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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is to observe the shoreline changes in Jinha beach over the 50 years with
aerial photographs and satellite images. The shoreline image feature was retrieved from the corrected
images using wet and dry techniques and analyzed by DSAS from the statistical point of view. From 1967
to 1992, the mouth of Hoeya River was severely blocked and the northern shoreline off Jinha beach was
eroded. The blockade of river mouth seemed to have been eased along with the completion of the dike,
but soil continued to be deposited along the high sea away from the river month. Compared to the past, a
layer of sediment has been formed off the northern coastline while the southern coastline has eroded. At
least in the region subject to this research, the construction of a training dike is to blame. On top of that, a
mere combination of dredges and artificial nourishment is not enough to take under control the changing
shorelines properly. Thu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ore fundamental solution by taking into account
reasons behind sediment from the river area that could change the shorelines besides the costal
environment.
Key Words : DSAS 4.0, Shoreline, Aerial Photo, Change detection, river mouth

요약 : 본 연구에서는 1967년부터 약 50년에 걸친 기간에 대하여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진하해

수욕장의 해안선 변화를 관측하였다. 해안선은 보정을 거친 영상으로부터 wet/dry 기법에 의해 추출하였고,

DSAS에 의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1992년까지 회야강의 하구폐색이 심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측 해안선의 침식이 진행되어왔다. 이후 하구폐색은 도류제 완공과 함께 완화되는 듯하였으나 하구에서

외해로 벗어난 지역에 토사의 퇴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북측 해안선의 침식현상은 완화됨에 반해 남측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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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안은 육지와 해수면이 서로 만나는 공간으로 육지,

바다, 그리고 대기 사이의 다양한 에너지 상호작용에 의

해 형상과 특성이 끊임없이 변화한다(Carter, 1988; Boak

and Turner, 2005). 이러한 변화는 파랑, 조석, 지진, 태

풍 등에 의한 단기 변화와 해수면 상승, 하천 수위변

화, 하구 토사 유출 등에 의한 장기 변화로 구분되며,

다양한 시공간적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Cowell

and Thom, 1994; Paskoff and Clus-Auby, 2007; Oh et al.,

2010). 해안의 단기 변화는 장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 시간 규모 사이에 발생하는 인위적

변화는 자연적 변화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안

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친수관광자원으로써의 수요

와 산업, 항만, 주거단지 확충을 위한 인위적 개발은 해

안기능을 훼손하고 연안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

고 있다. 또한 해사채취 및 하천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토

사공급 감소와 더불어 기후변화현상은 해안의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그로인한 연안에서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

이다. 이상 파랑의 내습과 해수면상승은 해안 토사의 붕

괴, 유실, 반출을 유발하여 해안선의 침식현상을 초래하

고, 하천에서의 유사유출 특성기구의 변화는 연안역으

로 이송되는 표사의 안정성을 저해시켜 최종적으로 침

수범람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 간 기후변화협

의체(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기후변화에 관한 5차 평가보고서(5th Assessment

Report, AR5) 에 따르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3.7

˚C, 해수면은 최대 82 cm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IPCC, 201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안선 거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안의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안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해안지형변화에 대한

이해와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해안 및 연안의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원격탐

사는 해안선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직접적

인 측량에 비해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광범

위한 지역의 시기별 해안선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Jeong et al., 2013). 따라서 기상환경, 수

리수문학적 요인, 지역적 특수성, 연안개발사업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안선의 장기간의 변화를

조사하여 향후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에는 항공

사진, 위성영상 등의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이다(Moore, 2000; Jung, 2004; Mort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진하해수욕장의 과거 시기별 항공사

진 및 위성영상 자료로부터 해안선을 추출하고 수치해

안선 분석 시스템(Digital Shoreline Analysis System, DSAS

4.0) 을 통해 해안선 변화를 탐지함으로써 해안선의 장

기적인 이동경향을 파악하고 해빈의 침식 및 퇴적 변화

를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울산광역시 서생면 진하리에

위치하고 있는 진하해수욕장이다(Fig. 1). 진하해수욕장

은 백사장 길이 1,000 m, 폭 40 m 로서 면적은 약 29,000

m2 이며, 백사장 중앙부에는 육지로부터 약 160 m 떨어

진 거리에 이완제 역할을 하는 명선도가 위치하여 섬의

배후가 톰볼로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진하해수욕장은

이 섬을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구분된다. 백사장의

북측으로는 회야강이 유입되어 모래 공급원으로 작용

하고 있으나, 1986년 회야댐이 완공된 이후 하천으로부

터의 유출량이 줄어들어 하구에서의 토사퇴적이 심각

하게 되었고, 토사가 하수를 폐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

해 2004년에 총연장 156 m 의 도류제를 축조하였다(Fig.

2c). 이후하구폐색은완화되는듯했으나하구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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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침식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의 경우 도류제건설과 준설 및 양빈만으로는 변화하

는 해안선의 적절한 관리대책이 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속가능한 해안의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역하천의 유사유출 요인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관리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간 벗어난 지역에 토사의 퇴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해수욕장 일부 구간의 침식을 초래하여 매년 정

기적으로 회야강 하구에서 토사를 준설하여 양빈을 실

시하고 있다.

3. 연구자료 및 방법

1) 영상자료

진하해수욕장의 해안선 변화 분석을 위해 항공사진

과, Korean Multi-Purpose Satellite 3(KOMPSAT-3) 영상

을 포함하여 총 7매의 영상자료를 사용하였다(Fig. 1). 항

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진하

해수욕장 전역과 명선도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1967년부터 2011년에 걸쳐 촬영된 총 6매의 영상

(‘67, ’87. ‘92, ’01, ‘06, ’11) 을 사용하였다. 2001년 이전의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으로 1200 dpi의 해상도를 가지는

Photoscan TD 스캐너를 이용하여 수치화되었으며, 2006

년과 2011년의 영상은 보정작업을 거쳐 제공된 정사영

상으로, 0.25 m의 해상도 및 RMSE 0.5 pixel 이내의 정확

도를 가진다. 항공사진이 제공되지 않는 2013년에는

KOMPSAT-3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KOMPSAT-3

위성의 전정색 밴드와 다중분광밴드 공간해상도는 각

각 0.7 m, 2.8 m이고, 본 연구에서는 영상 선명화(Pan

sharpening) 기법을 이용하여 전정색 영상에 다중분광영

Shoreline Changes Interpreted from Multi-Temporal Aerial Photographs and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A Case Study in Jinha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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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상을 중첩시켜 0.7 m의 해상도를 가지는 다중분광영상

을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의 분광해상도 및 공간해

상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해안선 추출의 정확도가 더욱 향

상될 수 있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의

제원을 나타내며, 영상의Ground Sample Distance(GSD)

는 0.25~0.7 m 로 해안선을 추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영상처리 및 해안선 추출

항공사진과 인공위성 영상은 많은 지형적 왜곡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보정 및 정사보정을 통해 왜곡

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영상의 보정은 크게

위치획득을 위한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 설정,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

을 이용한 기복변위 보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과정은

ERDAS의 Leica Photogrammetry Suite(LPS)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먼저, GCP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

작한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1967

년과 2013년의 영상을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는 도

로, 건물 등을 대상으로 총 9지점의 2차원의 평면 좌표

를 추출하였다. DEM은 2011년 촬영된 항공 LiDAR로

부터 획득한 Point Cloud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장기간의 여러 영상을 보정함에 있어 DEM은 영상의

연도별로 제작되어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이 정확한 지형도의 제작보

다는 해안선 추출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

였다.

정사보정 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아날로그 항공사진

의 경우 사진기 내부의 광학장비 변형으로 인해 일정방

향으로 화소 값의 편위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편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2011년 정사영상을 기준으로

아핀변환(affine transformation) 을 수행하였다(Tao and

Hu, 2001). 아핀변환은 Arcgis의 Geo-referencing tool을

사용하여, 기준영상 내에서 경계가 명확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실되지 않은 지상기준점을 선정하여 수행

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

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et/dry 경계선을 지표로 하는

것이다. 파의 처올림 한계를 나타내는 wet/dry 경계선은

조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Boak and Turner, 2005; Virdis et

al., 2012). 다만, 파랑과 해빈경사에 따라 경계선이 변할

수 있으나 영상 촬영일의 기상조건은 일반적으로 양호

하기 때문에 너울이 크지 않는다면 wet/dry 경계를 해안

선 지표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3) DSAS

진하해수욕장의 해안선 변화 탐지를 위해 사용된

Digital Shoreline Analysis System(DSAS 4.0) 은 여러 개의

해안선으로부터 시간과 위치를 고려하여 변화율에 대

한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Thieler et al.

(2009)가 개발하고, U.S. Geological Survey(USGS) 에서

제공되고 있다. DSAS는 ArcGIS 프로그램 내부에서 구

동되는 확장도구로, 해안선은 GIS에서 사용가능한 공

간자료의 형태로 생성되어야하고, 해안선 추출에 이용

된 영상자료의 촬영시간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한

다. 또한 측량과정의 오차, 기상현상, 조위에 따른 오차

등을 고려하기 위한 불확실성(Uncertainty) 값이 요구

된다.

해안선 이동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그 변동성

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DSAS에서는 해안선의 이동방

향, 형태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baseline을 이로써 사용

한다. 해안선 변화율은 baseline에 수직하여 생성되는

transect과 해안선이 만나는 교점들의 정보에 의해 계산

되어 5개의 통계값(SCE, NSM, EPR, LRR, LMS) 으로써

산출된다. baseline과 transect의 형태 및 간격은 해안선의

침·퇴적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지역

의 특성과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Jeo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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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preparation in this study
Date Image type Pixel size Scale

1967.11.09 B/W Aerial 1:37,500
1987.05.01 B/W Aerial 1:20,000
1992.06.25 B/W Aerial 1:37,500
2001.11.27 B/W Aerial 1:20,000
2006.06.01 Ortho rectified image 0.25
2011.11.14 Ortho rectified image 0.25
2013.03.02 KOMPSAT-3 0.70



4. 연구결과 및 토의

1) 불확실성 분석

해안선 변화 분석에 있어 해안선 변화율 및 경향은 해

안선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정확한 해안선의 위치 선정과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를 추정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Cenci et al., 2013). 일반

적으로 해안선 위치 결정에 있어 영상의 왜곡 및 보정,

해안선 추출, 기상현상, 파도에너지 등은 오차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Hapke et al., 2013), 이에 따른

불확실성(uncertainty)의 몇몇 잠재적인 원인을 이해하

는것은매우중요하다(Thieler and Danforth, 1994). 본연

구에서 해안선 결정에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성은 Eq. 1

에 의해 결정되었다(Manca et al, 2013).

                σT = σd
2 + σp

2 + σr
2 + σco

2 + σwr
2 + σtd

2                  (1)

여기서 σd 는 대상 영상에서 수 회 디지타이징된 해안선

에 대한 잔차의 표준편차, σp는 각 영상의 공간해상도 차

이에 의해 발생되는 오차, σr는 검사점RMSE, σco는 아핀

변환에서 발생되는 RMSE를 의미한다. 또한 해안선 결

정은 영상 촬영시의 조위(tide)와 처오름(wave run up)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의 경우 조차(tidal range)

는 평균 0.30 m이며(http://sms.khoa.go.kr/koofs), 조차에

따른오차 σtd는해안전면부의평균경사를고려하여 1.8

m로 산정하였다. 처오름에 따른 오차 σwr는 심해파고를

고려한Hunt(1959)에 의해 제시된 식에 의해 0.8 m로 산

정되었다(Table 2).

2) 해안선 변화 분석

본 연구는 1967년, 1987년, 1992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3년의 해안선 자료를 이용하여 진하 해수욕

장의 장기 해안선 변동을 파악하였다. 진하해수욕장은

명선도를 기준으로 남측(transect 1~48) 과 북측(transect

49~64) 그리고도류제건설이전의토사퇴적구간인회

야강 하구지역(transect 65~74) 으로 구분되었으며,

transect 65~74 구간은 도류제 건설로 인해 1967~1992

년 해안선만이 고려되었다. DSAS 분석을 위한 baseline

은 해안선의 전진과 후퇴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육지 방

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해안선의 곡률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transect은 모든 해안선이 포함될 수 있도

록 20 m의 간격을 두고 150 m 길이로 설정되었다. Fig. 2

는DSAS를이용하여본연구지역에맞게생성된 baseline

과 transect이다.

(1) 최대 해안선 변화량(SCE) 분석

Shoreline Change Envelope(SCE) 는 시간과는 무관하

게 동일한 transect 내에서 baseline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선과 가장 먼 해안선 사이의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SCE 값은 전반적으로 백사장 남측에 비해 북측에서 높

게 나타났다. 남측구간은 하단부(transect 1~7) 에서

30~37 m 로 가장 변화가 많았으며, 명선도가 위치한 남

측 상단부로 갈수록 값이 점차 감소한다. 북측구간에서

는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갈수록 변화량이 급격히 증가

하여 회야강 하구에 위치한 transect 73 에서는 최대 88 m

의 변화를 보였다. 중단부(transect 52~57) 는 변화량이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북측구간의 상단부

에서는 회야강에서 유출된 토사가 퇴적되고, 하단부에

서는 명선도가 이안제의 역할을 하여 섬의 배후에 토사

가 퇴적되므로 상대적으로 중단부의 변화량이 작게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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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the shoreline position
1967 1987 1992 2001 2006 2011 2013

σd
2 Digitizing error 2.7 2.3 1.9 1.6 0.7 0.7 1.2

σp
2 Pixel error 0.5 0.5 0.5 0.5 0.3 0.3 0.7

σr
2 Orthorectification error(m) 0.4 0.3 0.7 0.4 0.3 0.3 0.7

σco
2 Coregistration error(m) 0.3 0.3 0.5 0.1 0.0 0.0 0.3

σwr
2 Wave run up error 0.8 0.8 0.8 0.8 0.8 0.8 0.8

σtd
2 Tidal level error 1.8 1.8 1.8 1.8 1.8 1.8 1.8

σTTotal uncertainty 3.4 3.1 2.9 2.6 2.2 2.2 2.6



(2) 순 해안선 변화량(NSM) 분석

Net Shoreline Movement(NSM) 은 가장 오래된 해안선

에서 가장 최근의 해안선까지의 거리로, 양의 값은 해안

선의 퇴적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침식을 의미한다.

NSM 분석결과 남측구간에서는 대부분 양의 값으로

1967년과 비교하여 2013년의 해안선은 외해 방향으로

퇴적한다. 퇴적은 주로남측 하단부(transect 1~16) 에서

발생하며, 최대값은 31 m이다. 북측구간에서는 해안선

이 침식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최대 변화량은 11 m 로

상단부에서 발생하고, 중단부에서는 1 m의 적은 변화

를 나타낸다. 하구지역은 -66~28 m의 극심한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류제 건설이전 회야강 하구

에서의 심각한 토사의 침·퇴적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연 해안선 변화율(EPR) 분석

End Point Rate(EPR) 은가장오래된해안선과가장최

근의 해안선 사이의 거리를 경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전반적인 EPR의 변화 양상은 NSM과 비슷하여, 남측

transect 1~22에서 해안선은 외해로 0.2~0.7 m/yr 퇴적

하였고, transect 22~45에 이르는 구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북측(transect 49~64) 에서는 평균 -0.1 m/yr

침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EPR은 분석 시 요구되는 자료

가 적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지 두 개의

자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자료에 대한 관측기간

동안의 전진과 후퇴양상, 주기적 변동성 등의 이동경향

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4) 선형회귀법 변화율(LRR) 분석

Linear Regrression Rate(LRR) 은 선형회귀식에 의해 계

산된다. 시간에 따른 해안선들의 거리에 대하여 최소자

승법을 적용하여 추세선을 계산하며, 추세선의 기울기

를해안선변화율로간주한다. 즉, 시간과해안선이동거

리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LRR은 남측 및

북측의 전 구간(transect 1~64) 에서 -0.4~0.6 m/yr로 다

소미미하나, 회야강하구(transect 65~74) 에서는-3~2

m/yr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EPR과 LRR의 형태를 보면

남측구간은 대체적으로 해안선이 퇴적하고 있으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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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transects used for shoreline change analysis.



화량은 하단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명선도에 가까

워질수록 점차 감소한다. 북측구간은 해안선이 침식하

며, 남측에 비해 평균 -0.02 m/yr로 변화가 매우 적다.

(5) 최소자승법(LMS) 분석

Least Median of Square(LMS) 는LRR과같은논리를따

라 해안선 변화율을 계산한다. 그러나 최적화 직선을 산

정함에 있어 LRR은 분산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을 사

용하는 반면, LMS는 분산의 중간값이 최소가 되는 직선

을 사용한다(Rousseeuw and Leroy, 2005). 따라서 비정상

적인 이상치의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간값의

특성에 의해 왜곡된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LMS

의 남측구간 양상은 EPR 및 LRR과 유사하였으나, 북측

구간과 회야강 하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크게 산정

되었다. 이 구간에서 시기별 해안선은 1967년과 1992년

사이에 크게 침식하다, 1992년 이후 퇴적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LMS 및 EPR, LRR 값의 차이는 LMS

의 특성상 분산의 중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1967년 이

후 발생한 급격한 후퇴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이상값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간 다량의 자

료수집이요구되며, 이와더불어기상, 조위등을고려할

수 있는 관측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 해빈 면적 분석

진하해수욕장의 침식 및 퇴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

여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시기별 백사장 단면적을 산정

하였다. 총 7장의 영상은 도류제 건설 전(1967년, 1987

년, 1992년), 중(2001년), 후(2006년, 2011년, 2013년) 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도류제 건설이 진하

해수욕장의 면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3).

Fig. 3a는 baseline으로부터 도류제 건설 이전 시기의

해안선과 각 측선과의 교점거리를 나타낸다. 1967년 백

사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특히 북측구간은 회야강으

로 부터 공급되는 토사에 의해 넓은 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에는 1986년 회야댐의 완공으로 인해 공

급되는 토사가 감소하여 백사장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

었고, 대부분이 회야강 하구에 퇴적되어 하구폐색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은 1987년에 비해 하구

폐색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북측구간의 면적은 회복되

지 못하였으며, 명선도 뒷부분의 톰볼로 형태로 퇴적된

지역이 증가하고 토사가 남측구간으로 이동된 것이 확

인된다.

이와 같이 회야강 하구의 폐색이 심각해짐에 따라

1997년 도류제의 착공을 시작하였다. 북측구간의 경우

2001년에는 도류제 공사와 함께 백사장의 폭이 더욱 침

식되었으나 도류제의 완공 이후 2006년에는 과거 대비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1년과 2013년으로 갈

수록 북측구간 대부분에서 면적이 증가하며, 특히 도류

제와 맞닿아있는 북측 상단부와 명선도에 의해 토사가

퇴적되는 북측 하단부에서는 뚜렷한 증가가 나타난다.

반면 남측구간에서는 도류제 공사로 2001년 면적이 최

대로 증가한 이후 2006년과 2011년에 걸쳐 급격하게 침

식되었다가 2013년에 들어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

다(Fig. 3b). 그러나 남측 백사장의 침식은 향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류제 건설 이전과 비교

하여 회야강의 하구폐색은 진정되는 듯 했으나 하구로

부터 동쪽으로 약간 벗어난 외해방향으로 계속해서 토

사가 퇴적되고 있으며, 백사장과 명선도의 사이 구간에

톰볼로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이후 매년 정기

적으로 회야강 하구의 토사를 준설하여 양빈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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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astal area change in the Jinha beach(m2)
Date South section(01~48) Status North section(49~74) Status Total Status

1967.11.09 26059.55 23729.85 49789.40
1987.05.01 23144.05 erosion 7905.18 erosion 31049.23 erosion
1992.06.25 33789.86 accretion 9188.73 accretion 42978.58 accretion
2001.11.27 42444.34 accretion 6301.37 erosion 48714.29 accretion
2006.06.01 27197.38 erosion 12748.44 accretion 40048.14 erosion
2011.11.14 26536.30 erosion 13585.93 accretion 40122.23 accretion
2013.03.02 36279.70 accretion 16038.20 accretion 52317.90 accretion



진하해수욕장의 유실되는 토사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준설 및 양빈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하구폐색은 도류제

를 둘러싸고 점차 심각해 질 것이며, 진하해수욕장 남측

구간은 점진적인 침식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하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및 KOMPSAT-3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1967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년에 걸친 장기간의 해안선 변화를 분

석하였다. 영상은 연구기간에 대하여 취득 가능한 것 중

기상 및 왜곡의 보정이 용이한 총 7매의 영상(‘67, ’87.

‘92, ’01, ‘06, ’11, ‘13) 을 사용하였으며, wet/dry 기법을 적

용하여 해안선을 추출하고 DSAS 4.0을 통해 해안선의

침식 및 퇴적 양상을 관측하였다.

그 결과 진하해수욕장의 변화 양상은 시간적·공간

적으로 상이하나 침식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구폐

색은 도류제의 완공과 함께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도류

제 주변으로 많은 토사가 퇴적되고 있고, 진하해수욕장

과 명선도 사이 톰볼로의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부분 북측 상단부

에서 회야강 하구에 이르는 구간과 명선도 뒤쪽 톰볼로

구간 그리고 남측 하단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해안선 자료만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양빈량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결과적

으로 도류제 건설 및 준설, 양빈은 진하해수욕장의 하구

폐색과 해안선 변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하해수욕장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해안뿐만 아니라 회야강의 유

사유출 특성을 이해하고, 유역 내 기후변화, 토지이용변

화 등 하구 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한

수리모형실험을 병행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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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ance from the baseline (a) 1967-1992: before the jetty construction, (b) 2001-2013: after the jetty construction.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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