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ntroduction

해안 및 항만구조물에 의한 모래이동 교란, 댐･보･제방에 의한 하천모래 유출량 감소, 2000년 이후 이상너울･폭풍파에 의한 

연안침식이 심화･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일대는 해변의 백사장 폭이 좁아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연안환경이 변

화하는 등 해안침식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청정해변이 훼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관리법｣에 의거하는 ‘연안정비계획’을 통해 침식 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상 이해도와 예측 신뢰도 부족 

및 해외 사례 오적용 등으로 인공구조물 위주의 과잉설계로 인한 빈번한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동해안은 연안을 따라 표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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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ve field changes resulting from artificial coastal structures constructed in coastal zones have emerged as a major cause of beach
erosion, among other factors. The rates of erosion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 have varied mainly owing to the construction of various ports
and coastal structures; however, impact assessments of these structures on beach erosion have not been appropriately conducted. Thus, in this
study, a methodology to assess the impact of erosion owing to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structures has been proposed, for which a parabolic bay
shape equation is used in determining the shoreline angle deformation caused by the structures. Assuming that the conditions of sediment or
waves have similar values in most coastal areas, a primary variable impacting coastal sediment transport is the deformation of an equilibrium
shoreline relative to the existing beach. Therefore, the angle rotation deforming the equilibrium of a shoreline can be the criterion for evaluating
beach erosion incurr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structures. The evaluation criteria are classified into three levels: safety, caution, and
danger. If the angle rotation of the equilibrium shoreline is 0.1° or less, the beach distance was considered to be safe in the present study;
however, if this angle is 0.35° or higher, the beach distance is considered to be in a state of danger. Furthermore, in this study, the distance
affected by beach erosion is calculated in areas of the eastern coast where artificial structures, mainly including ports and power plants, were
constructed; thereafter, an impact assessment of the beach erosion around these areas was conducted. Using a proposed methodology, Gungchon
Port was evaluated with caution, whereas Donghae Port, Sokcho Port, and Samcheok LNG were evaluated as being in a state of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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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stream)가 발달하여 인공구조물 건설 후 야기되는 침식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를 예측하는 기존 해안선 변화 및 지형 변화 모형의 과

소 평가 또는 신뢰성 부족으로 동해안 해안침식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동해안의 여러 해안침식 원인들 중에서도 인공구조물의 축조로 인한 해안선 변화가 주를 이룬다.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강원도 삼척시 

궁촌항 등의 항만구조물,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변,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해변의 해안구조물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 삼척 LNG의 화력발전

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Kang et al.(2010)은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변에 축조된 헤드랜드 공법으로 인한 침식 사례를 활용하여 인공구조

물로 인한 해안선 침식 현상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침식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축조되는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얼

마나 침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인공구조물의 축조가 얼마나 먼 영역까지의 침식영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안표사 이동으로 인한 평형해안선 예

측은 필수적이다. 과거부터 수행된 여러 평형해안선 경험식(Yasso, 1965; Hsu et al., 1987; Moreno and Kraus 1999)들 중에서도 Hsu and 
Evans(1989)의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은 전세계의 여러 해역에서의 적용성을 검증받았다. 그리고 Coastal engineering 
manual(USACE, 2002)에서 미국의 해안 보존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Lim et 
al.(2019)는 대한민국 동해의 파랑 자료를 활용하여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u and Evans(1989)의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을 활용하여 기존 해안선으로부터 평형해안선의 회전각을 산정하여 

이에 비례하는 해안침식 영향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이하 CERC; USACE, 1984)의 연안 표사량 

공식으로 계산된 연평균 침식 폭과 평형해안 회전각을 비교하여 인공구조물의 축조로 인한 침식영향에 미치는 기준을 수립한다. 마지막으

로 동해안의 항만구조물과 발전소 위주의 인공구조물이 건설된 해안을 대상으로 해안침식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를 산정한다.

2. 평형해안 회전각에 따른 침식 영향 평가 

2.1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

정적 평형을 이룬 평형해안선(Static equilibrium planform)을 예측하는 모형인 Hsu and Evans(1989)의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

(PBSE, Parabolic bay shape equation)은 다음 식 (1)-(2)와 같이 주어진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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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파봉회절점(Focus)으로부터 평형해안선까지의 반경 거리, 는 평형기준점(Control point)을 지나는 해안

기준선(Shore base line)의 파봉기준선(Wave crest base line)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는 평형기준점과 파봉회절점을 지나는 선이 파봉기준

선과 이루어지는 각도, 는 파봉기준선과 반경 거리 이 이루는 각도이다. 그리고   (   )는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의 Fitting 
계수이며, Hsu and Evans(1989)에 의해 제공되었다.
길게 형성된 백사장의 경우에는 평형기준점이 파봉회절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므로 식 (3)과 같이 간단한 근사해를 얻는다(Lim et al., 

2019). 이 경우에는 가 0에 가까워지므로 sin가 에 수렴하게 된다. 또한 평형해안선 계수 역시 와   는 0, 은 1에 수렴한다. 그러므

로 식 (1)의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은 식 (3)과 같은 간단한 관계식 로 표현된다.

≅

 (3)

Fig. 1 Definition sketch of parabolic bay shap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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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의 근사해의 경우에는 인공구조물의 이격거리 와 평형해안선의 반경 거리와 파봉기준선이 이루는 각도 
로 간단하게 평형해안선을 추정할 수 있다.

2.2 평형해안 회전각에 따른 침식 영향 평가

다음 장에서 소개될 CERC(USACE, 1984)의 연안표사량 공식에 의하면 파봉기준선과 해안선과의 회전각 은 연안표사량에 주로 영향

을 주는 원인이다. 즉, 직선인 해안으로부터 회전각에 비례하여 연안표사량이 커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 이때 모래 입경, 파고 등의 변수

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비슷한 값을 가지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항만 혹은 어항과 같은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기존 해

안선은 평형해안선으로 변화하면서 해안선이 회전하게 된다. 이때 해안 회전각 는 식 (4)와 같이 연안과 횡단의 해안선 변화 비율을 통하

여 계산이 가능하다.




 tan (4)

이때, 는 원래의 해안으로부터 평행해안선의 회전한 각도, 는 기존 해안선으로부터 연안방향의 평형해안 길이이며, 는 기존 해안선으

로부터 횡단방향의 해안선 길이를 의미한다. Hsu and Evans(1989)의 평형해안선 근사해로부터 해안 회전각 는 식 (4)로부터 식 (5)와 같이 

유도된다(Fig. 2).

  tan 



cossin

sincos 


 (5)

식 (5)를 활용하여, 평형해안선의 반경 거리와 파봉기준선이 이루는 각도 만으로 간단하게 인공구조물로 인한 평형해안 회전각을 계산

된다.
따라서 식 (5)로부터 인공구조물의 이격거리 에 따른 침식 영향 거리 는 식 (6)과 같이 유도된다.

 tan 

 ×tan
 (6)

여기서, 는 구조물의 이격거리 와 침식영향 거리 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로 식 (7)의 관계를 갖는다.

  tan  


 (7)

위의 두 식을 만족하는 구조물의 이격거리에 따른 침식영향 거리 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침식으로부터 위험 수준은 기존 해안선으로부

터 평형해안 회전각 에 따라 비례하게 된다. 즉, 연안표사 발생 규모에 따라 침식영향력을 평가 가능하며, 인공구조물의 이격거리 에 따

라 와 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tan


 ×tan
 (8)

  tan


 ×tan
 (9)

Fig. 2 Definition sketch of equilibrium shoreline gra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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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 해변이 인공구조물 이격거리 에 따라 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임계 거리이며, 
면 안전 수준이다. 반면에 는 대상 해변이 인공구조물 이격거리 에 따라 보다 더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영향이 심

각하다고 판단되는 임계 거리이며, 
면 위험 수준이다. 그리고 와   사이는 주의 수준이다.

3. 연안표사량 공식을 활용한 해안침식 영향 분석

3.1 연안표사량 공식

인공구조물 축조로 인하여 파랑의 회절을 유발시키며 이는 입사파랑과 해안사이의 빗각으로 유입되어 연안표사 이동을 일으킨다. 
Komar and Inman(1970)은 연안방향의 에너지 플럭스(Energy flux) 와 연안표사량 에 대한 현장 실험을 실시하여 식 (10)과 같은 식을 제

시하였다.


 


 

 (10)

여기서, 는 파력의 크기, 는 표사의 밀도, 는 해수의 밀도, 는 0.3~0.4의 값을 갖는 토사 공극률(Sediment porosity), 는 해안선과 쇄파 

파봉선과의 사잇각이다. 는 연안표사계수로서 표사량 조건에 따라 0.04에서 1.1까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지만 Komar and Inman(1970)
에 의하여 제시된 0.77을 주로 적용된다. 연안방향의 에너지 플럭스 성분 은 식 (11)와 같이 정의된다.




cos
sin (11)

여기서 는 파랑 에너지이며, 는 군속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CERC(USACE, 1984)는 식 (10)을 파랑 에너지와 군속도를 쇄파고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여 식 (12)와 같은 식을 제시하였다.

   ′
 sin (12)

여기서 는 쇄파고이며,  ′   이며 파랑 조건과 관계없는 표사의 단위중량, 공극률 등의 관련 계수이다. 그리고 

 = 0.77,  = 9.81m/s2, 그리고 일반적인 해사에 적용되는  = 2.57,  = 0.35가 적용하여 대부분의 모래에 대해 약 0.167의 값을 갖는다. 그리

고 기준 해안선으로부터 평형해안 회전각 는 식 (5)를 통해 계산 가능하다.

3.2 평형해안 회전각에 따른 단위 시간당 침식 폭 산정

본 절에서는 연안표사량 공식을 활용하여 평형해안 회전각에 따른 단위 시간당 침식 폭을 살펴본다. 또한 Hsu and Evans(1989)의 평형해

안선 경험식으로 유도된 해안침식 영향 평가식을 위한 적정 회전각을 산정한다. 연안표사로 인한 해안침식은 Fig. 3과 같이 표사 이동량의 

차이로 인하여 유발되며, 단위 시간당 침식 폭은 식 (13)과 같이 표현된다.




 




 (13)

여기서 는 해빈단 높이, 는 모래이동한계 수심, 그리고 는 침식 폭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13)에 식 (12) CREC(USACE, 1984)의 연안

Fig. 3 Definition sketch of beach erosion owing to longshore sediment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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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beach erosion according to CERC formula and shore rotation angle

표사량 공식을 적용하여 단위시간당 침식 폭이 계산 가능하다.
Fig. 4는 인공구조물의 이격거리 와 해안길이 에 따른 연평균 침식 폭 과 평형해안 회전각 을 함께 도시한 그림이다. 연평균 침

식 폭이 0.1m 이하면 침식으로부터 안전한 수준이며, 2.5m 이상이면 위험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수준의 평형

해안 회전각 이 0.1°보다 작으면 인공구조물로부터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위험수준의 평형해안 회전각 이 

0.35°보다 크면 인공구조물로 인한 침식의 위험성이 크다. 단, 이때의 연안표사량 계수 는 앞서 언급된 0.167을 적용하였으며, 쇄파고는 

1m라고 가정하였다. 평형해안 회전각 를 활용하여 인공구조물의 침식 영향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Fig. 4에 의하

면 이격거리 가 작은 값에서는 침식 폭이 다소 과소평가되고, 큰 값에서는 과대평가가 된다고 판단된다.

(a) Donghae port (b)Sokcho port

(c) Gungchon port (d) Samcheok LNG
Fig. 5 Construction information of coastal structures in East Sea of Korea (Google Ear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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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해안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해안침식 영향 평가

해안으로부터 너무 먼 이격거리로 축조된 해안 및 항만구조물로 인한 해안침식의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식 (6)-(7)을 

활용하여 동해안 인공구조물로 인한 침식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동해안에 축조된 항만구조물인 동해항, 속초항, 궁촌항 그리고 화력발

전소인 삼척 LNG의 축조로 인한 해안침식 영향을 평가한다. Fig. 5는 각각의 해안에 축조된 항만구조물 및 화력발전소의 이격거리 및 해

안 길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동해항, 속초항, 궁촌항, 삼척 LNG에 축조된 인공구조물의 이격거리 에 따른 해안침식으로부터 안전한 수준은 각각 18.82, 6.59, 

3.25, 12.06이다. 반면에 위험한 수준의 해안 거리는 각각 8.03, 2.81, 1.39, 5.15이다(Table 1). 따라서 궁촌항은 주의 수준인 반면에, 나머지 

동해항, 속초항, 삼척 LNG는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다.

5. 토    의

앞에서 제안한 평형해안 회전각을 활용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침식 영향 평가식은 식 (6)과 식 (7)의 서로 반복하여 계산해야한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적에서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침식 영향 평가식의 근사적인 해를 제안한다. 식 (6)과 식 (7)로부터 유도된 인공구조물의 

이격거리 와 침식 영향을 받는 해안 길이 은 식 (14)와 같이 서로 비례인 관계를 갖는다.

  (14)

이때, 는 침식영향계수로 평형해안 회전각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식 (14)를 활용하여 계산된 와 의 값은 침식영향

계수 는 각각 8.5554와 3.6514를 갖는다(Table 2). 식 (6)으로부터 계산된 결과와 식 (14)의 근사해를 비교하면 직선 형태로 경향이 거의 

일치한 모습을 보인다.

 Table 2 Variables according to beach erosion impact

Impact   

Safe 0.1 m/yr 0.1° 8.5554
Danger 2.5 m/yr 0.35° 3.6514

6. 결    론

대한민국 동해안의 96개의 해안 중 75개 해안이 침식으로부터 위험한 수준에 있다(The Province of Gangwon, 2017). 따라서 해안에 축조

되는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얼마나 침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su and Evnas(1989)의 

포물선형 평형해안선 경험식으로부터 얻어진 평형해안 회전각을 기준으로 인공구조물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
준 해안선으로부터 평형해안 회전각에 비례할수록 인공구조물로 인한 해안침식은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

량적 평가를 위하여 CERC(USACE, 1984)의 연안표사량 공식으로 계산된 연평균 침식 폭과 비교하여, 평형해안 회전각이 0.1° 이하면 안

전수준, 0.35° 이상이면 위험 수준으로 나누어 정성적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동해안에 대형 인공구조물이 축조된 동해항, 속초항, 궁촌항 그리고 삼척 LNG 축조로 인한 해안

침식 영향을 평가하였다. 위험 수준의 평가 기준인 은 각각의 해안에 대하여 2.01, 1.28, 0.57,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궁촌항은 주의 수준에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위험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연안표사량 공식으로 계산된 값과는 다

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1 Evaluation of beach erosion from coastal structures in East Sea of Korea

Structure Beach 

(km)


(km)


(km)


(km) 





 Impact

Donghae port Samcheok Beach 2.20 4.00 18.82 8.03 4.7055 2.01 danger
Sokcho port Sokcho Beach 0.77 2.20 6.59 2.81 2.9944 1.28 danger

Gungchon port Chogok Beach 0.38 2.45 3.25 1.39 1.3270 0.57 caution
Samcheok LNG Gopo Beach 1.41 2.82 12.06 5.15 4.2777 1.83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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