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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stuary sand bar of Namdaecheon Stream is located in Yangyang-gun, Gangwon-do in
Korea. This unique place is situated between end of Namdaecheon Stream and East Sea. It is an important
environment area of the global ecosystem from the transition zone of land and marine environments by
forming a variety of coastal circumstance. Some endemic species should be protected which is appearing
in the Namdaecheon Stream because of preservation for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the salmon return
to this stream as adults in order to breed which is more than 70 % of the salmon in Korea peninsular. The
monitoring of estuary sand bar is need to analyze ecologic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ime. First of all we represents a different shape of estuary sand bar of Namdaecheon Stream from
1984 to 2015 using Landsat satellite imagery series. Particularly movement of the “tidal inlet” is most
important factor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change for estuary sand bar. The location of tidal inlet
is compared with precipitation, height of tide and oceanic current data according to tim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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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남대천은 하구로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의 점이지대이다. 하구는 다양한 연

안환경을 형성해 지구 생태계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으로 남대천에 출연하는 종 중 일부 고유종은 우리

나라에서 매우 희소하게 출현되어 보호가 필요하며, 모천 회귀어류인 연어는 우리나라에서 70% 이상이 남

대천으로 회귀한다. 남대천과 같은 하구에서는 사주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구 사주의 변화는 생태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므로 지형 변화의 원인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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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구(estuary)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의 점이지대이며, 담수와 해수가 만나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연안환경을 형성한다. 또

한 하구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지구 생

태계에서 가장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 중의 하나로 알

려져 있으며, 자연재해의 방지나 공간 이용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Kwon, 2010). 하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으로는 퇴적물이 하천과 평행한 방향으

로는 폭이 좁고, 하천과 수직한 방향으로는 긴 폭을 가

지는 하구사주가 있다(Kim, 2005). 일부 지역은 하구의

입구를 부분적으로 막는 퇴적지형인 사취(sand bar)가

있는 부분적으로 폐쇄된 하구역(Partially-closed estuary)

을 가지며, 이러한 지형에서는 사주 내에 갯터짐이 발

생하여 하구가 개방되며 하천과 바다 사이에 입수구

(inlet)가 형성된다. 이때 갯터짐에 의해 형성된 입수구

의 위치나 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Lee, 2011). 이러한 지형은 지형 및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왕래할 수 있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Park et al., 2014).

하구 사주의 형태 및 입수구의 위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량, 조위, 파랑, 해류의 방향 등이

있다(Lee et al., 2007). 하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요인인 유량은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변화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

이 되는 하계 다우형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여름철 강수

량은 연 강수량의 50~60%를 차지해 우기(6~9월)와 건

기가 매우 뚜렷하다.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은 유량의 증

가에 따라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갯터짐이 발생하며,

강수가 적은 나머지 계절은 유량의 감소로 수위가 낮아

져 하구가 폐쇄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또한 강수량의 증

가가 없더라도 상류에서 흘러오는 유수가 외해로 유출

되지 못하다가 하구의 임계 저수 용량을 초과하게 될 때

에도 갯터짐이 발생하기도 하며, 조위의 변화 역시 갯

터짐 현상에 영향을 준다(Ha, 2009). 인공적인 건설도 하

구 지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남대천의

경우 양양 양수발전소가 남대천 상류인 후천에 위치하

고 있으며, 1996년 착공하여 2006년 준공되었다. 이러한

인위적인 댐 건설 이외에도 농업용 보의 설치, 도처에

서 시행되는 골재채취 등이 저수지의 토사 유입과 하천

수 유속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ndian, 1980).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하구 사주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Oh et

al.(2010)와 Lee et al.(2016)는 위성영상과 GIS분석을 통

해 지난 30여 년간 낙동강 하구의 지형의 변화 및 면적

변화를 시계열로 탐지하였다. Kim et al.(2007)는 낙동강

삼각주 연안의 표층 퇴적물의 입도특성과 공간적 분포

를 토대로 지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Ha(2009)는 동해안

자연 하구의 지형 특성 및 염도 분포 변화를 강릉 연곡

천과 양양 남대천을 대상으로 하구 사주의 지형 및 퇴

적물 특성과 염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Lee(2011)는 영덕

의 송천 하구를 대상으로 사주의 형태와 그 형성 시기

를 파악하고 장기적 및 단기적인 하구 사주의 변화 과

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주로 사주 자체의 지형 및 퇴적물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사주 내에 발달한

갯터짐의 형성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늘어가고 있

다(Lee, 2011).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갯터짐의 발생 요

인과 그 크기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으

며, 갯터짐이 일어나는 시기와 생성 위치의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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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대천 하구 사주에서 일어나는 지형 변화인 ‘갯터짐’ 현

상이 일어나는 조건과 그 위치 변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남대천 하구 사주의 지형 분석을 위해

미국 지질 조사국(USGS)에서 제공하는 Landsat 위성영상으로 1984년부터 약 40년간의 하구 사주의 면적

과 갯터짐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평균 해류 벡터, 강수량 그리고 조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

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위치와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절이나 연대별 특징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연안류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수량과 조위를 하구 사주의 면적과 비교한

결과 강수량과 조위가 증가할수록 사주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조사를 통한 다

양한 관측 방법은 하구사주의 정확한 지형적 변화와 갯

터짐의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해 줄 수 있으나, 막대한 인력과 비용 그리고 충분한 시

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

법은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의 자료 획득이 가능하기 때

문에 장기 변화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남대천을

중심으로 Landsat위성영상 시리즈를 이용해 1984년부

터 2015년까지 32년 사이의 하구사주 지형 변화를 시계

열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주 내에서 갯터짐이 발

생하는 위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2. 연구 지역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남대천은 하천과 바다가 만

나는 하구(Fig. 1a)에 해당하며 그 발원지는 강원도 강릉

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의 두로봉

(1,421.9 m) 동쪽 계곡이다(Kim et al, 2006). 한계령에서

양양으로 이어지는 오색천이 양양에서 영덕리에 이르

는 후천에 합류되고, 이 후천은 북평리 부근에서 남대

천으로 합류되어 양양에서 500m에 이르는 강폭을 가진

다(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2011). 남대천은 지방 1급 하천으로 유역면적

474.80 km2, 유로연장 55.61 km, 하천연장 16.60 km이며

하천의종점은강원도양양군양양읍손양면해안선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남대천 하구에 서식하는 생물로는 연어, 송어, 황어

등 냉수성 어종과 기수재첩이 있다(Hong et al., 2000;

Kim et al., 2002). 남대천에 출현하는 종 중 고유종은

Rhynchocypris kumganensis, Cobitis pacifica, Silurus

microdorsalis, Liobagrusmediadiposalis, Cottus hangiongensis,

Coreoperca herzi등 총 6종이 있는데, 이 중 일부 고유종

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소하게 출현되어 보호가 필요

하다(Lee et al., 2004). 특히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모천 회귀어류로 새끼는 바

다로 나간 후 알래스카와 베링해에서 약 5년 후에 성어

로 자라 다시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회귀하며, 남대천

으로 회귀하는 연어는 우리나라에 회귀하는 연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어 회귀

경로인 남대천 입구의 사주 면적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

히 남대천 하구사주의 양 끝 연장선인 낙산항과 오산봉

에 이르는 사빈을 선정하였다(Fig. 1b).

3. 연구방법

1) 위성영상을 이용한 하구사주 면적측정

남대천의 하구 사주의 변화 관측하기 위하여 미국 지

질 조사소(United States Geoligical Survey; USGS)에서 제

Landsat 위성 영상을 활용한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연안 하구사주 갯터짐 환경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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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study area. (a) Location of Namdaecheon estuary, (b) and (c) Maps of estuary sand bar from Naksan-port to
Osanbong (Red lines indicate sand bar locations).



공하는 Landsat영상을 사용하였다. Landsat위성의 관

측 자료는 육지의 자원 탐사와 환경 감시, 해양, 임업, 수

자원, 농업, 기상 및 기후변화, 지도제작 등 여러 분야에

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분야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다. 또한 1972년 1호의 발사부터 2013년 발사

된 8호가 운행되고 있어 40여년이라는 긴 기간의 위성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 5호와 Landsat 8호를 이용하였으며 1984년에서

2015년까지 총 32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총 72장

의 영상을 사용하였다(Table 1).

Landsat영상으로부터 면적 산출을 위하여 감독 분류

법을 활용하여 영상 분류를 하였다. 위성영상의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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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quisition date and scene center time of Landsat TM, OLI images (path/row = 115/034) in this study

No. Satellite Date Time (KST) No. Satellite Date Time (KST)
1 LT5 1984-05-04 10:32:06 37 LT5 2001-06-04 10:45:13
2 LT5 1985-11-15 10:33:23 38 LT5 2001-11-27 10:44:25
3 LT5 1986-04-24 10:30:05 39 LT5 2001-12-13 10:44:16
4 LT5 1986-11-18 10:23:12 40 LT5 2002-02-15 10:43:24
5 LT5 1987-03-26 10:27:07 41 LT5 2002-09-11 10:38:54
6 LT5 1987-04-27 10:28:10 42 LT5 2003-05-09 10:39:58
7 LT5 1987-10-20 10:32:24 43 LT5 2003-09-14 10:42:21
8 LT5 1988-04-13 10:34:58 44 LT5 2003-10-16 10:42:45
9 LT5 1988-08-03 10:35:36 45 LT5 2003-11-01 10:42:53
10 LT5 1988-10-22 10:35:25 46 LT5 2003-12-19 10:43:30
11 LT5 1988-12-09 10:35:18 47 LT5 2004-03-08 10:43:54
12 LT5 1989-05-18 10:33:07 48 LT5 2004-08-31 10:48:18
13 LT5 1989-06-03 10:32:27 49 LT5 2004-11-19 10:49:58
14 LT5 1989-10-25 10:29:38 50 LT5 2005-02-23 10:51:33
15 LT5 1989-12-28 10:27:56 51 LT5 2005-03-27 10:51:55
16 LT5 1990-11-13 10:24:22 52 LT5 2005-05-14 10:52:09
17 LT5 1991-03-05 10:26:01 53 LT5 2005-11-22 10:53:26
18 LT5 1992-11-02 10:26:09 54 LT5 2006-03-14 10:55:59
19 LT5 1992-12-04 10:26:04 55 LT5 2006-06-18 10:57:29
20 LT5 1993-03-26 10:27:02 56 LT5 2006-08-05 10:58:10
21 LT5 1994-04-14 10:24:57 57 LT5 2006-10-08 10:58:56
22 LT5 1995-01-11 10:17:35 58 LT5 2007-08-24 10:58:07
23 LT5 1995-05-03 10:13:02 59 LT5 2007-09-09 10:58:00
24 LT5 1995-11-27 10:04:42 60 LT5 2008-04-04 10:54:27
25 LT5 1996-06-06 10:17:10 61 LT5 2008-10-13 10:49:34
26 LT5 1997-09-29 10:37:40 62 LT5 2009-05-25 10:52:48
27 LT5 1998-01-03 10:40:05 63 LT5 2010-02-05 10:55:45
28 LT5 1998-11-19 10:43:54 64 LT5 2010-06-29 10:55:25
29 LT5 1999-03-11 10:43:56 65 LC8 2013-10-27 11:06:36
30 LT5 1999-10-05 10:41:27 66 LC8 2013-11-28 11:06:29
31 LT5 1999-11-22 10:40:17 67 LC8 2014-01-31 11:05:57
32 LT5 2000-03-13 10:38:30 68 LC8 2014-08-11 11:04:55
33 LT5 2000-09-05 10:42:58 69 LC8 2014-10-30 11:05:01
34 LT5 2000-10-07 10:43:21 70 LC8 2014-11-15 11:05:05
35 LT5 2000-12-26 10:44:33 71 LC8 2015-04-24 11:04:12
36 LT5 2001-05-19 10:45:02 72 LC8 2015-05-26 11:03:56



은 무감독분류와 감독분류가 있다. 무감독분류법은 영

상을 구성하는 화소 값만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해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류항목을 지정하는 과정이 필요

하지 않다. 감독분류법은 분류 항목 및 각 분류 항목별

교사자료(training data)를 분석자가 선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각 화소가 어떤 교사 자료와 가장 유사한지 판별

하여 분류가 수행된다(Kang, 2006). 본 연구에서는 영상

의 분류를 위해 감독분류의 방법 중 최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밴드

는 바다와 육지의 구분이 용이한 7, 4, 2밴드 조합(Fig.

2a)을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남대천의 하구사주는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물과 사질 퇴적물이 잘 구분될 수 있는 위성 영

상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Landsat의 밴드 특성 정보

에 따르면 4번 밴드는 0.76~0.90 μm의 파장을 가지며,

물이 파장을 거의 흡수하여 매우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

에 육지와 물을 분류하기에 용이하다. James W.Quinn

(2001)에 의하면 Landsat TM영상의 경우에 7, 4, 2밴드

조합을 이용할 경우 바다와 육지가 잘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Landsat TM영상의 밴드조합은 7, 4, 2밴드

조합을 사용하였으며, Landsat OLI영상은 비슷한 파장

을 가지는 7, 5, 3밴드 조합을 사용하여 남대천 하구 사

주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Fig. 2a영상을 국토환경정보센

터에서 제공하는 토지 피복 분류도의 분류항목에 따라

산림지역, 농업지역, 나지, 수역,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총 5개의 클래스를 생성한 결과(Fig. 2b)이다. 이렇게 분

류된 남대천 연안 사주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Landsat

TM과 Landsat OLI의 각 밴드별 파장대는 Table 2에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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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racteristic of Landsat TM and Landsat OLI images

Landsat 5 TM Landsat 8 OLI
Thematic Mapper Operational Land Imager

Bands Wave length (μm) Resolution (m) Bands Wave length (μm) Resolution (m)
1 0.45 – 0.52 30 1 0.43 – 0.45 30
2 0.52 – 0.60 30 2 0.45 – 0.51 30
3 0.63 – 0.69 30 3 0.53 – 0.59 30
4 0.76 – 0.90 30 4 0.64 – 0.67 30
5 1.55 – 1.75 30 5 0.85 – 0.88 30
6 10.40 – 12.50 120 * (30) 6 1.57 – 1.65 30
7 2.08    2.35 30 7 2.11 – 2.29 30

8 0.50 – 0.68 15
9 1.36 – 1.38 30

Fig. 2. (a) RGB 7, 4, 2 band combination of Landsat 5 TM image, (b) Supervised classification result of (a).



2) 평균 해류도 비교

남대천 하구사주에서 나타나는 갯터짐 현상의 방향

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해의 해류 이동방향을 분석하였

다 . 동해의 해류 이동방향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Korea Hydrographic andOceanographic Agency; KHOA)

에서 제공하는 월 평균 동해 해류도를 사용하였다. 이

를 위하여 남대천 하구 사주의 성장 및 쇠퇴 변화가 뚜

렷하게 나타나는 2005년 2월 23일에서 2005년 3월 27일

까지 약 한 달 동안의 변화와 2006년 3월 14일에서 2006

년 6월 18일까지 약 세 달 동안 사주 면적 변화와 동해

해류 이동 방향을 비교하였다.

3) 강수량 산출

사주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 유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의 강수량과 비교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강수량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남대천과 가장 가까운

관측소인 속초 기상 관측소의 일 강수량 값을 이용하

였다. 특히 획득한 위성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기준으로

1일 전, 2일 전, 3일 전의 일 강수량을 하구사주 면적과

비교하였다. 이 때 Landsat위성이 우리나라를 촬영하는

시간은 오전 11시경으로 당일의 강수량은 획득한 영상

에서 하구 사주의 면적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상을 찍은 당일의 강수량은 포

함하지 않았다.

4) 조위 및 평균해수면 산출

남대천 하구는 외해의 영향을 받으므로 조위 값에 따

라 수면위로 드러나는 사주의 면적이 변화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위와 하구사주의 면적에 대한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위 데이터는 국립해양

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속초 조위관측소의 1시간 주기의

조위 자료이다(KHOA). 이 때 조위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요소로 강수량과 달리 남대천 하구사주의 면

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성 영상이 촬영된 시

간과 조위가 측정되는 시간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 이

에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조위 값을 비례식을 이용하

여 Landsat위성 영상이 촬영된 시간으로 식(1)과 같이

조위 보정을 수행하였다.

                     
Hs = H1 + ( ) × Tc                       (1)

식(1)에서 Hs는 초 단위까지 보정된 속초항의 조위를

나타내며, H1은 기준 조위(cm), H2는 상대 조위(cm), Tc

는 영상 관측시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의 촬

영 시간은 10시부터 12시 사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H1은 속초항에서 10시에서 11시에 관측된 조위, H2

는 11시에서 12시에 관측된 조위 값을 사용하였고, 초

단위의 조위를 선형적으로 계산하여 시간차에 따른 보

정을 수행하였다.

평균해수면 (mean sea level : MSL)은 강릉 및 양양 관

측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양 관측소가

1986년 9월 1일부터 관측이 시작되어 이전의 자료를 강

릉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남대천 하구 사주의 시계열 변화

Fig. 3은 남대천 하구에서 나타나는 사주 및 갯터짐의

위치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Sandbar(N)은 갯터짐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사주,

Sandbar(S)는 갯터짐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사주를

나타내며, 각 지형이 차지하는 길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가로축은 남대천 하구에서 각 지형이 차지하는 길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0%는 갯터짐이 가장 북서

쪽에 생성되었을 때의 위치이며, 100%는 갯터짐이 가장

남동쪽에 생성되었을 때 위치이다. 세로축은 시간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최근이며,

1984년 5월 4일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남대천 하구 사주 및 갯터짐의 위치를 시계열로 분석

한 결과, 1984년에서 1986년까지는 갯터짐이 북서쪽

(20% 이내)에 위치하며 큰 위치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86년 4월부터 1989년 6월까지 갯터짐의 위치는 지속

적으로 남하했으며(100%) 이후 다시 북상하여 1991년

3월에 북서쪽(20% 이내)에 도달하는 큰 위치 변화를 보

였다. 그 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갯터짐의 위치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며, 이후 2005년까지 갯터짐의 위치가 남

하 후 다시 북상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위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Fig. 3).

H2 –H1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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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류 방향에 따른 갯터짐의 위치 변화

Fig. 4는 2005년과 2006년에 보였던 사주 내의 갯터짐

위치 변화가 잘 나타난 시기의 Landsat위성 영상과 월

평균 해류 벡터이며, Fig. 5는 1999년과 2000년에 사주 내

의 갯터짐 위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의 영상과 월

평균 해류 벡터이다. 2005년 2월 23일(Fig. 4a)과 2005년

3월 27일 (Fig. 4b)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2월에 비해 3월

에 갯터짐이 생성된 위치가 북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2005년 2월과 3월의 평균 해류

벡터를 보면 두 기간 모두 해류의 방향이 북서쪽을 향하

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Fig. 4c-d). 2006년 3월 14일 영상

(Fig. 4e)과 2006년 6월 18일(Fig. 4f)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3월 영상에 비하여 6월 영상에서 갯터짐의 위치가 남동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하게 2006년의

3월에서 6월까지 평균 해류 벡터를 보면 3월의 영상에

서는 해류의 방향이 외해 쪽을 향하고, 4, 5, 6월의 영상

에서 해류의 방향은 모두 남동쪽을 향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Fig. 4g-j). 또한 갯터짐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1999년 10월, 11월과 2000년 9월과 10월에 획득된 영상

도 분석하였다(Fig. 5a-d). 그 결과 1999년 10월 5일(Fig.

5a)과 1999년 11월 22일(Fig. 5b) 영상을 살펴보면, 갯터

짐의 위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때의 해류는 동쪽

방향으로 향한다(Fig. 5e-f). 또한 2000년 9월(Fig. 5c)과

10월(Fig. 5d) 영상에서도 갯터짐의 위치 변화는 나타나

지 않는다. 이때의 해류는 남쪽 및 동쪽으로 향한다.

즉 해류 방향이 지속적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하

구 사주의 갯터짐이 북상을 하게 되며, 해류 방향이 지

속적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구 사주 갯터짐

이 남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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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movement of tidal inlet in Namdaecheon stream estuary.
Sandbar (N) is located in the north of the entrance and Sandbar (S)
is located in the south of the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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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ndsat satellite images and monthly average ocean currents. (a) – (d) are Landsat TM images and (e) – (h) are average sea
current in the East Sea. (a) February 23, 2005, (b) March 27, 2005, (c) March 14, 2006, (d) June 18, 2006, (e) February, 2005,
(f) March, 2005, (g) March, 2006, (h)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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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ndsat satellite images and monthly average ocean currents. (a) – (d) are Landsat TM images and (e) – (h) are average sea
current in the East Sea. (a) October 05, 1999, (b) November 22, 1999, (c) September 05, 2000, (d) October 17, 2000, (e)
October, 1999, (f) November, 1999, (g) Septermber, 2000, (h) October, 2000.



3) 강수량에 따른 남대천 하구사주의 면적 변화

Fig. 6은 남대천 하구사주의 면적과 강수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6a는 위성영상이 촬영되기 1일 전의 강

수량, Fig. 6b는 위성영상이 촬영되기 2일 전의 강수량,

Fig. 6c는 위성영상이 촬영되기 3일 전의 강수량과 면적

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강수량이 5mm로 매

우 적은 경우 강수가 하구 사주의 면적에 영향을 끼치

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그 결과 위성영상이 촬영되기 1일 전, 2일 전 그리

고 3일 전 모두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사주의 면적이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그 중 2일 전 강수에 따른 면적 변화에서 결정계수의 값

이 0.6563로 가장 높았다. 즉 강수 후 2일이 지났을 때 남

대천의 사주 면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4) 조위 및 평균 해수면에 따른 남대천 하구사주의

면적 변화

Fig. 7은 계절별 조위에 따라 나타나는 사주의 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월에서 5월은 봄, 6월에서 8월

은 여름, 9월에서 11월은 가을, 12월에서 2월은 겨울로

분류하였다. Fig. 7을 보면 전체적인 계절에서 조위와

사주의 면적 간의 관계에서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

았다. 즉 조위가 사주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평균해수면 (MSL)과 사주 면

적과의 상관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1984년부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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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aphs of relationship between area change and precipitation in Namdaechoen
Stream estuary. (a) The amount of precipitation before one day of the satellite
image acquisition time, (b) The precipitation amount before two days of the satellite
image acquisition time, and (c) The amount of precipitation before three days of
the satellite image acquisition time.



까지 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평균 해수면은 점차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해

수면은 연간 0.0009 m상승하는 반면에 사주의 면적은

연간 0.0001 km2 감소한다. 즉 평균해수면이 상승할수

록 사주의 면적은 점차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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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area change and tide level in Namdaecheon Stream estuary. (a) Spring
season, (b) Summer season, (c) Autumn season, and (d) Winter season.

Fig. 8.  Relationship between area change and MSL in Namdaecheon Stream estuary. Black rhombus
indicate the area change and grey squares indicate the MSL chang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andsat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1974년

부터 2015년까지 남대천 하구 사주의 지형 변화를 시계

열로 분석하였으며, 사주의 면적 및 갯터짐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해류, 강수량, 조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사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위치와 형

태가 계속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

주의 면적 변화는 계절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남대천 하구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양은 계절의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대천 하구 사주에

서 나타나는 갯터짐 현상이 일어나는 위치의 변화 또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연안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

각된다. 즉 연안류가 북상하면 갯터짐의 위치가 북쪽으

로 향하는 반면에 연안류가 남하하면 갯터짐의 위치가

남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해류의 방향

을 따라 퇴적물이 이동하여 사주가 퇴적 및 침식되어 나

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며, 해류의 방향을 모니터링 한

다면 미래의 갯터짐의 위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사주 면적 변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강수량과

조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과 조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주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특히 2일 전 강수와 면

적 변화의 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6563로 사주

의 면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위에 따른 사주의 면적 변화 결과, 상관관계가 0.02 이

하의 값을 가지며 뚜렷한 경향성이 없었다. 반면에 평

균 해수면이 연간 0.0009 m상승함과 동시에 사주의 면

적은 연간 0.0001 km2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평균

해수면이 높아질수록 사주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해안에 위치한 다른

하구에서 일어나는 사주의 변화를 관측해본다면 하구

사주의 지형 변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해상도가 30 m인 Landsat위성

영상을 이용하였는데, 이보다 공간해상도가 좋은 위성

영상을 이용한다면 하구 사주의 면적변화를 좀 더 정밀

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

를 축적한다면 하구의 사주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갯

터짐 현상이 발생하는 위치와 그 크기를 정량적으로 예

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하구부근의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하구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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