료의 결측치가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단된다. 파고는 남남서, 남서, 서북서 방향에서 높게 나타

나며, 평균조차는 4.3m, 대조시 5.9m, 소조시 2.6m의 조차

가 발생한다(해양수산부, 2019). 

백사장 해빈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로 김찬웅 등(2015)은 

그림 1. 연구지역도(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2. 평균 월별 유의파고 및 파주기(2011-2018년)

(출처: 기상청, 안면도 파고부이)

그림 3. 연도별 유의파고 및 파주기

(출처: 기상청, 안면도 파고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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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 해빈 북측의 사취가 해빈의 겨울철 지형변화와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백사장 해빈의 런넬을 통

해 겨울철 퇴적물이 바다 방향으로 이동한 뒤 사취로 퇴적

되며, 이것이 여타 해빈과 다른 백사장 해빈의 특수성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취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시

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른 선행연구(김찬웅 

등, 2019)는 백사장 해빈의 단면변화를 살펴보고 경험고유

함수 분석을 실시하여, 릿지와 런넬의 변화를 계절과 연계

하여 해석하였다. 그 결과 이차 지형인 릿지와 런넬의 생

성, 이동, 소멸이 백사장 해빈 변화와 밀접한 관련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경험고유함수 분석은 

고도값을 활용한 것으로, 제1주성분이 평균 지형단면 혹은 

해안선 위치를 의미하였다(e.g. Dick and Dalrymple, 1984; 

천세현 등, 2014). 그러나 편차가 아닌 원자료 값을 그대로 

활용하여(고도값), 주요 퇴적물 이동 패턴인 해빈 순환

(beach rotation)과 해빈 진동(beach oscillation)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측선 위주의 분석을 진행하여 해빈 전체의 공간에 대

해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는 해빈과 사취를 함께 다루

고자 하였으며, 경험고유함수 분석시 자료의 편차를 이용

하여 해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현장 기반의 해빈 단면 측량, 항공사진을 이용

한 원격탐사,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을 통해 백

사장 해빈과 북측 사취의 시계열 변화를 연구하였다. 먼저 

해빈 단면 측량은 2011-12년, 2015년, 2017년에 실시하였

으며, 시기별로 각각 4회, 5회, 5회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계절과 횟수를 고려하여 시기별로 4회의 결과만을 활

용하였다(표 1). 측량은 대조기에 맞추어 실시하였으며, 

총 3개의 측선을 설정하였다(그림 1). 북쪽에 위치한 1번 

측선의 경우 백사장 해빈 북측에 존재하는 사취가 분기하

는 지점(36°34'42.2"N 126°18'51.5"E)으로 (구)해병대 캠프

와 인접하여 있다. 2번 측선은 중앙에 위치(36°34'46.6"N 

126°18' 49.0"E)하며 2013년 까지 T자형 돌망태 돌제가 존

재했던 곳의 북측이며, 3번 측선은 과거 지오튜브가 있었

던 곳으로 현재는 웨스턴백사장 오토캠핑장과 인접한 지

점(36°34'53.4"N 126°18'46.1"E)이다. 측량 결과물을 백사

장 해빈의 국지적 평균 해수면(Local Mean Sea Level, 

L.M.S.L.)으로 변환시킨 후 단면적을 구하였다. 다만, 표에 

기술된 것처럼 5차시기(2015.06.05.)에 3번 측선의 결과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시에 대한 자료는 전, 후 시기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표 1. 해빈 측량 시기와 방법

구분 측량일 방법
조위

비고
시간 고조위 시간 저조위

1기

('11-'12년)

1차(여름) '11.07.06 광파측량기 07:03 677(▲) 13:39 114(▼) -

2차(가을) '11.10.18 광파측량기 06:38 513(▲) 12:57 112(▼) -

3차(겨울) '12.01.11 광파측량기 04:51 571(▲) 11:20 6(▼) -

4차(봄) '12.04.06 광파측량기 03:15 618(▲) 09:38 43(▼) 이전 시기 3번 측선: 지오튜브

2기

('15년)

5차(봄) '15.03.09 광파측량기 05:50 631(▲) 12:13 53(▼) 이후 시기 3번 측선: 해안제방

6차(여름) '15.06.05 광파측량기 05:27 693(▲) 11:59 126(▼) 3번 측선 누락

7차(가을) '15.09.14 광파측량기 04:25 653(▲) 10:41 97(▼) -

8차(겨울) '15.12.15 광파측량기 05:51 579(▲) 12:10 46(▼) -

3기

('17년)

9차(겨울) '17.02.05 VRS-GPS 21:01 559(▲) 00:35 142(▼) -

10차(봄) '17.05.14 VRS-GPS 17:08 593(▲) 23:31 70(▼) -

11차(여름) '17.08.11 VRS-GPS 17:32 631(▲) 23:48 68(▼) -

12차(가을) '17.11.05 VRS-GPS 16:31 710(▲) 22:57 48(▼) -

* 고조위 : 측량 직전 시기의 조석 조건, 저조위 : 측량 시의 조석 조건

** 광파측량기(Topcon Total Station, GTS-235N), VRS-GPS(Trimble R2)

*** 김찬웅 등(2019)의 표1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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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격으로 

사취의 공간적 범위를 조사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받았다. 국

토정보플랫폼은 항공사진 원본을 0.5m 해상도로 정사보

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한 개별 영상의 

촬영일시는 표 2와 같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정사영

상의 공간정보를 삭제한 뒤 제공하기 때문에 수치지형도

에서 50개 내외의 참조점을 설정하여 추가적인 지리보정

을 수행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은 촬영시각

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시점의 조위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 

때문에 사취의 면적이나 길이 등 정량적인 규모를 정확하

게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함수율에 따라 퇴적물의 반사

도가 달라지는 연구지역의 특성상 조상대 또는 조간대 최

상부에 위치한 해빈과 사취는 간석지와 상이한 분광특성

을 보이며, 이는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시

각적인 영상 판독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시각화를 통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광특성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군집분석을 수행하는 통계적(unsupervised) 지표피복 분

류기법을 활용하여 사취의 공간적 범위와 분포 변화를 파

악하였다. 구체적으로 PCI Geomatica의 Fuzzy K-means 

기법2)을 활용하여 시점별로 사취의 공간적 범위를 조사하

였으며, 공간분석 범위를 해안도로와 주차장 등 인위적인 

지표피복이 발생하는 지역의 전면부로 한정하고 유형수

는 15개, 반복 횟수는 30번으로 설정하여 분류를 수행하였

다. 분류기법을 통해 추출한 15개 유형 중 식생피복 전면에 

위치한 유형들을 사취 또는 해빈 최상부에 해당하는 지표

피복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 결과에서 인

접한 사취와 20m 이상 떨어져 있고 100m2 이하인 연속성

과 규모가 작은 화소들을 제거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인 경험고유함수(Empirical ortho-

gonal function, EOF)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험고유함수 분석은 주성분분석이라고도 알려져 있으

며, 시계열 자료의 분산을 바탕으로 독립인 성분을 추출하

는 방법이다.3) 효율적인 지형변화 분석 방법으로 초기에

는 주로 해빈 단면변화 분석에 적용되다가, 이후 해안선 변

화 분석에 적용되고 있다(e.g. Winant et al., 1975; Dick and 

Dalrymple, 1984; Larson et al., 1999; Harley et al., 2011). 

경험고유함수 분석을 실시하면 공간적 분석 결과와 시간

적 분석 결과가 도출된다. 시간적 분석 결과가 양의 수치를 

보이는 시기에 공간적 분석 결과가 양의 수치를 띄면 해당 

공간에서 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며, 음의 수치를 띄

면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시간적 

분석 결과가 음의 수치를 보이는 시기에는 공간적 분석 결

과의 수치를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공간적 분석 결과에 음

과 양의 수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즉 교점(x절편, y=0)이 

존재하는 경우 해빈 내에서의 퇴적물 순환이 발생한 것으

로 해석한다. 만약,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빈 전체

에 걸쳐 침식 혹은 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

구에서는 단면적의 편차에 대해 경험고유함수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측선별 단면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경험고유함수 분석에 편차를 활용하는 경우 제1주

성분이 보다 직접적인 퇴적물 이동에 의한 해빈 변화를 의

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g. Short et al., 2014). 또한, 해

안선에 사선으로 발생하는 퇴적물 이동, 해안선과 수직 방

향의 프로세스로 인해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퇴적물 이동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닌다(Harley et al., 2011). 백사장 해빈의 릿

지와 런넬은 해안선에 사선의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료의 편차를 활용함으로써 백사장 해빈의 특수성에 주

목하고자 하였다. 한편,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개별 측

선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토의

1) 측선별 단면적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해빈 

변화 해석

1번 측선은 첫 측량 이후 단면적이 증가하였으며, 3차시

기('12.01.11) 이후 변동성이 크지 않다(표 3, 그림 4). 1기

('11년-'12년) 내에서는 첫 측량 이후 2차시기('11.10.18.)

와 3차시기('12.01.11.)에 단면적이 증가하였으며, 4차시

기('12.04.06.)에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2기에서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3기에서는 변화량이 매우 작았다. 1번 

표 2. 항공사진 속성

연월일 사업코드 해상도 도엽명

'12.10.01 201204A405C

0.5m 신온
'14.08.11 201408A311C

'16.05.07 201605A302C 

'18.06.03 201804A3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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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과 달리, 2번과 3번 측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이 존재한다. 2번 측선 1기의 경우 2차시기('11.10.18.)에 

단면적이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기는 변

동량이 미미하였다. 3기의 첫 시기('17.02.05)는 2기의 마

지막 시기('15.12.15)에 비해 84.8㎡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소의 변동 이후 마지막 시기('17.11.05)에는 더욱 감소하

였다. 3번 측선의 1기는 3차시기('12.01.11.)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단면적을 보이며, 2기의 첫 시기('15.03.09.)에 가

장 큰 단면적이 관찰되었다. 이후 7차('15.09.14.)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3기에 들어서면서 65.5㎡가 줄어드

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측선별 단면적 

선형 추세선의 기울기는 각각 2.90, -13.09, -17.71로, 1번 

측선에서 다소 증가하였음과 2번과 3번 측선에서 감소하

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첫 시기와 마지막 시기의 차이

를 살펴보면, 1번 측선의 경우 64.2㎡ 증가, 2번과 3번 측선

은 각각 123.1㎡, 164.8㎡가 감소하였다. 

단면적의 평균은 1번 측선 854.0㎡, 2번 측선 668.8㎡, 3

번 측선 701.1㎡로, 2번 측선의 단면적이 가장 적다. 시기

별로 살펴보면, 1기와 2기는 2번 측선의 단면적이 가장 적

지만, 3기는 2번 측선보다 3번 측선의 단면적이 더 적다. 따

라서 백사장 해빈은 2기까지 중앙이 오목한 형태였지만, 

2017년에는 북쪽이 가장 높고 남쪽이 가장 낮은 형태였음

을 알 수 있다. 전체 측선의 단면적을 합산한 결과는 백사

장 해빈의 단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총합의 평균을 보면 1기에서 3기로 가면서 233.5㎡가 

감소하였으며, 첫 시기와 마지막 시기를 비교하면 223.7㎡

가 감소하였다. 1번 측선의 단면적 증가량이 2번과 3번 측

선의 단면적 감소량을 상쇄하지 못한 결과로, 백사장 해빈 

외부(정확하게는 측선 외부)로 퇴적물이 유출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개별 기(1기, 2기, 3기)는 4계절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기

별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해당 시기의 계절적 편차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1번 측선의 경우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변

이계수가 작아져 계절적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백사장 해빈 측선별 단면적(㎡) 및 변이계수(CV)

구분
1기('11-'12년) 2기('15년) 3기('17년)

평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번 799.2 817.4 880.2 866.2 884.4 865.2 846.8 834.1 861.5 867.7 862.3 863.3 854.0

/ 2.8평균/CV 840.8 / 4.0 857.6 / 2.2 863.7 / 0.3

2번 730.0 757.7 738.6 726.6 700.3 698.1 709.7 711.7 626.9 636.9 621.7 606.8 668.8

/ 7.2평균/CV 738.2 / 1.6 705 / 0.8 623.1 / 1.7

3번 762.0 772.2 740.5 755.2 796.0 742.4* 688.8 692.2 626.7 637.2 603.3 597.2 701.1

/ 9.9평균/CV 757.5 / 1.5 729.9 / 6.9 616.1 / 2.7

총합 2291.1 2347.3 2359.3 2348.0 2380.7 2305.8 2245.4 2237.9 2115.1 2141.8 2087.3 2067.4 2243.9

/ 4.9평균/CV 2336.4 / 1.1 2292.5 / 2.5 2102.9 / 1.3

*3번측선, 2015.06.05.시기는 전후 시기의 평균값 제시

그림 4. 측선별 단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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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측선은 2기 때 변이계수가 가장 작으나, 3번 측선은 2

기 때 변이계수가 가장 크다. 해빈 전체적으로는 2기 시기

에 계절적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개별 측선은 각기 

다른 계절적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1번 측선을 제외하면 개별 시기의 변이계수보다 전체 시기

의 변이계수가 크다는 점이다. 2번 측선의 경우 시기별 변

이계수가 각각 1.6, 0.8, 1.7이었으나 전체 시기의 변이계

수는 7.2로 높게 나타나며, 3번 측선도 유사하다. 이는 2번

과 3번 측선의 경우 계절적 지형 변화보다 경년 지형 변화

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측선 단면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번과 3번 측

선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표 4). 이는 2번

과 3번 측선 모두 지속적으로 단면적이 감소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1번 측선의 경우 2번 및 3번 측선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1번 측선과 2번 및 3번 측

선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측선별 단면적 변화와 연계하여 추론하자면 2번 및 3번 측

선의 퇴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2)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사취 변화 해석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대상으로 백사장 

해빈 북측에 위치한 사취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연

구 시기 전반에 걸쳐 사취가 지속적으로 동쪽 방향으로 이

동하면서 말단부가 조수통로와 평행한 방향(동쪽)으로 휘

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

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그림 5). 

판독된 사취는 총 3개로, 2014년까지는 2개, 2016년 3개, 

2018년 2개의 사취가 추출되었다. 2012년 기준 1번 사취의 

경우 사취 말단부와 유사하게 동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형

태가 사취의 중간 부분에 존재하며, 이는 형태상 두 개의 사

취가 결합한 것으로 추측된다.2번 사취는 바닷쪽 방향(서

쪽)에 위치한다.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1번과 2번 

사취 모두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1번 사취의 경우 사취 말

단부가 동쪽 방향으로 길어졌으며, 사취 중앙부의 돌출된 

지형은 다소 불분명하다. 2번 사취의 경우 북쪽 방향으로 

성장하였다. 2016년에는 1번 사취의 형태가 불분명해졌으

며, 2번 사취의 말단부가 동쪽으로 매우 길게 존재한다. 사

취 남쪽에서 3번 사취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백사장

항으로의 퇴적물 유입을 막기 위한 나무 펜스가 사취를 관

통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1번과 2번 사취가 분명하게 구

분되지 않으며, 3번 사취가 북쪽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

전 시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취가 두터운 형태를 보이지

만, 인간의 영향과 자연적 현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 것인

지는 본 연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백사장 해빈 북쪽의 사취는 동쪽 방향으로 이

동하면서 말단부가 동쪽으로 길게 배열되는 특징을 보이

며, 시간이 지속되면서 사취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

된다. 앞서 측선별 단면적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퇴

적물 수지의 불일치를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외부 유출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공사진 분석 결과를 

통해 백사장 해빈 북측에 위치한 사취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백사장 해빈에서(측선 외부) 외

부로 유출되는 퇴적물이 사취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에 대

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경험고유함수 분석을 통한 퇴적물 이동 패턴 

해석

경험고유함수 분석결과 주성분의 기여율은 제1주성분

이 70.88%, 제2주성분이 29.12%를 차지하였다(그림 6). 제

1주성분과 제2주성분 모두 공간적 분석결과에서 교점(x절

편, y=0)이 존재하는데, 해당 패턴은 해빈 내부의 퇴적물 

순환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적 분석결과에서 제1주성분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나, 제2주성분은 변

동이 큰 특징을 보인다.

제1주성분은 1번 측선에서 음의 수치(-1.14)를, 2번과 3

번 측선에서 양의 수치(0.43, 0.72)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양과 음의 수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측선들 사이의 퇴적

물 이동인 해빈순환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1번(북) 2번(중) 3번(남)

1번(북)
-

-0.393 -0.197

유의수준 0.206 0.540

2번(중) -0.393
-

0.890**

유의수준 0.206 0.000

3번(남) -0.197 0.890**
-

유의수준 0.540 0.000

**99%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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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백사장 북측 사취의 변화(2012-2018년)양상

그림 6. 경험고유함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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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ey et al., 2011; Short et al., 2014). 시간적 추이를 보면 

8차시기(2015.12.15.)까지는 양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중앙과 남쪽으로 퇴적물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9차시기(2017.02.05.)부터는 음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중앙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퇴적물 

이동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

인한 것처럼 2번 측선과 3번 측선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제1주성분은 백사장 해빈의 북쪽과 다른 공

간과의 퇴적물 이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이 특정 시점

을 기준으로 방향의 변화가 발생(남향→북향)하는 해빈 순

환의 패턴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간적 추이를 확인

하면 제1주성분은 계절적 지형 변화 패턴보다는 경년 지형 

변화 패턴을 주요하게 식별하였다. 계절적 지형 변화 패턴

의 특징은 시간적 추이에서 한 기 동안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1주성분의 시간적 추이는 개별 기에 따라 유사

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측선별 단면적 분석 결과처럼 경

년 지형 변화가 주로 식별되었다. 

제2주성분은 2번 측선에서 양의 수치(1.07), 3번 측선에

서 음의 수치(-0.91)를 보이며, 1번 측선의 경우 -0.17로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시간적 추이를 보면 4차(2012.04.06), 

5차(2015.03.09), 6차(2015.06.05)시기에 음의 수치를 보

인다. 양과 음의 수치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제2주성분

도 측선들 사이의 퇴적물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제1주성분에서는 북쪽과 다른 공간과의 퇴적

물 이동 패턴이 관찰되었다면, 제2주성분에서는 중앙부와 

다른 공간과의 퇴적물 이동 패턴이 관찰되었다. 4차시기

부터 6차시기까지는 중앙에서 남쪽과 북쪽으로의 퇴적물 

이동 패턴이, 그 외의 시기에는 남쪽과 북쪽에서 중앙으로

의 퇴적물 이동 패턴이 식별되었다. 이때, 퇴적물 이동은 

주로 남쪽과 중앙부 간에 발생하며, 북쪽과 중앙부 간에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2주성분

은 해빈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해빈 순환의 패턴을 보여준

다. 시간적 추이를 확인하면 제3기(9, 10, 11, 12차시기)의 

경우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퇴적물 이동

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제3기 동안 

3번 측선은 퇴적물이 부족하여 지형 변화의 역동성이 매우 

감소하였으며, 해빈 단면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김

찬웅 등, 2019).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시간적 분석 결과는 동일한 

지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김찬

웅 등, 2019). 이 연구와 선행연구는 동일한 자료를 공간적

으로 다르게 분석하여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분석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연구의 제1주성분의 시간적 분

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제2주성분 분석 결과와 유사하며, 

제2주성분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제3주성분 분석 결과

와 유사하다. 다만, 공간적 분석결과와 해석은 큰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별 측선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따라서 해안선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결과가 도출되었

다. 그 결과 3가지 주성분이 각 측선별로 도출되었으며, 주

성분이 각각 평균 지형 단면, 릿지와 런넬의 위치변화와 관

련된 해빈 단면 형태의 이질성, 해빈의 기복감소를 의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선을 통합하여 분석하였기 때

문에, 백사장 해빈에서 발생하는 지형변화 패턴을 보다 공

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4) 종합 해석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단면적 변화 추이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해빈 중앙부와 

남쪽의 퇴적물이 북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지만, 상당수

가 백사장 해빈 외부(측선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보여준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는 해빈에서 유출된 퇴적물이 백사장 

해빈 북측에 위치한 사취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경험고유함수 분석에서 식별된 퇴적물 이동 패턴

은 백사장 해빈 내부에서 퇴적물이 수렴 및 발산하는 등 해

빈 순환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험고유함수 분

석에서 식별된 패턴을 실제 단면적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경우를 살펴보았다(표 5). 그 결과 제1주성분의 퇴적물 

이동 패턴은 총 4회 식별되었으며, 제2주성분은 총 2회 식

별되었다. 해빈 내부에서만 퇴적물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측선의 변화를 합산한 총 변화량의 수치

가 0㎡에 가까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총 변화량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험고유함수 분석 결과만을 토대

로 단순하게 백사장 해빈 내부(측선 내부)에서 퇴적물 순환

만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모

든 결과를 종합하여 해빈 내부에서 일부 퇴적물이 순환하

며, 해빈 외부(사취)로 상당수 퇴적물이 유출된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면적 변화와 경험고유함수 

분석은 해빈 내부의 퇴적물 순환을, 단면적 변화와 상관관

계 분석 및 항공사진 분석은 해빈 외부로의 퇴적물 유출을 

보여주고 있다.

경험고유함수 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백사장 해빈과 사취

의 지형변화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백사장 해빈이 반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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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형 해빈이기 때문이다. 먼저, 경험고유함수 분석에서 교

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폐쇄형 해빈에서 해빈 순

환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

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험고유함수에 대한 선행연구(Harley 

et al., 2011; Short et al., 2014)에서 해빈순환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이유는 특정 시간 주기의 해빈 폭 변화가 발생하

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패턴이 일정 수준 식별되었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호주 Narrabeen 해빈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수의 연구들은 해빈의 변화를 남방진동(Southern Oscil-

lation Index, SOI)과 관련짓고, 파고와 남방진동이 양의 관

계를 보임을 제시하였다(e.g. Short et al., 2001; Ranasinghe 

et al., 2004; Short and Trembanis, 2004). 연구 결과에 따르

면 폐쇄형인 Narrabeen 해빈은 전반적으로 남방진동의 패

턴을 따라 침식되고 퇴적되며, 해빈 내부의 퇴적물 순환이 

발생한다.4) 즉, Narrabeen 해빈을 대상으로 경험고유함수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Harley et al., 2011; Short et al., 

2014)에서 활용한 해빈 순환이라는 용어는, 폐쇄형 해빈에

서 침식과 퇴적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다. 따라서, 폐쇄형 해빈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침식과 

퇴적의 패턴을 지칭하는 용어인 해빈 순환을, 반 폐쇄형인 

백사장 해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백사장 해빈은 남쪽에 헤드

랜드가 존재하지만 북쪽에는 안면도와 육지를 가르는 조수

통로가 존재하는 반 폐쇄형으로, 개방된 방향으로 퇴적물

의 유출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연구에서 경

험고유함수 분석 시 사취까지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면, 다른 결과가 도출 되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는 시간 스케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hort et al.(2014)은 

Narrabeen 해빈을 대상으로 7년간(2007년-2013년)의 자료

를 분석한 결과, 7년간의 분석 결과는 남방진동을 포함하는 

38년간(1976년-2013년)의 주기적 해빈 변화를 충분히 설명

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7년간(2011-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해빈 변화의 주기성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 즉, 반 폐쇄형 해빈인 백사장 해빈에서 7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 연구의 경험고유함수 분석 결

과를 일반적인 해빈 순환으로 지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해빈과 사취를 함께 다룸으로써, 두 지형의 연

계성에 주목하였다. 물론, 북측 사취의 실제 측량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지만, 단면적 변화 추이

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퇴적물 외부 유출 가능성과 항공

사진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측 사취의 성장을 연결시

키고 있다. 김찬웅 등(2015)은 백사장 해빈의 사취가 해빈

의 겨울철 지형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백사장 해빈의 런넬을 통해 겨울철 퇴적물이 바다 방향으

로 이동한 뒤 사취로 퇴적되며, 이것이 여타 해빈과 다른 백

사장 해빈의 특수성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 해빈 내부에서 일부 퇴적물의 순환이 발생하였으며, 해

빈 외부인 사취로 상당수 퇴적물의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퇴적물 순환 공간에 대한 식별을 위

해 해빈과 사취를 대상으로 관측 및 실험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5)

한편, 제2주성분의 분석 결과는 일정 수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험고유함수 분석에 의하면, 제2주성분은 해

빈 중앙부와 남쪽과의 퇴적물 이동 패턴을 식별하고 있다. 

그런데 백사장 해빈의 지형 특징을 고려하면 해빈 남측에

서 중앙부로의 전반적인 퇴적물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찬웅 등

(2019)에 따르면, 파랑이 강한 시기에 해빈 상부의 릿지에

서 침식된 퇴적물이 하부로 이동하여 퇴적되어 새로운 릿

지를 형성한다. 이때 퇴적물의 이동이 해안선에 사선 방향

인 런넬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김찬웅 등, 2015), 해빈의 

지형변화가 해안선에 사선의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해빈의 중앙부와 남쪽에서는 계절적 지형변화에 따른 국지

표 5. 측선별 단면적 변화량(㎡)

구분
제1주성분 관련 제2주성분 관련

3차('12.01.11) 8차('15.12.15) 9차('17.02.05) 10차('17.11.05) 5차('15.03.09) 7차('15.09.14)

1번측선 62.8 -12.8 27.4 1.0 18.2 -18.4

2번측선 -19.1 1.9 -84.8 -14.9 -26.3 11.6 

3번측선 -31.7 3.4 -65.5 -6.1 40.8 -53.6

총변화량 12.0 -7.5 -122.8 -19.9 32.7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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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였으며, 제2주성분은 이러한 계절

적 지형변화 패턴을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지형 변화는 계절적 스케일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7년

의 자료를 통해 일정 수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

서 퇴적물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백사장 해빈의 지형변화와 해빈 북측 사취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3개의 측선을 설치하여 총 12

회의 단면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측량 자료 분석, 상관관계 

분석, 항공사진 분석, 경험고유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측 사취가 측량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점은 항공사진 분

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단면적 분석 결과 해빈 북쪽은 단면적이 증가한 이후 변

동성이 크지 않았으며, 중앙 및 남쪽은 지속적으로 단면적

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측선의 단면적을 합산

한 결과는 백사장 해빈의 단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백사장 해빈 외부(측선 외부)로 

퇴적물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중

앙과 남쪽의 경우 계절적 지형 변화보다 경년 지형 변화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중앙과 남쪽 간

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며, 북쪽과 다른 곳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백사장 해빈 북측에 위치한 사취가 지속적으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말단부가 조수통로와 평행한 방향

으로 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취가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백사장 해빈 외부(측선 외

부)로 유출된 퇴적물이 사취로 이동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경험고유함수 분석 결과는 앞선 결과들과는 다르게 제

1주성분과 제2주성분 모두 백사장 해빈 내부(측선 내부)에

서 해빈 순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제1주성분

은 북쪽과 다른 공간과의 퇴적물 이동 패턴이, 제2주성분

에서는 중앙부와 다른 공간과의 퇴적물 이동 패턴이 식별

되었다. 

실제 단면적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경험고유함수 분석

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백사장 해빈 내부(측선 내부)에서 

퇴적물 순환만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 오히려,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해빈 내부에서 일부 퇴

적물이 순환하며, 해빈 외부(사취)로 상당수 퇴적물이 유

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면적 변화와 

경험고유함수 분석은 해빈 내부의 퇴적물 순환을, 단면적 

변화와 상관관계 분석 및 항공사진 분석은 해빈 외부로의 

퇴적물 유출을 보여주고 있다. 경험고유함수 분석만을 가

지고 지형변화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백사장 해빈이 반

폐쇄형 해빈이기 때문이다. 해빈 순환을 지칭하는 교점의 

존재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폐쇄형 해빈에서 장기간의 자

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임을 고려하면, 반 폐쇄형 해빈

인 백사장 해빈에서 7년의 통해 식별된 제1주성분의 퇴적

물 이동 패턴을 해빈순환으로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빈 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해빈 퇴적물이 순환하는 공간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

다. 이 연구는 해빈과 사취를 함께 다룸으로써, 두 지형의 

연계성에 주목하였다. 한편, 제2주성분 분석 결과는 해빈

의 중앙부와 남쪽에서 발생하는 계절적 지형변화에 따른 

국지적 침식 및 퇴적과 계절적 지형변화 패턴을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형 변화는 계절적 스케일에

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백사장 해빈 단면적 감소, 퇴적물 외부 유출

(측선 외부), 북측 사취의 성장, 퇴적물 이동 패턴의 식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빈과 사취를 연계하여 해석

하였다. 지형의 기복과 퇴적물 이동이 복잡한 백사장 해빈

과 사취의 지형변화 해석에 단면적의 편차를 이용한 경험

고유함수 분석을 적용해 보았다. 다만, 일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보다 긴 시간규모에서의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

1) 위도 : 36.5369 경도 : 126.2981

2) Fuzzy K-means는 화소 기반의 무감독 지표피복 분류 기

법 중 하나로, 연구자가 유형(class) 수와 분류 수행 횟수를 

지정하면 각 화소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확

률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조차가 큰 황해에서 간석

지와 해빈 또는 사취처럼 유형 분류가 다소 모호한 지역에

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보

다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Burrough et al., 2000; 

Yim et al., 2018).

3) 보다 자세한 분석 방법은 Winant et al.(1975), Larson et 

al.,(1999), Harley et al.(2011)의 문헌을 추천한다. W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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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75)은 선구자적 의미가 있으며, Larson et al., 

(1999)은 2차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Harley et al.(2011)

은 편차를 활용하였다.

4) 타 지역에서 진행된 해빈 변화에 특정 시간 주기가 있음을 

언급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캘리포

니아에서 태평양 진동(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과 해빈 지형의 관계를 밝힌 Zoulas and Orme(2007)의 연

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와 근접한 국가로는, 일본에서 

진행된 Kuriyama et al.(2012)의 연구가 존재한다.

5) ‘해빈 순환’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서해안의 

파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진동이 무엇인지를 적절한 시

간 규모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호주 남서부의 남방진동, 

미국 서부의 태평양진동처럼, 서해안의 파랑에 유효한 영

향을 미치는 기후 진동 혹은 기후 패턴을 식별하고, 해빈과

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긴 시간규모의 

해빈 자료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연안

침식 모니터링, 해양 생태계 종합 조사 등을 통해 해빈 자료

를 수집 중에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사 대상 해빈, 대상 측선, 방법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참고문헌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n/mainPage.do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cmmn/main. 

do

김장수･장동호, 2011, “항공사진과 기준목 측정자료를 이용한 

안면도 바람아래 해빈의 시계열 변화 분석,” 한국지형

학회지, 18(2), 39-51.

김장수･장동호, 2012, “안면도 할미섬 주변의 침식･ 퇴적환경 

변화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19(2), 123-132.

김찬웅･신영호･유근배, 2015, “겨울철 서해안 사취형 해빈의 

지형과 퇴적물 특성의 변화 –안면도 백사장 해빈을 중

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9(1), 117-131.

김찬웅･이현아･임종서･신영호, 2019, “대조차 해빈의 릿지와 

런넬 지형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54(3), 285-300.

남혜정, 2005, 해안 지역의 환경 변화와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안면도 사빈과 사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원･서종철･김진석･오선관, 2013, “바람아래 특별보호구

역의 지형 및 염생식물 분포특성 연구,” 국립공원연구

지, 4(4), 111-119.

Sara khodadad･장동호, 2014, “안면도 바람아래해수욕장 주변

의 동계 지형 변화 및 퇴적환경 특성 분석,” 한국지형학

회지, 21(1), 95-109.

유재진･김장수･장동호, 2016a, “안면도 바람아래 할미섬 주변

의 시계열적 침식･ 퇴적환경 변화 분석,” 한국지형학회

지, 23(1), 47-60.

유재진･박현수･양윤정･장동호, 2016b, “해안지역의 시계열 지

형변화 분석을 위한 UAS 활용 가능성 평가: 안면도 바

람아래해변을 대상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3(4), 113- 

126.

장동호･김만규･김광훈, 2003, “안면도 바람아래 해수욕장 주변

의 퇴적환경체계 변화,” 한국지형학회지, 10(2), 143-155.

장동호･김장수･박노욱, 2010, “표층퇴적물 분석을 통한 동계 

안면도 바람아래해수욕장 주변의 퇴적환경 변화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7(1), 15-27.

천세현･서경덕･안경모, 2014, “경험고유함수를 이용한 후정해

수욕장 단기 모래 이동 분석,” 한국해안 해양공학회논

문집, 26(4), 244-252.

최정훈･최진용･조영권, 2012, “서해안 해수욕장의 침식원인 분

석결과와 시사점,” 한국관개배수논문집, 19(1), 3-18.

해양수산부, 2019,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 [충청남도], 해양수

산부, 334.

Burrough, P. A., van Gaans, P. F. and MacMillan, R.A., 2000, 

High-resolution landform classification using fuzzy 

k-means, Fuzzy Sets and Systems, 113(1), 37-52.

Cattaneo, A. and Steel, R. J., 2003, Transgressive deposits: A 

review of their variability, Earth-Science Reviews, 62 

(3-4), 187-228.

Cooper, J. A. G., Green, A. N. and Loureiro, C., 2018, 

Geological constraints on mesoscale coastal barrier 

behaviour, Global and Planetary Change, 168, 15-34.

Devoy, R. J., 2008, Coastal vulnerability and the implications 

of sea-level rise for Ireland,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4(2), 325-341. 

Dick, J. E. and Dalrymple, R. A., 1984, Coastal changes at 

Bethany Beach, Delaware, Coastal Engineering 

Proceedings, 1(19), 1650-1667.

Harley, M. D., Turner, I. L., Short, A. D. and Ranasinghe, R., 

2011, A reevaluation of coastal embayment rotation: 

The dominance of cross‐shore versus alongshore 

sediment transport processes, Collaroy‐Narrabeen 

Beach, southeast Australia, Journal of Geophysical 



백사장 해빈과 사취의 지형변화(2011-2018)

- 337 -

Research: Earth Surface, 116(F4), F04033, doi: 10. 

1029/2011JF001989.

Hequette, A. and Ruz, M. H., 1991, Spit and barrier island 

migration in the southeastern Canadian Beaufort S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7(3), 677-698

Kakroodi, A. A., Kroonenberg, S. B., Beni, A. N. and Noehgar, 

A., 2014, Short-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Miankaleh Spit, Southeast Caspian Sea, Iran, Journal 

of Coastal Research, 30(6), 1236-1242.

Kuriyama, Y., Banno, M. and Suzuki, T., 2012, Linkages 

among interannual variations of shoreline, wave and 

climate at Hasaki, Japan,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9(6), L06604, doi: 10.1029/2011GL050704.

Larson, M., Hanson, H., Kraus, N.C. and Newe, J., 1999, 

Short-and long-term responses of beach fills deter-

mined by EOF analysis, Journal of Waterway, Port,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125(6), 285-293.

Passeri, D. L., Hagen, S. C., Medeiros, S. C., Bilskie, M. V., 

Alizad, K. and Wang, D., 2015, The dynamic effects 

of sea level rise on low‐gradient coastal landscapes: A 

review, Earth's Future, 3(6), 159-181.

Ranasinghe, R., McLoughlin, R., Short, A., and Symonds, G., 

2004, The Southern oscillation index, wave climate, 

and beach rotation, Marine Geology, 204(3-4), 273- 

287.

Short, A. D. and Trembanis, A. C., 2004, Decadal scale patterns 

in beach oscillation and rotation Narrabeen Beach, 

Australia—time series, PCA and wavelet analysi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0(2), 523-532.

Short, A. D., Bracs, M. A. and Turner, I. L., 2014, Beach 

oscillation and rotation: local and regional response 

at three beaches in southeast Australi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70), 712-717.

Short, A. D., Trembanis, A. C., and Turner, I. L., 2001, Beach 

oscillation, rotation and the Southern oscillation, 

Narrabeen Beach, Australia, Coastal Engineering 2000, 

2439-2452.

Vousdoukas, M. I., Ranasinghe, R., Mentaschi, L., Plomaritis, 

T. A., Athanasiou, P., Luijendijk, A., and Feyen, L., 

2020, Sandy coastlines under threat of erosion, Nature 

Climate Change, 10(3), 260-263.

Winant, C. D., Inman, D. L. and Nordstrom, C. E., 1975, 

Description of seasonal beach changes using empirical 

eigenfunction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80(15), 1979-1986.

Yim, J., Kwon, B. O., Nam, J., Hwang, J. H., Choi, K. and 

Khim, J. S., 2018, Analysis of forty years long changes 

in coastal land use and land cover of the Yellow Sea: 

The gains or losses in ecosystem services, Environ-

mental Pollution, 241, 74-84.

Zoulas, J. G., and Orme, A. R., 2007, Multidecadal-scale beach 

changes in the Zuma littoral cell, California, Physical 

Geography, 28(4), 277-300.

교신: 임종서,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한국해양

수산개발원(이메일: geographeryim@kmi.re.kr, 전화: 051-797-4749)

Correspondence: Jongseo Yim, Korea Maritime Institute, 26, 

Haeyang-ro 301beon-gil, Yeongdo-gu, Busan, 49111, Korea 

(e-mail: geographeryim@kmi.re.kr, phone: +82-51-797-4749)

최초투고일 2021. 5. 25

수정일 2021. 6. 20

최종접수일 2021.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