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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edform stability diagram indicates the shape and size of bedforms that will occur to a given grain size

and flow velocity. The diagram has been constructed from experimental data which have been mostly acquired by flume

experiments. Generally, the flum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on well sorted sediments with unimodal grain size

distribution, in order to understand relationship between grain size and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diagram, a ripple

structure initiates to be formed from lower flow regime flat bed, as the flow velocity increases on the surface of fine-sand

or medium-sand sediments. This study aims to verify that the experimental result of bedform stability diagram will be

reproduced in our flume experimental systems, and also to confirm that the result is consistent not only on well-sorted

sand sediments but also on poorly-sorted sand sediments with bimodal grain size distribu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study show that initiation of 2D or 3D ripple structure on poorly-sorted sand sediments requires higher flow velocity

and shear stress than those for initiation of the structure on well-sorted sand sediments. In general, carbonate sediments

are characterized by poor sorting due to inactive hydraulic sorting and bimodal grain size distribution with allochems and

matrice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arbonate depositional system possibly need a higher flow velocity for initial

formation of 2D or 3D bedform structures. The reason might be the fact that pulling off and lifting of a grain in poorly

sorted sediments require more energy due to sorting, friction, stabilization, armour effects, and their complex interaction.

This preliminary study warrants additional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 and more accurat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tion of bedforms and grain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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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층면구조 안정성 다이어그램은 층면구조가 주어진 입도와 유속에서 나타나는 층면구조의 모양과 크기를 지시한

다. 이 다이어그램은 대부분 수조실험에 의해 획득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조실험은 입자

의 크기와 유속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분급이 좋고 단일입도의 분포를 보이는 퇴적물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다이어그램에 의하면, 세립사와 중립사 퇴적물 표면에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평행층 에서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층면구조 안정성 다이어그램의 결과가 실험을 통하여 잘 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분급이 좋은 퇴적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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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급이 불량한 경우인 이정 입도 분포를 보이는 사질 퇴적물에서도 잘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 실

험 결과는 2D 연흔이나 3D 연흔 층면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 분급이 불량한 퇴적물의 경우에, 분급이 좋은 퇴적물보

다 더 높은 유체의 유속과 전단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탄산염 퇴적물은 수력학적 분급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퇴적물의 구성이 알로켐과 기질로 이루어지는 이정 입도 분포를 보이는 퇴적물로서 일반적으로 분급이 불량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는 탄산염 퇴적물에서 층면구조 형성을 위해 쇄설성 퇴적환경의 퇴적물 보다

더 높은 유속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분급이 불량한 퇴적물 입자가 침식되어 이동기 위해 더 높은 에너지

와 유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급 효과, 마찰 효과, 안정성 효과, 갑옷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적 고찰로서,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입도와 층면구조

형성의 상관성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어: 수조실험, 층면구조, 이정 혼합 퇴적물, 유속

서 론

퇴적물 표면에서 유수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층

면구조(bedform)는 주로 퇴적물의 입도와 유수의 속

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Ashely, 1990: Southhard,

1991; Aleen, 1997; Coco et al., 2007; Nichols,

2009). 연흔(ripple), 사구(dune), 역사구(antidune), 평

면층(flat bed)과 같은 층면구조는 특정한 입도와 유

속 범위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퇴적물의 입도에 따라

특정한 층면구조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유수의 속도

영역은 실험 및 관찰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Paintal,

1971; Buffington and Montgomery, 1997; Cheng,

2002). 정해진 입도에서 특정한 종류의 층면구조를

발달시키는 유체의 속도 영역은 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으로 종합되어 있

다(Southard, 1991; Allen, 1997). 이 때 대부분의 경

우 자연분포를 갖는 비교적 분급이 양호하면서 원마

도가 좋은 사질 퇴적물을 사용하여 실험이 이루어졌

다(Press and Siever., 1986).

이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은 분급이 양호한 쇄설성

사질 퇴적물로 구성된 퇴적물에서 실험을 할 경우에

매우 정확하게 결과가 재현된다. 하지만 자연계에 존

재하는 분급(sorting)이 불량하거나 심지어 탄산염 퇴

적환경과 같이 이정 입도분포(bimodal grain size)를

보이는 퇴적물에서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의 결과가 재

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Southard,

1989). 본 연구는 수조 실험을 통해 이정 입도분포를

보이는 퇴적물의 표면에서 층면구조가 발달하는 유체

의 속도 영역을 분급이 양호한 퇴적물의 표면에서

층면구조가 발달하는 유체의 속도 영역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해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실험 장비 및 시료

수조

본 연구에 사용되는 수조실험 설비는 물탱크, 수조

수로, 펌프, 경사조절장치, 퇴적물 공급장치, 수문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 수조수로의 길이는 6 m,

폭은 50 cm로 유체의 유입과 유출에 의한 경계 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최대경사를 3
o
까지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역사구가 형성될 수 있는 유속

조건을 만들 수 있게 설계하였다. 유체의 수위는 기

본적으로 수조수로를 통과하는 유량으로 조절하게 되

며 수문의 높이를 조절하여 부가적인 수위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전동식으로 퇴적물 공급 장치

를 구성하여 퇴적물 공급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수조 설비를 활용하여 유체

의 유속, 수위, 경사, 퇴적물의 입도, 두께, 공급 속도

를 변화시키면서 퇴적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실험 시 보조 측정 장비로는 경사를 측정하는 경

사계와,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계는 KENEK사의

VO1000을 사용하였다(Fig. 2A, 2B). 형성되는 퇴적

구조를 촬영할 수 있게 촬영장비는 Nikon사의

D3200을 사용하여 수조수로에 이동식으로 고정하여

설치하였다(Fig. 2C). 퇴적현상을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수조수로의 측면은 유리로 제작하였으며, 동

일한 유속 및 수위 조건에서 입도에 따른 퇴적현상

의 변화를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

능한 수조 분할 보조 장비를 아크릴로 제작하여 실

험에 활용하였다(Fig. 2D).

시료준비

실험준비에 앞서, 충분한 퇴적물 공급을 위해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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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 시료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강 하류나 해안 등

다양한 퇴적환경에서 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하여

Retsch사의 AS200dight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입도

별로 퇴적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세립사, 중립사,

조립사로 분리하여 퇴적물 시료를 준비하였다. 특히

해안가에서 얻은 시료는 바닷물 염분으로 인하여 실

Fig. 1. Experimental flume apparatus. (A) Flume floor plan (a: tailgate, b: water tank, c: waterway, d: slope adjusted device).

(B) Photograph of water flume apparatus used in this study.

Fig. 2. Supplementary measuring equipment: (A) hydrometers, (B) clinometer, (C) shooting equipment, and (D) auxiliary equip-

ment (acrylic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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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시 기계 오작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퇴적현상 구

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원하는 입도의 시료

를 얻기 전에 최소 3번 이상의 세척 작업을 수행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분급이 양호한 금강 사주(bar)와 안

면도 해빈(beach)에서 채취한 모래 퇴적물을 사용하

였다. 수조실험을 통해 퇴적현상을 관찰하기 용이한

분급이 좋은 세립사와 중립사를 이용하여 수조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정 입도분포를 보이는 퇴적물의 퇴

적현상을 단일 입도분포를 보이는 퇴적물에서의 퇴적

현상과 비교하기 위해 세립사와 중립사를 3:7, 5:5,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합 퇴

적물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이정 퇴적물을 혼합하는

작업에서 최대한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물에

충분히 포화시킨 후 비커로 계량하여 혼합하였으며,

입도의 충분한 혼합을 위해 소량의 혼합을 반복하여

얻은 이정 퇴적물을 실험에 활용하였다.

실험 방법

실험 목표

본 실험의 목표는 이정 입도분포를 갖는 세립사-중

립사 혼합 퇴적물에서 연흔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속도와 2D 연흔에서 3D 연흔으로 발달하기 시작하

는 속도를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단일 입도

인 세립사 퇴적물과 중립사 퇴적물에서 측정한 실험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립사 및

중립사 퇴적물의 경우에 퇴적물 평균입도와 연흔의

형성을 위한 최저 유속은 선형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정 입도분포를 갖는 세립사-중립사

혼합 퇴적물에서 연흔의 형성을 위한 최저 유속의

경우 세립사 퇴적물과 중립사 퇴적물의 최저 유속

사이에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Fig. 3).

본 실험은 혼합 퇴적물에서 연흔 형성을 위한 최

저 유속 측정 평균값이 세립사 퇴적물에서 측정한

평균값에 가까운지 혹은 중립사 퇴적물에서 측정한

평균값에 가까운 지를 실험을 통해 관찰하고 사질

퇴적물의 층면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립질 퇴적물

의 역할과 중립질 퇴적물의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설계

일정한 수조 실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

지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1). 우선 유속 및 수심에 영향을 끼치는 유량

을 유지하기 위해 펌프를 일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수조수로의 경사는 1
o
로 유지하였으며, 수문의 높이

는 16 cm로 고정하였다. 초기 퇴적물의 두께는 5 cm

로 유지하였고 퇴적물을 공급하지는 않았다. 유속의

측정은 경계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로 총길이 6

m에서 상위 50 cm, 하위 2 m 구간을 제외한 3.5 m

구간으로 제한하였고, 퇴적층 기준으로 평균 3 cm 떨

Fig. 3. Bedform diagram (modified from Southar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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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곳에서 수행하였으며, 20분 간격으로 10회씩 측

정하였다. 또한 퇴적물의 이동과 관련된 바닥전단응

력은 실험장비의 미비로 정확한 값은 측정하지는 못

하였지만 동일한 위치에서 수심을 다르게 하여 유속

을 측정하여, 유속을 이용한 바닥전단응력을 계산하

였다(Fig 4, Perlin et al., 2005).
 
유속 측정과 층면구

조 관찰은 수조수로의 중앙부에서 수행하였다. 관찰

시간은 관찰 구간에서 퇴적구조가 형성된 후 발달하

기 시작하는 평균 1시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모든 실험에

서 수조의 폭을 분리할 수 있는 보조 장비를 사용한

분리수로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수조 실험

은 단일 입도 퇴적물을 이용한 세립사 퇴적물 실험

(실험-1), 중립사 퇴적물 실험(실험-2) 두 실험으로 진

행하였고, 이정 입도 분포 퇴적물 실험에는 실험값의

비교를 위하여 분리수로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한 구

간에는 중립사를 고정한 채 나머지 한 구간에서 이

정 세립사-중립사 비율 3:7로 혼합한 퇴적물 실험(실

험-3), 이정 세립사-중립사 비율 5:5로 혼합한 퇴적물

실험(실험-4), 이정 세립사-중립사 비율 7:3으로 혼합

한 퇴적물 실험(실험-5) 3가지를 비율을 바꿔가며 진

행하였고, 각각의 실험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

였다(Tables 2, 3; Figs. 5, 6 and 7).

실험 과정 및 결과

실험-1: 세립사 실험

기존에 연구된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이 재현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 단일 입도 퇴적물 실험을 수행

하였다(Fig. 3). 실험은 1시간 단위로 진행하였으며

일정시간 간격인 20분 간격으로 관찰 및 측정을 수

행하였다. 수조의 길이가 6 m로 제한되어 수로의 하

류로 갈수록 수문의 영향을 받아 유속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로 내에서는 하류 방향에서부터 평면

층, 2D 연흔, 3D 연흔이 상류 방향으로 차례로 발달

하게 되고 각 층면구조의 경계부에서 속도를 측정하

면 각 층면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유속

을 알아낼 수 있다.

실험이 시작되고 20분 후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

계부에서는 최소 20.0 cm/s에서 최대 22.5 cm/s의 유

속이 측정되었고, 2D연흔과 3D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5.2 cm/s에서 최대 26.0 cm/s의 유속이 기록되

었다. 4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

Fig. 4. Relationship between velocity profiles and the calculated shear stress in terms of water depth.

Table 1. Fixed experimental conditions of water flume

apparatus

Parameters

Flume slope 1.0
o

Water gate height 16 cm

Sediment thickness 5 cm

Observation section  4 m

Observation times 1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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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최소 17.8 cm/s에서 최대 22.5 cm/s의 유속이

측정되었고, 2D연흔과 3D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6.0 cm/s에서 최대 28.0 cm/s의 유속이 관찰되었다.

6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17.0 cm/s에서 최대 22.5 cm/s의 유속이 측정되

었고, 2D연흔과 3D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7.0

cm/s에서 최대 29.0 cm/s의 유속이 확인되었다(Table

2).

결과적으로 분급이 양호한 세립사 퇴적물에서 2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18.3~22.5

cm/s의 범위였고, 3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

체의 유속은 26.3~28.4 cm/s의 범위를 보였다(Table

2; Fig. 6).

실험-2: 중립사 실험

중립사 퇴적물 실험은 앞서 진행한 세립사 퇴적물

실험(실험-1)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고 20분 후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

부에서는 최소 26.8 cm/s에서 최대 27.4 cm/s의 유속

이 관측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32.0 cm/s에서 최대 33.0 cm/s의 유속이 확인되

었다. 4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

에서 최소 26.5 cm/s에서 최대 26.6 cm/s의 유속이 관

측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6.5 cm/s에서 최대 33.0 cm/s의 유속이 기록되었다.

6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6.4 cm/s에서 최대 26.8 cm/s의 유속이 관측되

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6.5

cm/s에서 최대 33.0 cm/s의 유속이 관찰되었다(Table

2).

결과적으로 분급이 양호한 중립사 퇴적물에서 2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26.6 cm/s

Fig. 5. Photographs of ripple structures generated by flume study: (A) Photograph of 2D ripples of Exp-3. (B) Photograph of

3D ripples of Exp-3. (C) Photograph of 2D ripples of Exp-4. (D) Photograph of 3D ripples of Exp-4. (E) Photograph of 2D rip-

ples of Exp-5. (F) Photograph of 3D ripples of Ex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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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3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28.3~33.0 cm/s의 범위이다(Table 2; Fig. 6).

실험-3: 중립사와 이정 세립사-중립사 비율 3:7의

비교

분급이 좋은 세립사와 중립사 퇴적물의 층면구조

형성 속도 비교 실험을 진행한 후, 이정 입도분포를

보이는 세립사-중립사 혼합 퇴적물의 층면구조 형성

속도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 3가지의 퇴적

물 비율(3:7, 5:5, 7:3 비율)에 따라 실험-3, 실험-4,

실험-5를 수행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층면구조 형성

속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이정 입도분포를 보이는

세립사-중립사 혼합 퇴적물 실험 시에는 분리수로 실

험으로 진행하였다. 수로 한쪽 구간에 이미 실험을

실시한 분급이 좋은 중립사 퇴적물을 고정시키고, 나

머지 한쪽에 세립사-중립사 혼합퇴적물로 퇴적층을

만들어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실험-3의 경우에는 세립사와 중립사 비율을

3:7로 혼합한 퇴적물을 사용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고

20분 후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2.0 cm/s에서 최대 28.0 cm/s의 유속이 측정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32.0 cm/s

에서 최대 34.2 cm/s의 유속이 관찰되었다. 4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1.0 cm/s에서 최대 28.0 cm/s의 유속이 측정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7.5 cm/s

에서 최대 35.0 cm/s의 유속이 확인되었다. 6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0.0 cm/s에서 최대 28.0 cm/s의 유속이 측정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5.0 cm/s

에서 최대 34.4 cm/s의 유속이 기록되었다(Table 3).

결과적으로 분급이 불량한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

합 퇴적물에서 2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21.0~28.0 cm/s의 범위였고, 3D 연흔이 형성

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28.2~34.5 cm/s의 범위

를 보였다(Table 3; Figs. 5, 6).

실험-4: 중립사와 이정 세립사-중립사 비율 5:5의

비교

실험-4는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합 비율을 5:5로

혼합한 퇴적물을 사용하였고, 실험-3과 동일 조건으

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고 20분 후 평

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16.5 cm/s에서

최대 29.1 cm/s의 유속이 측정되었고, 2D 연흔과 3D

Fig. 6. Measuring results of 5 types of flume experiments,

using well-sorted fine sands, well-sorted medium sands, and

mixtures of the two. Exp-1: Measuring results on well-sorted

fine sands. Exp-2: Measuring results on well-sorted medium

sands. Exp-3: Mixture of fine and medium sands (mixture

ratio of 3:7). Exp-4: Mixture of fine and medium sands

(mixture ratio of 5:5). Exp-5: Mixture of fine and medium

sands (mixture ratio of 7:3).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n well-sorted fine sands (Exp-1) and medium sands (Exp-2)

Sediment Sediment structure
Velocity (cm/s) Average

(cm/s)20 min 40 min 60 min

Experiment 1 Fine sand

Flat bed-2D boundary
20.0 17.8 17.0 18.3

22.5 22.5 22.5 22.5

2D-3D boundary
26.0 26.0 27.0 26.3

25.2 28.0 29.0 28.4

Experiment 2 Medium sand

Flat bed-2D boundary
27.4 26.5 26.8 26.6

26.8 26.6 26.4 26.6

2D-3D boundary
32.0 26.5 26.5 28.3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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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흔의 경계부에서는 36.0 cm/s의 유속이 기록되었다.

4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1.5 cm/s에서 최대 30.0 cm/s의 유속이 측정되

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1.5

cm/s에서 최대 36.7 cm/s의 유속이 관찰되었다. 60분

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1.8 cm/s에서 최대 30.1 cm/s의 유속이 측정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2.0 cm/s

에서 최대 37.1 cm/s의 유속이 확인되었다(Table 3).

결과적으로 분급이 가장 불량한 이정 세립사-중립

사 혼합 퇴적물에서 2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19.9~29.7 cm/s를 보였고, 3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21.8~36.6 cm/s로

기록되었다(Table 3; Figs. 5, 6).

실험-5: 중립사와 이정 세립사-중립사 비율 7:3의

비교

실험-5는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합 비율을 7:3으로

섞고 실험-3과 동일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이 시작되고 20분 후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

에서는 최소 19.0 cm/s에서 최대 24.7 cm/s의 유속이

관측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

소 21.0 cm/s에서 최대 31.6 cm/s의 유속이 확인되었

다. 4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

서는 최소 14.0 cm/s에서 최대 24.7 cm/s의 유속이 관

측되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0.7 cm/s에서 최대 31.4 cm/s의 유속이 기록되었다.

60분이 경과하면 평면층과 2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15.5 cm/s에서 최대 24.7 cm/s의 유속이 관측되

었고, 2D 연흔과 3D 연흔의 경계부에서는 최소 23.0

cm/s에서 최대 31.0 cm/s의 유속이 관찰되었다(Table

3).

결과적으로 분급이 불량한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

Fig. 7. Trend of flow velocity required for initial formation

of 2D ripples on well-sorted fine sands, mixture of fine and

medium sands, and well-sorted medium sands. The curve 1

represents an actual trend in the unimodal experiments. The

curve 2 represents an expected trend that affect medium sand

than fine sand. The curve 3 represents an expected trend that

affect fine sand than medium sand. The curve 4 represents

an actual trend in the bimodal experiments.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n bimodal mixture of fine and medium sands with mixture ratios of 3:7 (Exp-3), 5:5 (Exp-4),

and 7:3 (Exp-5)

Sediment Sediment structure
Velocity (cm/s) Average

(cm/s)20 min 40 min 60 min

Experiment 3 
Fine sand (3)

Medium sand (7)

Flat bed-2D boundary
22.0 21.0 20.0 21.0

28.0 28.0 28.0 28.0

2D-3D boundary
32.0 27.5 25.0 28.2

34.2 35.0 34.4 34.5

Experiment 4
Fine sand (5)

Medium sand (5)

Flat bed-2D boundary
16.5 21.5 21.8 19.9

29.1 30.0 30.1 29.7

2D-3D boundary
- 21.5 22.0 21.8

36.0 36.7 37.1 36.6

Experiment 5
Fine sand (7)

Medium sand (3)

Flat bed-2D boundary
19.0 14.0 15.5 16.2

24.7 24.7 24.7 24.7

2D-3D boundary
21.0 20.7 23.0 21.6

31.6 31.4 31.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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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퇴적물에서 2D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16.2~24.7 cm/s의 범위였고, 3D 연흔이 형성

되기 시작하는 유체의 유속은 21.6-31.3 cm/s의 범위

를 보였다(Table 3; Fig. 5, 6).

유속과 전단응력 관계

일반적으로 퇴적물의 침식과 이동은 유체의 유속은

물론, 퇴적물과 유체의 경계부에서의 바닥전단응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Wilcock, 1996, 1998). 본 실

험에서 측정장비의 미비로 바닥전단응력을 직접적으

로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수심별 유체의 속도를 측

정하여 바닥 전단응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Wilcock, 1996). 수조실험에서 유체의 수심을 16 cm

로 유지하면서, 평균 유속별로 퇴적물-유체 경계면으

로부터 상부로 3, 8, 15 cm 떨어진 위치에서 유속을

10회씩 측정하여, 각 측정된 위치에서 유속과 전단응

력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전단응력으로 추정값을 획득

하였다(Perlin et al., 2005).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합

비율 5:5의 경우 2D 연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

의 평균유속은 20~29 cm/s로 관찰되었고, 이 경우에

퇴적물-유체 경계면으로부터 상부 3 cm 지점에서의

전단응력은 3.8 g/cm
2
, 8 cm 지점에서는 4.5 g/cm

2
,

15 cm 지점에서는 4.9 g/cm
2
로 추정되었다(Fig. 4). 한

편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합 비율 5:5인 경우 3D연

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의 평균유속은 21~36

cm/s로 관찰되었고, 이 경우에 퇴적물-유체 경계면으

로부터 상부 3 cm 지점에서의 전단응력은 4.3 g/cm
2
,

8 cm 지점에서는 5.3 g/cm
2
, 15 cm 지점에서는 5.5 g/

cm
2
로 추정되었다(Fig 4).

결론적으로 이정 세립사-중립사 혼합 비율 5:5의

경우 2D연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의 평균유속

20~29 cm/s는 바닥전단응력 3.8 g/cm
2
에 대비되며, 이

정 세립사-중립사 혼합 비율 5:5의 경우 3D 연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의 평균유속 21~36 cm/s는

바닥전단응력 4.3 g/cm
2
에 대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Fig 4).

토 의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흔히 나타나는 퇴적물 중에

탄산염 퇴적환경이나 상류 하천 퇴적환경에서 이정

입도를 보이는 퇴적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Wilcock, 1993). 이러한 퇴적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층면구조 발달에 필요한 유속영역이 기존 층면구조

다이어그램과 그 결과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다(Southard, 1989).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립사 퇴적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큰 중

립사 퇴적물이 층면구조의 형성을 위해 높은 속도

영역의 유속이 필요하다(Fig. 3). 이를 인지하고 실험

한 결과, 단일 입도를 갖는 퇴적물의 경우에는 Fig.

7의 1번 곡선과 같이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의 경향성

을 매우 잘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정 입도분

포를 보이는 사질 퇴적물의 경우에는 Fig. 7의 4번

곡선과 같이 기존 연구인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의 경

향성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

일 입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정 입도분포를

보이는 혼합 퇴적물의 층면구조 형성에 필요한 경계

유속은 중립사 퇴적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Fig.

7의 2번 곡선 또는 세립사 퇴적물에 영향을 많이 받

는다면 Fig. 7의 3번 곡선과 같이 선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실험 결과 이정 세립사

-중립사 혼합 퇴적물의 유속 영역이 중립사 퇴적물의

유속 영역보다도 1.4~3.1 cm/s 만큼 높은 속도 영역

에서 위치하며 Fig. 7의 4번 곡선과 같이 비선형적으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s. 6, 7).

이러한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을 검토하여 예비적으로 실험결과를 해석하였다.

가장 먼저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이론 및 효과는 이정 입도 혼합 퇴적물에서 나타나

는 분급 효과(sorting effect)이다. 분급의 상태에 따라

입자들을 이동시키는 유속의 차이는 피봇 각(pivot

angle)과 입자의 하중(weight)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분급이 좋은 경우, 입자들의 크기가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피봇 각이 크지 않고 상부에서 입자에

하중을 가하는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유속에서도 입자이동이 가능하다(Fig. 8A). 반

면 분급이 좋지 않은 경우, 작은 입자의 영향으로 피

봇 각이 커지고 큰 입자들 사이에 작은 입자들이 존

재하여 큰 입자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게 되어

입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유속

이 필요하게 된다(Fig. 8B, Solari and Parker, 2000;

Yamaguchi and Sekiguchi, 2008; Vanoyen et al.,

2008; Perret and Herrero, 2015). 피봇 각과 세립질

입자의 하중 효과를 통칭하여 분급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분급 효과가 분급이 불량한 혼합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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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층면구조 형성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

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하는 이론은 마찰 효과(friction

effect)이다. 예를 들어, 분급이 좋지 않을 경우 중립

질 입자들 사이의 공극에 세립질 입자들이 채워지게

되면 공극은 작아지고 입자들 간의 접촉 면 개수와

Fig. 8. Plausible theories for explanati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study. (A) Sorting effect: relatively low pivot angle

and light weight of overlying fine-grained sediments on well-sorted sediments(F: Particle weight, F1,F2: Dispersive particle

weight, θ : angle). (B) Sorting effect: relatively high pivot angle and heavy weight of overlying fine-grained sediments on

poorly-sorted mixed sediments. (C) Friction effect: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ntact points of sediment grains on well-sorted

sediments. (D) Friction effect: relatively large number of contact points of sediment grains on poorly-sorted mixed sediments. (E)

Stabilization effect: rough boundary and increase in turbulence and eddies on well-sorted sediments. (F) Stabilization effect:

smooth boundary and decrease in turbulence on poorly-sorted mixed sediments. (G) Absence of armour effect by relatively larger

grains on well-sorted sediments. (H) Occurrence of armour effect by relatively larger grains on poorly-sorted mixed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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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Southard, 1989;

Kirchner et al., 1990; Muller et al., 2008). 따라서

분급이 좋은 퇴적층 보다 분급이 나쁜 퇴적층에서

입자들 간의 정지 마찰력이 커지게 되며, 입자를 퇴

적층에서 분리하여 이동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

지와 더 높은 유속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Fig. 8C,

D). 이러한 마찰 효과에는 입자간의 접촉면 개수나

위치 외에도 입자의 원마도(roundness) 및 구형도

(sphericity)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원마

도와 구형도가 불량할수록 마찰 효과가 커지게 되어

층면구조의 형성을 위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모래는 해빈이나 하류 하천

사주에서 채취한 시료로써 비교적 양호한 원마도와

구형도를 갖는 시료이다. 만약, 불량한 원마도를 갖

는 시료를 사용하여 실험할 경우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정성 효과(stabilization effect)도 본 실험의 결과

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정성 효과는 층이

안정화되면 유체의 흐름이 입자들을 이동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높은 유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입도가 균일한 퇴적물의 경우 퇴적층 표면은 거친

표면 상태가 만들어지기 쉽다(Fig. 8E). 반면에, 분급

이 불량한 혼합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층의 표면은

비교적 부드러운(smooth) 표면 상태가 만들어지기 쉬

우며, 이 경우에 상부를 흐르는 유체의 유선(streamline)

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난류(turbulence)와 와류(eddy)

의 형성을 최소화하게 된다(Fig. 7F). 즉 이정 입도분

포를 보이는 분급이 불량한 퇴적층의 경우에는 입자

를 이동시켜 층면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높은 유속이 필요할 것이다(Fig. 8E, F,

Gerhard et al., 2013; Bartzke and Huhn, 2015).

마지막으로 분급이 좋지 않은 퇴적물들이 모여 있

을 경우 크기가 큰 입자가 작은 입자들 상부에서 갑

옷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립질 입자들에 의해 퇴적층의 안정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립질 입자를 침식

하여 이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Lkhsan et al., 2014). 이러한 효과를 갑옷 효과

(armour effect)라고 부른다. 갑옷 효과는 이정 혼합

퇴적물의 층면구조 형성을 위한 유속 범위가 평균입

도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Fig. 7의 2번 경향

성인 조립질 퇴적물의 입도 추세를 따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Figs. 7, 8G, H). 따라서 본 실험

결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분급효과,

마찰효과, 안정성효과와 같은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

어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조를 활용하여 모래 퇴적물의 표

면에 형성되는 층면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도와 유속

의 조건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층면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도와 유속은 정비

례에 가까운 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관계는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에 잘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 퇴적물의 입도 특성에 따라

유속의 분포 범위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5가지 종류의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였다. 분급이 매우 좋은 세립사 퇴적물과 중립사 퇴

적물을 이용한 실험-1과 실험-2는 기존의 층면구조

다이어그램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모래 퇴적물의 이정 입도분포를 보이는 세립

사-중립사 혼합퇴적물을 이용한 실험-3(세립사:중립

사=3:7), 실험-4(세립사:중립사=5:5), 실험-5(세립사:

중립사=7:3)의 실험 결과는 중립사 퇴적물에서 층면

구조 형성이 시작되는 유속보다 더 높은 유속 범위

에 도달해야 연흔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예비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분급

효과, 마찰 효과, 안정성 효과, 갑옷 효과 등의 복합

적인 작용에 의한 산물로 해석된다. 분급이 나쁠수록

피봇 각과 하중이 커지고, 입자 간의 접촉면 개수와

접촉 면적이 늘어나 입자의 침식과 이동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높은 유속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분급

이 불량하여 퇴적층 표면이 부드러울수록 입자의 침

식과 이동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높은 유속이 요구

된다. 이러한 주요 효과들과 함께 혼합 퇴적물에서

층면구조의 형성은 조립질 퇴적물에 의한 갑옷 효과

에 따라 조립질 퇴적물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

다는 이론도 본 실험 결과의 해석에 활용될 수 있다.

이후 계획된 추가 수조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데 활용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층면

구조 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상대적

중요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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