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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fy the erosion parameters of cohesive sediments in Keum Estuary. This study also
involves the examinations on the local/seasonal variation of them in Keum Estuary and on their spatial variation comparing
with those of other sites. As erosional properties of cohesive sediments are in general influenced largely by the physico-chem-
ical properties of cohesive sediments themselves, this study also involves the qualitative analyses on the impact by the physico-
chemical properties. Erosion tests have been performed under the uniform bed condition using the Chonbuk annular flume and
total 16 tests have been carried out with various bed densities and bottom shear stress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ritical shear stress for erosion varies in the range of 0.19~0.41 N/m2 and the coefficient of erosion rate varies in the range of
54.26~7.70 mg/cm2

·hr, over the corresponding bulk-density range of 1.14~1.38 g/cm2. While erosion parameters estimated for
Keum estuary sediments are found to be remarkably different in quantity compared with those for cohesive sediments from
other sites, their local/seasonal variabilities within Keum Estuary are found to be insignificant.

Keywords : cohesive sedimen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nular flume, critical shear stress for erosion, erosion rat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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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금강하구의 표층에 분포하는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매개변수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
구는 침식매개변수들의 금강하구역 내에서의 지엽적·계절적 변화에 대한 조사와 타 지역 분석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공간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은 기본적으로 퇴적물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는 또한 퇴적물의 이러한 기본특성이 침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한다.
침식실험은 전북대 환형수조를 이용하여 균일저면 조건하에서 수행되었으며, 저면밀도와 바닥전단응력을 변화시키면서 총 16
회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금강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은 저면밀도 1.14~1.38 g/cm3 범위에서 침식한계전단
응력(τce,s)은 0.19~0.41 N/m2, 침식률 계수(εM,s)는 54.26~7.70 mg/cm2·hr 범위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정된
침식 매개변수들은 타 지역 점착성 퇴적물과 비교시 정량적으로 그 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강하구역 내에서
의 지엽적/계절적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점착성 퇴적물, 물리·화학적 특성, 환형수조, 침식한계전단응력, 침식률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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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점착성 퇴적물의 이동특성은 크게 침식특성과 퇴적특성의

2가지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동특성들은 모두 현장

특성(site-specific)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점착성 퇴

적물의 site-specific한 특성은 타 지역에서 측정된 침식/퇴적

특성의 결과를 특정지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치모형을 통하여 점착성 퇴적물의 이동을 정량적으로 예

측하고자 할 경우, 실험이나 현장관측을 통하여 직접 구한

후에 수치모형의 입력값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 특성은 항로수심 유지, 효율

적인 준설 및 준설토의 외해 투기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조

사되어야 할 중요한 인자로서, 최근 미국 및 유럽 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실험장치들을 이용하여 흐름조건과

퇴적물의 침식/퇴적간의 역학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많은 현

장 및 실내 실험들이 수행되어져 왔고, 또한 예측을 위한

수치모형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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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에 대한 실험 및 현장

관측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수치모형을 이용한 예측 실험

시에 측정자료의 결핍으로 인하여 해외를 비롯한 일부 국내

타 지역에서 관측된 값들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큰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과거 초창기의 대표적인 침식특성 연구는

김재중(1989), 김차겸·이종섭(1992)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들은 점착성 퇴적물로 조성된 저면 위로 일정한 염도를 갖

는 해수를 부유사와 함께 순환펌프로 재순환 시키는 직선수

조(그림 1 참조)를 이용하여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을 산

정하였다. 그러나, 점착성 퇴적물의 제반 이동특성이 입자간

의 응집현상에 의해 크게 지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림

1의 모식도에서 잘 묘사된 바와 같이 응집된 부유토사들이

재순환 펌프의 날개에 의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직선수조

의 사용은 그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한편, 직선수조의 이러한 단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행된

최근의 국내 연구로는 황규남 등(2005), 류홍렬·황규남

(2006), 류홍렬 등(2006b)을 들수 있는데, 황규남 등(2005)

은 직선수조의 단점인 재순환 펌프로 인한 응집토사의 분리

현상을 배제할 수 있는 환형수조를 국내 최초로 제작하였으

며, 각기 다른 저면밀도를 갖는 균일저면 조건하에서 고령토

퇴적물의 침식한계전단응력과 침식률 계수를 산정하고 기존

의 타 연구결과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수조의 성능, 실험

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후 류홍

렬·황규남(2006), 류홍렬 등(2006b)은 황규남 등(2005)에

의해 검증된 환형수조를 이용하여 자연시료인 시화호 및 금

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에 대한 침식한계전단응력과 침식

률 계수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수치모형을 이용한 예측 실

험시에 적용될 수 있는 입력 인자들을 제시하였다.

류홍렬·황규남(2006), 류홍렬 등(2006b)의 환형수조를 이

용한 침식특성 연구는 타당성 있는 실험장치와 체계적인 실

험방법의 사용으로, 과거보다는 매우 큰 발전이 이뤄진 상태

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보통 한 두 개의 퇴적물 시료

에 대한 분석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동일 해역 내에서의 점

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지엽적·계절적 변화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 하구역내 점착성 퇴적물의 표본채취, 현장관측 및 실내

실험을 통하여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매개변수

(즉, 침식한계전단응력 및 침식률계수)를 정량적으로 산정하

고, 금강 하구역내에서의 지엽적 변화(local variation)와 계

절적 변화(seasonal variation) 및 타 지역 침강속도 결과와

의 비교/분석을 통한 공간적(spatial) 변화를 해석하였다. 또

한 실험분석을 통하여 점착성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입경분포, 유기물 함량, 광물질 구성)의 공간적 변화를 정량

적으로 조사한 후, 이러한 특성들과 침식매개변수들과의 상

관관계 및 침식매개변수들의 정량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

뿐만 아니라 침강 특성 및 저면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모두

동시에 수행된 종합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일부

결과들은 이미 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퇴적물 표본시료 채취 위치 및 기본 물리·화학적 특

성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

강특성 분석을 위하여 류홍렬 등(2006a)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금강 하구역 1개 정점에서의 점착성 퇴적물에 대한

침식특성 분석 결과는 류홍렬 등(2006b)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지엽적·계절적 변화 해석시, 편의 및 종합적 분석을 위하

여 류홍렬 등(2006a) 및 류홍렬 등(2006b)에 제시된 일부

결과들이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고유의 결과들과 함께

제시되고 분석된다.

2. 연구 대상 지역의 침/퇴적 특성 및 표본채취

2.1 연구 대상 지역의 침/퇴적 특성

금강 하구역은 1988년에 금강 하구둑이 건설된 후 대규모

의 퇴적으로 인한 내항 수역의 매몰을 우려하여 외항 박거

의 외해 쪽에 남·북측도류제와 안벽을 건설하는 군장 신항

만 계획(군산항건설사무소, 1989)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새만

금 간척사업, 군산-장항지구 국가공단조성사업, 군산 신외항

건설 및 군산 해상 도시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완료되었거

나 아직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금강 하구둑 건설이후 해

역 내 해수유동의 변화를 가져와 대규모의 퇴적으로 인한

항로 매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승원,

199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999; 김태인, 2002).

금강하구역 내에서 퇴적물은 부유사는 물론 소류사로도 이

동하는 반면에, 군장항의 경우에는 주로 부유사로만 이동되

며, 소류사의 비율은 5%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군산지

방해양수산청, 2004). 또한,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전에는

군장항 일대 평균입경이 사질이었으나, 수문 작동 후에는 내

항 수로와 장항항 수로 등 유속이 강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군장항 내의 대부분 해역에서 평균입경은 니질(mud)로 세립

화 되었다(그림 2(a), (b) 참조). 이러한 분포 양상은 하구둑

수문 작동에 따라 유속이 크게 감소하면서 세립질 퇴적물이

부유사 형태로 창조시 외해에서 유입되거나 배수갑문에서 배

출된 세립질 퇴적물이 군산항 일대에 광범위하게 퇴적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0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구둑부터 남·

북측도류제 입구까지의 해역면적(37,760×103 m3)에서 수심

측량 및 준설실적으로 산정한 1995~2001년의 6년간 평균

그림 1. 직선수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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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량은 7,841×103 m3/year(21cm/year)로서 하구둑 수문

닫기 전의 퇴적량 3,547×103 m3/year(9 cm/year)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이 가장 심한 지역은 하

구둑으로부터 내항에 이르는 지역으로 41 cm/year의 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4년 춘계에 수행된 토

사공급원 관측에 의하면 군장항 퇴적 토사의 39%는 하구둑

을 통해 유입되고, 61%는 남북측 도류제 사이 수로와 개야

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군산지방해양수산

청, 2004). 

2.2 표본채취 위치 및 방법

금강하구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지엽적 변화 분석을

위한 퇴적물 표본 시료는 총 3개 정점에서 추계시 채취되었

다. 또한 계절적 변화 분석을 위한 퇴적물 표본시료는 정점

#1의 경우에 추계와 동계시 2회에 걸쳐 채취되었으며, 정점

#2에서는 하계와 동계시에 2회 채취되었다. 각 퇴적물 표본

시료의 채취위치와 경위도 좌표계는 그림 3과 표 1에 주어

진다.

퇴적물은 채니기(Grab sampler)로 채취되었으며, 현장 해

수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일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하

여 침식실험의 전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채취 당시의 수온,

염도, 수심은 노르웨이 Aanderaa사의 S/T/D Sensor3230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그 관측 값 또한 표 1에 주어진다. 

3. 물리·화학적 특성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은 입자간의 응집 현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응집강도는 광물질 구성, 입경분포, 유

기

물 함량 등으로 묘사되는 퇴적물 자체의 물리·화학적 기본

특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Mehta, 1986), 이러한 항목들

에 대한 조사/분석은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지엽적·계

절적 변화 해석시에 필수적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점

별·계절별로 채취된 총 6개의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

시료들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단,

본 연구에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은 입경분포, 광물질 구

성 및 유기물 함량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된다. 한편, 각 시

료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금강 하구역내

점착성 퇴적물 침강특성의 지엽적·계절적 변화 해석을 위

하여 최근 류홍렬 등(2006a)이 본 연구의 6개 정점을 포함

하는 총 7개 정점에 대해 자세히 제시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류홍렬 등(2006a)에 의해 분석된 7개 정점에 대

그림 2. 하구둑 수문 작동 전후의 평균입경 조성 변화(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04)

그림 3. 표본시료 채취 위치도

표 1. 표본채취 지역의 경위도, 수온, 염도 및 수심(류홍렬 등, 2006a)

Site No. 일 자 N E 수온 (oC) 염도 (‰) 수심 (m) 비고

1F 2001.11.20(Fall) 
35o 59' 30'' 126°42′42″

126°42′42″

9 18.8 2.5 소조기, 간조3시간전

1W 2002.2.8(Winter) 4.6 24.9 3.5 소조기, 만조2시간전

2S 2001.8.12(Summer)
36o 00' 19'' 126°40′48″

126°40′48″

26.5 9.8 3.0 소조기, 간조1시간후

2W 2002.2.8(Winter) 4.5 28.5 5.0 소조기, 만조1시간후

3F 2001.11.20(Fall) 35o 58' 49'' 126°36′24″ 11 21.4 4.0 소조기, 간조 30분전

4F 2001.11.20(Fall) 35o 58' 56'' 126°33′17″ 11 23.3 1.2 소조기, 간조 40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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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침식특성의 지엽적·계절적 변화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각 항목별로 류홍렬 등

(2006a)에 의해 분석된 결과들만이 단지 요약되어 제시된다.

3.1 입경분포

류홍렬 등(2006a)에 의해 수행된 금강 하구역내 정점별계

절별 총 7개 퇴적물 시료에 대한 입경분석 결과가 그림 4

에 주어진다. 그림에서 정점별로 입경분포의 변화를 살펴보

면, 정점 #1과 #3의 퇴적물(1F, 3F)이 비교적 유사한 입경

분포를 가지며, 정점 #4(4F)의 퇴적물만이 다른 세 정점과는

달리 좀 더 조립질의 분포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경분포의 계절적 변화를 살펴보면, 정점 #2에서는 여름

(2S), 가을(2F), 겨울(2W) 순으로 점점 세립화 되는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점 #1에서는 정점 #2의 경우와

는 약간 다르게 가을(1F) 보다는 겨울(1W)에 더 조립된 분

포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류홍렬 등, 2006a). 

한편, 류홍렬 등(2006b)은 정점 #1에서의 입경분포 분석과

관련하여 시료 1W가 시료 1F 보다 더 조립한 분포를 가지

는 것으로 보이나, 10 μm 이하의 세립자만을 고려할 경우에

는 시료 1W가 1F에 비해 세립의 입자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강 하구역 퇴적물의 입경분포와 타 지역 점착성 퇴적물

입경분포의 비교는 그림 5에 주어진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금강 하구역 퇴적물의 입경분포는 Okeechobee호 퇴적

물보다 세립의 분포를 가지며, 새만금 퇴적물보다는 훨씬 더

조립한 분포를 갖는다. 한편, 시화호 퇴적물은 새만금 퇴적

물과 비슷한 입경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그

림에서 금강 하구역 퇴적물의 입경분포는 서로 유사한 입경

분포를 가지는 다른 5개 퇴적물 시료와 달리 좀더 조립질의

분포를 가지는 2S와 4F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시료에 대한

입경분포의 평균치를 나타내는데, 자세한 사항은 류홍렬 등

(2006a)에 주어진다. 

3.2 유기물 함량

금강 하구역에서 정점별계절별로 채취된 각 시료들에 대해

산정된 유기물 함량은 정점별로 1.9%에서 최대 4.5%까지

변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유기물 함량도 입경분포와 마찬가

지로 정점별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은 평균적으로 3% 정도의 유

기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결과와 타 지역

에서의 결과들(Hwang and Mehta, 1989; 이재연, 2001; 류

홍렬·황규남, 2006)이 표 2에 주어진다. 금강 하구역 퇴적

물 시료에 대한 유기물 함량은 새만금 해역 퇴적물과 유사

하게 그 함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화호와는 2배,

유기물 함량이 40%인 Okeechobee호와는 약 13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금강 하구역 모든 퇴적물의 입경분포 변화(류홍렬 등,
2006a)

그림 5.금강 하구역과 타 지역 점착성 퇴적물과의 입경분포 비교(
류홍렬 등, 2006a)

표 2. 금강 하구역과 타 지역 점착성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 비
교(류홍렬 등, 2006a)

Site 유기물 함량(%)

시화호 6

금강하구 3

새만금 2

Okeechobee호 40

표 3. 금강하구역과 타 지역 점착성 퇴적물의 광물질 구성 성분 비교

함량
순위

금강 하구 함량
순위

시화호
류홍렬·황규남(2006)

함량
순위

새만금
이재연(2001)

함량
순위

Okeechobee호
Hwang and Mehta(1989)

1 석영(Quartz) 1 석영(Quartz) 1 Quartz 1 Kaolinite

2 미사장석(Albite) 2 미사장석(Albite) 2 Feldspal, Albite

기타

Montmorillonite
Sepiolite
Quartz

3 Illite 3 Illite 3 Illite

4 고령토(Kaolinite)
녹니석(Chlorite)

4 고령토(Kaolinite)
녹니석(Chlorite)

4 Kaolinite

5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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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물질 구성성분 

금강 하구역에서 채취된 총 7개 퇴적물 시료에 대해, 회

절분석기를 이용한 광물질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

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모든 퇴적물에 대한

광물질 구성 성분은 정점별로 변화가 거의 없이 유사한 분

포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타 지역에서

의 결과들(Hwang and Mehta, 1989; 이재연, 2001; 류홍렬

황규남, 2006)과 함께 표 3에 주어진다. 표로부터, 금강 하

구역 퇴적물은 시화호 퇴적물 및 새만금 퇴적물과 유사한

광물질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침식실험

4.1 실험 방법 및 조건

본 연구에서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에 대한 침식실험

은 전북대 환형수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환형수조의 제

원 및 특성과 침식실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규남 등

(2005)에 주어진다. 

당초 침식실험을 위한 퇴적물 표본시료는 금강 하구역 내

의 4개 정점에서 계절별정점별로 총 6개 시료가 채취되었으

나, 정점 #1에서 추계와 동계시에 채취된 2개의 표본시료에

대한 침식특성 분석은 류홍렬 등(2006b)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 6개의 퇴적물 표본시료 중에

류홍렬 등(2006b)에 의해 분석된 2개의 시료를 제외한 나머

지 4개의 시료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침식실험이 수행되었다.

침식실험은 류홍렬 등(2006b)과 동일한 방법으로 균일저면

을 조성하고, 조성된 균일저면의 밀도를 변화시켜가면서 각

시료 당 4회씩 총 16회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모든 실험에

서 수층의 깊이와 저면층의 두께는 각각 10 cm와 5 cm로

동일한 조건을 주었으며, 동일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를 실험

전과정에서 사용하였다. 각 실험별 침식실험 조건은 표 4에

주어진다. 

4.2 침식실험 결과

일반적으로 균일저면에 대한 침식률(ε)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Ariathurai and Arulanandan, 1978).

(1)

여기서 εM,s는 침식률 계수, τce,s는 침식한계전단응력이며, τb

는 흐름에 의해 바닥면에 가해지는 바닥전단응력이다. 한편,

본 침식실험에서 각각의 주어진 바닥전단응력에 대한 침식률

은 단위 면적 당 침식된 유사질량의 시간변화율을 전체 깊

이(수심)에서의 부유사 농도의 시간변화율로 변환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 

(2)

여기서 m은 단위 저면표면적당 침식된 유사량, t는 시간, C

는 수층 부유사 농도, 그리고 h는 수심을 나타낸다.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과 침식률계수 (εM,s)는 식 (1)과 (2)

를 이용하여 바닥전단응력과 침식률간의 관계곡선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규남 등(2005)에

주어진다.

그림 6(a)는 시간에 따른 부유사 농도변화에 대한 한 예

(Site2(2S))를 나타내며, 균일저면의 조건하에서 침식이 진행

되는 동안 수조내의 부유사 농도가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6(b)는 식

(1), (2)와 그림 6(a)를 이용하여 도출된 바닥전단응력에 대

한 침식률 곡선으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개의 접합곡

선 ε1과 ε2가 산정되었다. 여기서, 접합곡선 ε1은 작은 바닥

전단응력에서의 상부의 교란된 일부 퇴적저면(fluff)의 침식

을 나타내고, 접합곡선 ε2는 상대적으로 큰 바닥전단응력에

서의 표면침식을 나타낸다. fluff 침식으로 인한 상부의 일부

ε εM s,
τb

τce s,
---------- 1–
⎝ ⎠
⎛ ⎞=

ε dm
dt
------- h

∂C
∂t
-------= =

표 4. 침식실험 조건

정점
Site
No.

Test
No.

ρB
(g/cm3)

수심
(cm)

저면두께
(cm)

초기전단응력
(N/m2)

최종전단응력
(N/m2)

침식수의 수온
(oC)

염분농도
(‰)

pH

#2

2S

1 1.34 10 5 0.1 0.6 14-15

21.18 8.29

2 1.29 10 5 0.1 0.5 14-15

3 1.23 10 5 0.1 0.5 15-16

4 1.17 10 5 0.1 0.4 14-15

2W

5 1.38 10 5 0.15 0.6 16-17

6 1.30 10 5 0.1 0.5 15-16

7 1.24 10 5 0.1 0.4 16-17

8 1.18 10 5 0.1 0.4 17-18

#3 3F

9 1.36 10 5 0.1 0.6 18-19

10 1.30 10 5 0.1 0.5 18-19

11 1.24 10 5 0.1 0.5 17-18

12 1.18 10 5 0.1 0.4 17-18

#4 4F

13 1.32 10 5 0.1 0.6 18-19

14 1.26 10 5 0.1 0.5 18-19

15 1.20 10 5 0.1 0.5 18-19

16 1.14 10 5 0.1 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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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저면에서 침식된 유사량은 실제로 그다지 크지 않고, 또

한 본 연구의 목적이 표면침식특성에 관한 연구이므로 본

분석에서 fluff 침식은 무시되었다.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 및

침식률계수(εM,s)는 Shields(193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표

면침식에 대한 τce,s는 접합곡선 ε2를 횡좌표 축까지 외삽시

켜 구해지며, εM,s는 접합곡선 ε2의 기울기와 τce,s를 곱하여

얻어진다. 각 실험별로 산정된 τce,s와 εM,s값은 저면의 부피

밀도와 함께 표 5에 주어지는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

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은 저면밀도를 1.14~1.38 g/cm3로

변화시켰을 때, 침식한계전단응력은 0.19~0.41 N/m2으로 증

가하고 침식률계수는 54.26~7.70 mg/cm2·hr의 범위로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5. 침식특성 해석

5.1 저면밀도가 침식특성에 미치는 영향

저면밀도 ρB의 함수로 주어지는 침식한계전단응력 산정식

과 침식률계수 산정식은 과거 Hwang and Mehta(1989)와

황규남·소상돈(2002)에 의해 각각 식 (3)과 (4)와 같이 제

시된 바 있다.

(3)

(4)

여기서, 및 as, bs, cs는 임의의 계수이며, ρl은 저면과 액상

이토층(fluid mud layer) 사이에서의 경계밀도, ρ3은 액상이

토층과 침식수 사이의 경계밀도 값을 나타낸다. 최근 류홍렬

등(2006b)은 Hwang and Mehta(1989)의 방법에 따라 vane

전단시험을 수행하여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ρl값을

직접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합곡선 산정시에 ρl값으

로 류홍렬 등(2006b)이 제시한 1.13 g/cm3이 사용되었다. 한

편, 값으로는 Hwang and Mehta(1989)가 사용한 값과 동일

한 1.0023 g/cm3를 사용하였는데, Hwang and Mehta(1989)는

침강플럭스가 최대가 될 때의 부유사 농도가 ρ3와 일치한다

고 가정하여 이 값을 사용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3)과 (4)를 이용하여 저면밀도(ρB)가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을 나타내는 두 매개변수 τce,s와

εM,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매개변수와 ρB간

의 관계가 조사되었다. 식 (3)과 (4)를 이용하여 산정된 최

적접합곡선 중 대표적인 예가 그림 7에 주어지는데, 그림들

로부터 두 매개변수 τce,s와 εM,s가 모두 저면밀도 ρB와 상관

성이 매우 크며, 또한 ρB가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τce,s는

증가하는 반면에 εM,s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규남·소상돈, 2002; 황규남 등, 2005 참조).

금강 하구역에서 채취된 각각의 정점별·계절별 점착성 퇴

적물에 대하여, 최소자승접합법으로 구한 as, bs, cs, s1 및

값은 표 6에 주어진다. 한편,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정점

#1에서 추계시(#1F)와 동계시(#1W)에 채취된 퇴적물 시료에

대한 침식특성 분석은 류홍렬 등(2006b)에 의해 수행되었는

데, 이 시료들에 대해 산정된 계수 값들 또한 표 6에 함께

주어진다.

5.2 침식특성의 지엽적 변화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지엽적 변화(local

τc e s,( ) as ρB ρl–( )
bs Cs+=

logεM s1exp
s2

ρB ρ3–
----------------=

그림 6. 침식실험 결과

표 5. 각 실험별 ρB, εM,s, τce,s의 값

시료명
Test
No.

 ρB
(g/cm3)

εM,s

(mg/cm2·hr)
τce,s

(N/m2)

2S

1 1.34 7.70 0.39

2 1.29 18.76 0.29

3 1.23 23.09 0.26

4 1.17 42.60 0.19

2W

5 1.38 9.92 0.41

6 1.30 10.82 0.36

7 1.24 35.00 0.30

8 1.18 45.73 0.20

3F

9 1.36 8.94 0.39

10 1.30 12.89 0.29

11 1.24 30.05 0.28

12 1.18 34.62 0.20

4F

13 1.32 14.44 0.33

14 1.26 23.03 0.27

15 1.20 54.26 0.19

16 1.14 47.70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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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를 분석하기 위해 추계시 금강 하구역 내 3개 정

점(#1F, #3F, #4F)에서 채취된 퇴적물 시료들의 모든 침식

한계전단응력 곡선과 침식률계수 곡선을 그림 8에 도식하였

다. 여기서 #1F에 대한 곡선들은 류홍렬 등(2006b)에 의해

제시된 결과이다.

우선 그림 8(a)로부터 τce,s의 정점별 변화를 살펴보면, 정

점 #3F 퇴적물의 τce,s가 다른 2개 정점보다 크고, 정점

#4F가 전반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8(b)에 주어지는 εM,s는 τce,s와 반대로 정점 #4F가 다

른 정점보다 더 큰 양상을 보인다. 

또한, 그림 9에 동계시 금강 하구역 2개 정점(#1W,

#2W)에서 채취된 퇴적물의 침식특성을 모두 도식하였다. 그

림에서 정점 #1W 퇴적물이 정점 #2W 퇴적물의 τce,s와 거

의 유사하나 εM,s는 정점 #2W가 정점 #1W보다 작은 경향

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평균입경이 작을수록,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광물질 구성성분 중 고령토, 일라이트, 녹니석등이 많이 포

함되어 있을수록 점착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점착력이 증가

하면 τce,s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반하여 εM,s는 작아진다.

표 7에 주어진 바와 같이 추계시 모든 퇴적물의 광물질 구

성성분은 동일하나 #4F 정점의 퇴적물이 다른 정점의 퇴적

물보다 평균입경이 크고 유기물 함량도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F 정점 퇴적물의 점착력이 가장 작다 할 수 있다.

또한 동계시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거의 유사하나

εM,s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퇴적물의 침식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가 단지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만은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한다. 침식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퇴적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뿐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을 포함하

여 수십 가지에 이르며(Winterwerp et al. 1990), 이 경우

에 이러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5.3 침식특성의 계절적 변화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계절적 변화를 분

그림 7. 저면밀도(ρB)에 따른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 및 침식률 계수(εM,s)의 변화

표 6. 식 (3)과 (4)에 대한 각각의 계수값

계수
시료명

as bs cs s1 s2

#1F* 0.746 0.481 -0.0048 0.8673 0.7612

#1W* 0.771 0.444 -0.0130 0.5273 0.7812

#2S 0.652 0.397 -0.0029 0.6929 0.1646

#2W 0.745 0.445 -0.0009 0.5773 0.1782

#3F 0.689 0.405 -0.0006 0.6282 0.1683

#4F 0.592 0.357 -0.0240 0.6439 0.1806

*는 류홍렬 등(2006b)에 의해 산출된 결과임

그림 8. 금강 하구역 추계시(F) 퇴적물의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 및 침식률 계수(εM,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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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정점 #2에서 하계(#2S), 동계(#2W)시 2회에

걸쳐 퇴적물이 채취되었고, 정점 #1에서 추계(#1F), 동계

(#1W)시 2회에 걸쳐 퇴적물이 채취되었다. 계절적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각 정점별로 도출된 침식특성 결

과가 그림 10과 그림 11에 주어진다. 또한 침식특성의 계절

적 변화를 물리·화학적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9. 금강 하구역 동계시(W) 퇴적물의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 및 침식률 계수(εM,s)의 지엽적 변화

표 7. 금강하구역 퇴적물의 정점별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항목 #1F #3F #4F #1W #2W

평균입경 28 μm 33 μm 55 μm 31 μm 38 μm

유기물 함량 2.85% 2.24% 1.93% 4.12% 4.50%

광물질 구성성분 Quartz, Albite, Illite, Kaolinite, Chlorite

그림 10. Site #1 퇴적물의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 및 침식률 계수(εM,s)의 계절적 변화

그림 11. Site #2 퇴적물의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 및 침식률 계수(εM,s)의 계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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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료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실험 결과 또한 표 8에

주어진다.

먼저 정점 #1의 침식특성 분석결과를 보면 그림 10에 나

타난 것처럼 겨울(W) 시료의 τce,s가 가을(F)시료보다 큰 반

면 εM,s는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1로부터 정점 #2

퇴적물의 경우에 동계(W)시가 하계(S)시보다 τce,s는 크고

εM,s는 작음을 알 수 있다. 

물리·화학적 특성 결과는 정점 #1의 경우 분석된 세 가

지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 추계(F)시와 동계(W)시의 퇴

적물이 평균입경에서는 비교적 유사하나 유기물 함량은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그림 10참조). 그러나 류홍렬 등(2006b)

에 의하면 10 μm이하의 미립자량이 #1W와 #1F가 각각

40, 30%로 유기물 함량과 미립자량에 의해 #1W의 퇴적물

이 #1F의 퇴적물보다 점착력이 강하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W 시료의 τce,s가 #1W 시료보다 크고 εM,s는 작은 결과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정점 #2 퇴적물의 경우 #2S 퇴적물이 #2W의 퇴적물보다

평균입경이 현저히 크고, 유기물 함량도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2S의 시료가 #2F의 시료보다 점착력이 작다

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림 11에 도시된 결과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엽적 변화해석과 마찬가지로 계절적 변

화분석에서도 τce,s가 크면 εM,s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5.4 침식특성의 공간적 변화

본 연구를 통하여 산정된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τce,s 와 εM,s) 산정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과거 타 지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

과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실험

조건 중 하나인 균일저면과 환형수조를 사용한 침식실험 연

구들 중 대표적인 예는 Hwang(1989), 황규남 등(2005), 류

홍렬 등(2006b)의 연구이다. Hwang(1989)은 Okeechobee호

퇴적물에 대한 침식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황규남 등(2005)은

고령토, 류홍렬·황규남(2006)은 시화호 퇴적물의 침식특성

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본 연구와 류홍렬 등(2006b)에 의해 산정된 금강 하

구역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이 지엽적·계절적으로 현저하

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정된 모든 침식

특성 값을 통합 도시하여 접합곡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타 지역 결과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결과는 정점별 침식특성 결과

와 더불어, 퇴적물이동 예측을 위한 수치모형의 적용시에 사

용자의 판단에 따라 편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정된 모든 침식특성 값을 통합 도시하여 도출된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 실험결과와 과거 타 지역

점착성 퇴적물에 침식특성 실험결과는 그림 12에 주어진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퇴적물 시료에 대해 저면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식한계전단응력은 증가하고 침식률

계수는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Hwang(1989)의 측정값들은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주는데, 그 이유는 퇴적물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표 9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강하구역의

유기물 함량은 약 3%이지만, Okeechobee호 퇴적물의 경우

에는 40%로 금강 하구역 퇴적물에 비해 약 14배 정도 더

크다. 또한 광물질 구성성분에서 금강하구역의 경우 주된 성

분은 석영이며, Okeechobee호 퇴적물의 주된 성분은 고령토

이다. 평균입경도 금강하구역이 32 μm이고, Okeechobee호

표 8. 금강하구역 퇴적물의 계절별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항목
1 2

#1F #1W #2S #2W

평균입경 28 μm 31 μm 49 μm 38 μm

유기물 함량 2.85% 4.12% 3.77% 4.50%

광물질 구성성분
 Quartz, Albite, Illite, Kaolinite,

 Chlorite(극미량으로 #2S시료에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2. 본 연구와 과거 연구들의 침식한계전단응력(τce,s) 및 침식률 계수(εM,s)의 비교

표 9. 금강 하구역 퇴적물과 타 지역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

특성항목 금강하구역 시화호 Okeechobee호

평균입경 32 μm 74 μm 15 μm

광물질 주성분 석영 석영 고령토

유기물 함량 3% 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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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은 15 μm로 금강 하구역 퇴적물보다 1/2정도 작다.

또한 시화호 퇴적물과 금강 하구역 퇴적물을 비교해보면

시화호 퇴적물의 τce,s가 금강 하구역 퇴적물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τce,s가 크면 εM,s는 감소하므로 그림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시화호 퇴적물의 경우 평균입경이

두배 정도 크고 유기물 함량은 약 두배 정도 작지만 τce,s는

금강하구역보다 크고 εM,s는 작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3가지의 물리·화학적 특성항목만으로

는 퇴적물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연계한 해석이 불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 자체의 물리화·

학적 기본특성 조사를 위해 입경분포, 유기물 함량, 광물질

구성성분의 3가지 항목만이 조사되었으나, 과거 Mehta(1986)

는 이 외에도 양이온 전도율, 컨시스턴시 특성, 전단특성 등

을 포함하여 8가지의 항목을 물리·화학적 기본특성 조사항

목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강하구역

및 시화호 퇴적물간의 침식특성 차이는 입경분포, 유기물 함

량 및 광물질 구성성분의 3가지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에

의한 영향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타 연구와의 비교/검토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를 통

하여 산정된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 즉,

τce,s와 εM,s는 비교적 타당성 있는 값들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최근 황규남·소상돈(2002), 황규남 등(2005), 류홍렬·

황규남(2006)등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의 침식특성 매개변수 값의 현저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점착성 퇴적물의 경우에 침식특성은 퇴적물 자체의 물리·화

학적 기본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크게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타 지역 퇴적물의 침식특성 관측자료

는 특정지역에서의 점착성 퇴적물의 이동예측을 위한 수치모

형실험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침식특성 매

개변수 산출을 위한 현장 관측이나 실내실험이 각 조사대상

지역마다 별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을

실내실험에 의해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산정하였고, 산정된

침식특성의 지엽적·계절적 및 공간적 변화를 퇴적물의 물

리·화학적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침식실험 결과에 따르면,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경

우에 침식특성의 지엽적 변화 및 계절적 변화는 일부 퇴적

물 시료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엽적 변화 분석

에서 추계(F)시 퇴적물에서는 #4F 퇴적물 시료가, 동계(W)

시 퇴적물에서는 #2W 퇴적물 시료가 #1W보다 τce,s는 작고,

εM,s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화학적

특성과 연계 해석해 볼 때, 평균입경 크기가 비교적 크다는

면에서 응집 효과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계절적

변화 분석은 정점 #1과 #2, 두 개 정점의 퇴적물 시료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정점 #1에서는 계절별로 겨울(W) 시료

가 가을(F) 시료보다 τce,s는 크고, εM,s는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점 #2의 경우 겨울(W) 시료가 여름(S) 시료

보다 τce,s는 크고, εM,s는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류홍렬 등(2006a)에 의해 분석된 물리·화학적 특성 결과에

비추어볼 때, #1W와 #2W의 시료가 #1F와 #2S의 시료보다

평균입경이 작아서 응집 효과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한편,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로서는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외에 생물학적 특성

을 포함하여 수 십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인자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

밀한 침식특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인자들에 대

한 분석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의 경우에, 침식특성의 지엽적/

계절적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총 6개 시료에

대한 모든 침식실험 결과를 통합하여 금강 하구역 점착성

퇴적물에 대한 단일 침식률 곡선이 산정되었다. 산정된 침식

률 곡선은 과거 황규남 등(2005)에 의해 제시된 고령토를

비롯한 타 지역(미국 Okeechobee호 및 시화호) 점착성 퇴

적물의 침식률 곡선과 비교 되었는데, 그 결과는 금강 하구

역 퇴적물의 침식특성이 고령토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과 상

당히 큰 차이를 가짐을 잘 나타내었다. 정량적 측면에서의

침식특성의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타 지역

퇴적물의 침식특성 자료는 특정 지역에서의 점착성 퇴적물

의 이동예측을 위한 수치모형실험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침식특성 계수 산출을 위한 현장관측이나 실

내실험이 각 조사대상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점착성 퇴적물 침식특성의 site-

specific한 특성을 고려 할 때, 1개 시료 혹은 1개 정점에서

의 침식특성 해석결과는 그 해역 전체 퇴적물의 침식특성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침식특성의 정량적 산정뿐만

아니라 동일해역 내에서의 정점별 변화와 계절적 변화에 대

한 분석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필수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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