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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식은 단순하게 해안선의 후퇴에 따

른 국토면적의 소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해안의 가치를 하락시

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파랑 내습 시 완충 역할을 하

는 해빈의 소실로 인해 연안방재적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등 

많은 피해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수산부

는 ‘연안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 ‘연안공

간의 이용여건 및 가치 제고’, 그리고 ‘연안재해대응을 위한 다

양한 기술개발 및 역량의 증진’등을 성과 목표로 하는 제2차 연

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370개 사업지구를 대상

으로 1조 9,844억원 규모의 연안정비를 실시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그러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

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적용된 공법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기

타 요인 등에 의해 해안침식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

해안 강원 지방의 41개 연안을 대상으로 수행된 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C등급(지형변동 우려) 해안이 13개소, D등급(지

형변동 심각) 해안이 22개소로 나타나고 있어 피해를 완화시키

기 위한 대안공법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The province of 

Gangwon, 2013). 위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침식피해로부터 한정

된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연안

정비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침식저감공법을 개

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연안정비 기본계획

의 성과목표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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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저감공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치해석, 수리

실험, 현장실증테스트를 통한 연구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안식생을 이용해 입사파를 약화시키는 식생

공법과 관련하여 Jeong and Hur(2016)는 수치실험을 통해 식생

제원 및 파랑 조건에 따른 파랑감쇠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Kim 

et al.(2016)은 수리실험을 통해 식생대의 설치유무 및 폭의 영향

에 따른 해안침식 지형변동 경향을 분석하였다. 

소상파 일부를 지하투수층을 통해 배제시켜 인파에 의한 침

식을 제어하는 해빈배수공법과 관련하여 Hur et al.(2010)은 3차

원 수치해석기법(LES-WASS-3D)을 이용하여 투수층의 배치 조

건과 입사파의 파고 및 주기 조건 변화에 따른 해빈 내부의 지

하수위변화를 연구하였으며, Ciavola et al.(2008)는 해빈배수공

법이 적용된 이탈리아의 Alassio, Procida, Bibione, Metaponto, 그

리고 Lido Adriano 해안을 대상으로 3년간의 지형변동 모니터링

분석을 수행하여 공법의 타당성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Kang and Hong(2016)은 해안에서 침식피해를 유발하는 파의 

방향을 바꾸어 침식을 완화시키는 파향제어공법을 제안하고 이

를 검토하는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Ferrario et al.(2014)은 Guam 해안에서 실측한 파랑분석 자료

에 근거하여 수심이 얕아 저조시 수면위로 드러나는 거초면

(Reef flat)에서의 파에너지는 산호초 서식지대 전면해상(Fore 

reef)에 비해 97% 저감되며, 대부분의 파에너지가 산호초 서식

지대 상단부분에서 소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Park et 

al.(2017)은 인공산호초 구조물의 설치유무에 따른 파고감소효과

와 양빈사의 포착률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저감공법 개발과 관련된 상기 선행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공법 적용에 따른 파의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

내 연안시설 설계에 있어 파랑은 조위, 조류, 표사, 해저지형변

동 등과 함께 고려되는 주요 인자로서 평상파와 폭풍파 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6). 또한 미국육군공병단(US Army Corp.)은 Shore protection 

manual의 발간을 통해 구조물 설계편에서 수심변동 및 해안구

조물에 의한 파랑변형의 해석을 위한 평가인자로 파랑전달율

(KT)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침식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내습파랑 및 해

빈류에 의해 표사의 유실량이 공급량보다 과도해지는 표사수지

불균형에 기인하는데 Kang et al.(2010)은 속초 영랑해안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국부적 침⋅퇴적 원인으로 해안구조물 시공에 

따른 파동장 변화에 따른 표사수급의 불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Shin and Hong(2004)은 연안역에서의 해빈변형 예측모델을 개발

함에 있어 3차원 이동상 실험을 통해 구조물 배후에서 발생하

는 표사이동현상을 규명하였으며, 이는 지형변동 예측에 있어 

표사의 거동이 지배적인 사항임을 의미한다. 해안선의 변동을 

다룬 최근 연구 사례로 Kim and Lee(2018)는 Robert(1991)의 평

형해빈단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빈사 입경, 사면경사 등의 조

건에 따른 유입 파에너지와 수렴 해안선 위치 변화를 연계 해

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 선행연구의 조사⋅분석을 통해 해안침식 공법을 평가하

기 위해 침식과 관련된 주요 인자인 파의 해석이 필수적이며, 

침식의 원인이 표사수급 불균형임을 감안할 때 지형변동을 해

석하기 위해 해빈사의 침식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안침식 피해 완화를 목적으로 개

발한 인공산호초 공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2차원 수리실험을 실

시하고자 하며, 파랑감쇠성능과 침식해빈사에 대한 재퇴적을 

의미하는 포집율을 산정하여 공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2차원 수리실험 Test-bed 제작

인공산호초 연성공법의 파고저감 및 침식해빈사에 대한 포집

성능을 효과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공법도 적용되

지 않은 자연해빈, TTP(Tetrapod) 잠제공법, 그리고 인공산호초 

공법의 총 3가지 경우에 대한 Test-bed를 구축하였다. 자연해빈

을 포함한 모든 실험조건의 경우 지형변동 해석을 위한 이동상 

실험재료로서 중앙입경(D50)이 0.4~0.5mm 범위인 주문진표준사

를 1:10 경사면 상에 7cm 두께로 포설하여 해안지형을 모의하였

다(Fig. 1(a), Fig. 1(d)). 이때 평상파 실험 조건을 기준으로 TTP 

잠제공법 Test-bed의 경우 수직높이 7cm의 TTP 단위체를 사용하

였으며, TTP 단위체를 난적거치하여 폭 1.1m, 최상단부의 천단

수심이 7cm가 되도록 설치하였다(Fig. 1(b), Fig. 1(e)). 인공산호

초 공법의 경우 파랑 저감기능을 가진 파고저감부(Wave trap)와 

침식 해빈사의 퇴적기능을 가진 모래포집부(Sand trap)로 나누어

진 인공산호초 단위체를 사용하여 TTP 잠제공법과 동일한 형상

을 갖도록 폭 1.1m, 최상단부에서의 천단수심이 7cm가 되는 

Test-bed를 제작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Fig. 1(c), Fig. 1(f)).

(a) Joomoonjin silika sand (d) Natural beach

(b) TTP unit (e) TTP method

(c) ACRs unit (f) ACRs method

Fig. 1 Materials and structures for the experiment



Study on Wave Reduction and Beach sand Capture Performance of Artificial Coral Reefs for In-situ Application 487

2.2 수리실험 단면설계 및 실험파 조건

공법의 성능평가를 위한 수리실험 수행을 위해 길이 30m, 폭 

0.6m, 깊이 1m의 조파수조 내부에 1/30 경사면을 설치하였고, 그 

상단면에 1/10 경사면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외해에서 파랑이 내

습하며 천수 및 쇄파가 발생하는 실제 해안을 모의하였다(Fig. 2). 

또한 해양파가 다양한 파고와 주기를 갖는 파랑의 무수한 중첩에 

의한 합성파임을 고려하여 0~4초 주기의 불규칙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파시스템을 활용하여 평상파와 폭풍파를 모의하였다. 이때 

입사파를 기준으로 평상파는 65cm의 수위에서 유의파고가 

8.0~9.0cm, 유의주기가 1.2~1.3초 이며, 폭풍파는 동일한 공법 적용 

위치에서 72cm의 수위로 유의파고가 11.0~12.0cm이고 유의주기가 

1.3~1.4초인 파를 실험파로 사용하여 파랑 내습조건에 따른 공법별 

침식 방지성능을 검토하였다. 조파실험은 각 실험케이스별로 총 

20시간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4시간 단위의 조파간격에 따라 파

랑관측 및 지형변동 경향을 분석하였다.

2.3 공법 조건별 파랑 감쇠성능 분석방법

인공산호초 공법의 파랑감쇠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Kenek사

의 제품 중 반응이 빠르고 관측오차가 적은 용량식 파고계(CH

—608E 모델)와 파고계 센서(CHT6-30E 모델)를 사용하여 1초당 

20회의 수위 Data를 취득하여 파랑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파

의 용이한 취급을 위해 실험파가 가지는 파고와 주기의 불규칙

성을 하나의 값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유의파(Significant wave)법

을 적용하였다. 공법 적용지점 전⋅후면에서의 측정 및 분석된 

파고와 주기를 바탕으로 식 (1)과 같이 전달파고()에 대한 유

의파고( )의 비율을 나타내는 파고전달율( )을 사용하여 파

랑감쇠성능을 제시하였다.

  

 (1)

2.4 지형변동 경향분석 및 해빈사 포집율 산정

해저지형의 변동경향을 분석하고 인공산호초 공법에 의한 침

식 해빈사 포집율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조파에 따른 표

사 거동을 분석하는 이동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효율적인 해빈

사의 거동 관측을 위해 2차원 조파수조 전면의 강화유리에 투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2D experiment (Note that we rescaled the scheme for better understanding.)

(a) Initial seabed condition for ACRs experiment (b)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beach sand

(c) Beach sand sedimentation 
in ACRs structure

(d) Collection of the beach sand 
from the ACRs

(e) Drying the beach sand
under high temperature

(f) Measurement of weight
 per unit volume

(g) Weight measurement of
 the beach sand

Fig. 3 Analyzing process of the topographical change and efficiency of beach sand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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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방안지를 부착하였고, 1:10 경사면 상에 설치된 초기해안선

(Fig. 3(a)) 중 표사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4.5m 구간에 대

해 모래높이를 1cm 단위로 측정(Fig. 3(b))하여 조파에 따른 해

안선 변동경향을 해석하고, 초기해안선 대비 20시간 이후의 침

식된 체적을 산정하였다. 

인공산호초 공법 적용에 따른 해빈사 포집율을 산정하는 과

정에서는 수조 전면의 투명 방안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체적중량 개념을 도입하여 구조체 내부에 퇴적된 체적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조파실험 종료 후 구조체 내부에 퇴적된 

해빈사(Fig. 3(c))가 유실되지 않도록 수거한 뒤(Fig. 3(d)) 퇴적 

해빈사를 110℃조건에서 48시간 건조하였다(Fig. 3(e)). 이후 건

조된 침식 해빈사를 우선적으로 100mL의 메스실린더를 이용해 

해빈사의 단위체적중량()을 산정하였으며(Fig. 3(f)), 건조된 해

빈사의 총 중량()을 측정하고 이를 식 (2)와 같이 단위체적중

량과 역산하여 인공산호초 구조체 내부에 퇴적된 해빈사 포집 

체적( )을 산정하였다.

 
  



 (2)

이후 최종적으로 전체 침식체적(∆) 에 대한 해빈사 포집체

적( )의 비율을 의미하는 해빈사 포집율( )을 식 (3)과 같이 

산정하였다.

 ∆  
 

 
× (3)

3. 적용 공법별 파랑 감쇠성능 비교

Table 1은 공법 적용조건에 따른 입사파와 전달파의 파고 및 

주기, 그리고 파랑전달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각 공법이 적용된 경우의 입사파고 분석결과 평상파의 평균

값은 8.69cm(표준편차 0.30)이고, 폭풍파는 평균값은 11.29cm(표

준편차 0.20)로 큰 편차 없이 일정한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

험파를 불규칙파로 사용하였음에도 안정적인 조파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평상파 조건에서 인공산호초 공법은 파고전

달율이 0.74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연해빈과 TTP 공법에 

비해 구조물 배후에서 파고 감쇠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폭풍파 실험조건에서도 재현되었는데 인공산호초 공법

이 적용된 경우는 파고전달율이 0.86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공법 적용 대상지 배후에서의 파고저감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공산호초 구조체 선단 상에서 천단수심의 

감쇠에 따라 파랑이 강제 쇄파되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평상파와 폭풍파 내습에 따른 파고전달율을 추가적으로 비교

한 결과, 폭풍파 조건에서는 모든 공법 적용케이스에서 파랑전

달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TTP 공법 적용 시 입

사파 대비 전달파의 감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아무 공법

도 적용되지 않은 자연해빈의 경우 전달파고가 입사파고에 비

Table 1 Results of the wave analysis

Wave condition Value
Natural 
beach

TTP 
method

ACRs 
method

Ordinary wave
condition

  [cm] 8.88 8.70 8.90

  [cm] 7.76 7.83 6.59

  [cm] 0.87 0.90 0.74

  [s] 1.26 1.23 1.26

  [s] 1.35 1.32 1.31

Storm wave
condition

  [cm] 11.27 11.12 11.58

  [cm] 12.05 11.03 9.94

  [cm] 1.07 0.99 0.86

  [s] 1.30 1.28 1.31

  [s] 1.39 1.35 1.37

Fig. 4 Decline tendency of wave transmission effects under storm 

wave conditions

해 7% 증가하는 등 천수 발생에 따라 파랑감쇠효과가 약화되고 

있다(Fig. 4). 해안침식 방지공법의 부재로 인해 해안선과 가까

운 지점에서 권파형의 큰 쇄파가 발생할 경우 강한 쇄파에너지

에 의해 상당한 해저토사가 유실되며 이는 해안침식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침식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공법의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적용 공법 별 지형변동 경향 및 

인공산호초 공법의 해빈사 포집성능 분석

4.1 자연해빈(공법 미적용) 조건에서의 지형변동

Fig. 5(a)와 Fig. 6(a)는 자연해빈(공법 미적용)상태에서 평상파, 

폭풍파 조건에 대한 해빈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종축은 경사면

으로부터의 모래 높이를, 그리고 횡축은 1:10 경사면과 1:30 경

사면이 만나는 수평좌표 상의 기준점으로부터 수평방향의 거리

를 의미한다. 각 실험은 1회당 4시간 간격으로 5회 실시하여 총 

20시간 진행되었는데, 이때 Fig. 5와 Fig. 6에서 검은선은 1:10경

사면, 빨간선은 조파 전 모래높이, 그리고 주황선, 초록선,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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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남색선, 보라선은 각각 조파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20시간 이후1:10 경사면을 기준으로 하는 모래 높이를 의미한

다. Fig. 5(a)는 공법 미적용 구간의 평상파 조건 실험결과를 나

타내는데 초기 해안선 지점에서 4.6cm 깊이의 침식이 발생하였

고, 해안선이 42cm 후퇴( 42cm)하였다. 또한 177cm지점에서 

연안사주가 발생하였고, 최대높이는 2.1cm로 나타났다. 이는 해

안선의 소류사는 육지 쪽으로 표사이동이 발생하여 퇴적형의 

해빈단면이 형성되었고, 해안선의 부유표사는 이안방향의 표사

이동이 발생하여 침식형의 해빈단면이 나타났다. Fig. 6(a)는 공

법 미적용 구간의 폭풍파 조건 실험결과를 나타내는데 초기 해

안선 지점에서 6.5cm 깊이의 침식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안선이 

77cm 후퇴하였으며, 연안사주는 평상파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171cm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최대높이는 6.5cm로 나타났다. 

폭풍파 조건에서는 해안선일대에서 대규모 침식이 발생하여 이

(a) Natural beach (a) Natural beach

(b) TTP method (b) TTP method

(c) ACRs method (c) ACRs method

Fig 5. Topographical variation under ordinary wave Fig 6. Topographical variation under storm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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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향에 연안사주를 생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2 TTP 잠제 공법 적용 시 지형변동 

Fig. 5(b)와 Fig. 6(b)는 각각 TTP 공법이 적용되었을 때 평상

파 및 폭풍파 조건에서의 지형변화를 나타낸다. 평상파조건의 

경우 초기 해안선 지점에서 2.7cm 깊이의 침식이 발생하였고, 

해안선의 위치는 18cm 후퇴하였다. 연안사주는 330cm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높이는 2.3cm로 나타났다. TTP 잠제 설치 시 

자연해빈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해안선 위치는 약 24cm 만큼 덜 

침식되었고, 정선에서 수직방향의 침식 깊이가 3.1c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풍파 조건에서는 초기 해안선 지점에서 

3.1cm 깊이의 침식이 발생하였고, 해안선은 31cm 후퇴하였다. 

이때 TTP 잠제 설치지점 전면 180cm 부근에서 최대높이 6.5cm

의 큰 연안사주가 생성되었다. 또한 자연해빈 상태에 비하여 해

안선이 46cm 만큼 덜 침식되었고, 초기 해안선 지점에서 깊이

가 약 3.7cm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TTP 잠제 설치 시 자연해

빈상태보다 해안선 위치는 전진하고, 해안선 주변의 침식은 감

소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잠제 설치에 따른 공

법 적용 배후구간에서의 파랑저감 효과로 판단된다.

4.3 인공산호초 공법 적용 시 지형변동

Fig. 5(c)와 Fig. 6(c)는 각각 인공산호초 공법이 적용되었을 때 

평상파 및 폭풍파 조건에서의 지형변화를 나타낸다. 평상파 조건

의 경우 초기 해안선 지점에서 2.4cm 깊이의 침식이 발생하였고, 

해안선은 14cm 후퇴하였다. 연안사주는 해안선 부근 326cm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높이는 4.5cm로 나타났다. 폭풍파 조건에서는 

초기 해안선 지점에서 3.2cm의 깊이의 침식이 발생하였고, 해안

선은 17cm 후퇴하였다. 이는 인공산호초 공법이 적용된 경우의 

해안선은 자연해빈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평상파의 경우 28cm, 

폭풍파의 경우 60cm 만큼의 해안선 후퇴룰 방지한 것을 의미하

며, 해안선 부근에서의 표사이동이 상당히 저감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폭풍파와 같은 고파랑 내습 시 TTP 잠제보다 해안선이 

14cm 덜 침식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더 큰 연안사주를 발생시키

지 않았다. 이는 인공산호초 구조적 특성상 모래포집부에 표사가 

침식되지 못하도록 포집하여 완만한 해빈경사가 유지된 것에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지형변동실험 결과에 대한 상

호비교결과 인공산호초 공법 적용 시 가장 안정된 해빈 형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침식저감율 및 포집율 산정

평상파 및 폭풍파 조건에 따른 해빈사의 침식저감율과 포집

율을 구하기 위해 조파 전과 후의 해빈사 체적을 측정하여 파

랑 내습에 의해 유실된 해빈사 침식량을 산정하였다. 이후 코랄

셀 내부에 포집된 해빈사 포집량을 측정하였고, 식 (4)를 이용

하여 침식저감율( , Efficiency of erosion reduction)을 계산하

였다.

 

 ∆
× (4)

Table 2는 각각의 실험조건에 따른 총 해빈사 침식량(∆, cm3), 

해빈사 포집체적( , cm3), 침식저감율(%), 해빈사 포집율( , %)

을 나타낸다. 실험결과 자연해빈에서의 해빈사 침식량( , cm3)은 

평상파 조건에서 32,902 cm3, 폭풍파 조건에서 63,846 cm3으로 폭풍

파 조건에서 2배 이상의 침식이 발생하였다. 침식저감율은 평상파 

조건에서 인공산호초(34.71%) > TTP(11.43%)로 나타났으며, 폭풍

파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산호초(71.00%) > TTP(54.24%)로 

인공산호초공법 적용 시 가장 높은 침식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침식저감율은 평상파 조건에서 인공산호초(34.71%) > 

TTP(11.43%)로 나타났으며, 폭풍파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산

호초(71.00%) > TTP(54.24%)로 인공산호초 공법 적용 시 가장 높은 

침식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빈사 포집율의 경우 총 해빈

사 침식량 대비 23.98%(평상파), 35.48%(폭풍파)의 포집성능을 나

타냈다. 결과적으로 연성구조의 모래포집부를 가지는 공법의 특성 

때문에 외해로 유실되는 해빈사를 포집하여 해빈침식을 저감시키

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해빈형상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안침식 피해 대응을 위해 개발한 인공산호

초 공법의 파랑 제어 및 침식해빈사 포집성능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2차원 수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상파 조건에 대한 실험결과 파고전달율은 인공산호초 

공법은 0.74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연해빈과 TTP공법 적용

사례에 비해 우수한 파랑 감쇠성능을 나타냈다. 폭풍파 조건에

Total beach 
sand erosion
(∆, cm3)

Efficiency of erosion 
reduction
( , %)

Volume of captured 
beach sand
( , cm3)

Efficiency of beach 
sand capture 

( , %)

(a) T.T.P under
ordinary wave

29,142 11.43 - -

(b) T.T.P under
storm wave 

41,394 54.24 - -

(c) ACRs under
ordinary wave

28,260 34.71 6,776.7 23.98

(d) ACRs under
storm wave 

28,693 71.00 10,179.3 35.48

Table 2 Results of the topographical analysis for each experiment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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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TP 공법은 파랑전달율이 0.99로 감쇠효율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자연해빈에서는 배후에서의 파고가 7% 증가하

였다. 이에 비해 인공산호초 공법이 적용된 경우의 파랑전달율

은 0.86으로 나타나 자연해빈조건 및 TTP공법과 비교하여 구조

물 배후에서 파고감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파랑조건 별 지형변동분석결과, 인공산호초공법 적용 시 

의 해안선은 자연해빈 조건에 비해 평상파 조건에선 28cm, 폭

풍파 조건에선 60cm 만큼 침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한 자연해빈조건에서는 침식된 표사에 의해 외해 측에서 연안

사주가 만들어진 것에 비해, 인공산호초 공법 적용 시 해안선부

근에 연안사주가 발생하는 등 해안선 후퇴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인공산호초 공법 적용 시 폭풍파 조건에서 약 

71.0%의 침식저감율과 35.5%의 해빈사포집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리실험을 통해 파고전달율과 해빈사 

침식방지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안침식피해 대응을 

위한 인공산호초공법의 현장 적용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3차원 평면 실험을 통해 인공산호초 구조체 

제원, 개구부 간격 등의 실험조건에 대한 파랑 및 지형변동 영

향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의 최적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인공산호초 공법의 최적 설계

기준이 도출되고, 공법 개선을 통해 연안침식 방지성능이 향상

된다면 침식피해를 겪는 현장에 적용되어 피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8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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