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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양빈 전후의 이안류 발생 변화 분석

Analysis for Generation of Rip Current before and afterBeach

Nourishment at Haeunda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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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전후의 지형변화에 따른 이안류 발생 변화에 대해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로 개발한 HAECUM (HAE(海) Current

Model)을 통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의 해빈류를 모의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이상적인 경우와 실

제 이안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각각 적용하였으며, 상호비교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빈류 장미도를 통해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해빈류 및 이안류에 대한 상

관성 도출하였다.

keywords : 연안정비사업, 해빈류, 장미도

1. 서론

2012년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약 15톤의 대규모 양빈사업이 시행되고 미포항

쪽에 돌제 설치가 수행되어 해빈이 많이 확장되어 50년 전의 백사장으로 복원되었다(박태우. 2015). 이로 인

해 쇄파대 수심에 변화가 생겨 해빈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조건과,

2012년 8월 4일 이안류 발생 시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4년 양빈 전후의 수심의 이안류 발생 변화를 파

랑모형과 조류가 결합된 해빈류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GUI로 개발된 HAECUM (HAE(海) CUrrent Model)

모형 (Lee et. al. 2014)을 통해 분석 하고자 한다.

2. 해운대 해수욕장 양빈

본 절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양빈 전후 지형 및 수심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팔

레드시즈에 설치한 CCTV 영상 중 2012년 7월 31일과 2015년 8월 8일을 캡쳐한 것이다(그림 1). 이를 통해

육역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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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운대 해수욕장 CCTV Capture 이미지 (2012.07.31(좌), 2015.08.08(우))

2.1 해운대 해수욕장 수심 비교

아래 그림은 두 수심의 차를 도시한 결과다(그림 2). 이를 통해 심해의 수심 개형은 유사하나, 2015년에

들어서 쇄파대의 영역이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해운대 해수욕장 수심변화(m) (2015년-2012년)

3. 해운대 해수욕장 해빈류 비교

이안류는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의 파봉선과 해안선이 나란할 경우 가장 잘 발생하며, 돌제 등의 해안구조

물에 의해서도 발생한다(McCarroll et. al. 2014).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주파향과 유사한 입

사각을 조건으로 한 2개의 이상적인 경우와 2012년 8월 4일 이안류 발생 시 해양자료를 이용해 해빈류의 발

생을 비교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비교를 위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을 동백섬부터 글로리콘도(Zone1), 글로리

콘도부터 만남의 광장(Zone2), 만남의 광장부터 팔레드시즈(Zone3), 그리고 팔레드시즈부터 미포항(Zone4) 4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빈류 장미도를 작성하였다.

3.1 이상적인 경우 비교

양빈 전후의 수심에 대해 각각 이상적인 경우(표 1)를 적용하여 해빈류 발생에 대해 모의한 결과(그림 3),

각 케이스별 흐름의 방향은 비슷하나, Zone3과 Zone4에서 이안류 발생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양빈 이후 전

반적인 연안류의 흐름이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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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ide Level
(cm)

H.W.L
(cm)

Wind Vel.
(m/s)

Wave Hight
(m)

Wave Period
(sec.)

Wave Dir.
(deg.)

1 38 129.80 0 1 10 160

2 38 129.80 0 1 10 180

표 1 수치모의에 사용할 이상적인 경우

그림 3 (a)2012년 Case1, (b)2012년 Case2, (c)2015년 Case1, (d)2015년 Case2

3.2 실제 사례 비교

2012년 8월 4일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객 143명이 70~80m 가량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안류가 발생하였다.

당시 해양자료를 통한 해빈류 발생 모의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4). 전반적인 흐름의 경향은 비슷하나, 연안

류가 강해졌으며 양빈 이후 Zone3에서 이안류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Zone4에서는 일부 흐름이 차

단되는 등의 결과를 제공하였다.

그림 4 해운대 해수욕장 2012년 8월 4일 이안류 발생 (2012년(좌), 2015년(우))

4. 결론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지형에 대해 이상적인 경우와 2012년 8월 4일 해운대 해

수욕장 이안류 발생 데이터를 통해 Zone1과 Zone2에서 양빈 이후 평형해안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연안류의

세기가 강해진 것을 확인 했다. 또한, Zone3에서는 이안류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Zone4는 돌제의 영향으로

인해 이안류 발생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양빈이 해빈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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