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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부산 해안선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제시하며, 해안선의 관광개발과 환경 리모델링에게
이론적 근거와 지도 기준을 제공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인 해안선의 발전 특성을 통하여 환경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며 공간 구조에 시간축선을 결합한 조사방법으로 역사영상 기능과 그래픽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부산 해안선 형태 변화의 특징을 찾는다.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복도, 연전성, 은폐성, 시야도인 다섯 개의 
요소를 통하여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과 생태 복구 해안선의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국제 콘테스트 사례를
도입하여 대책을 모색한 결과 관광, 사고, 개발, 문화, 그리고 개조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환경보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 리모델링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인성화된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 해안선 형태, 환경보호대책, 거주환경, 생태복원 해안선, 인성화

Abstract  This paper puts forward protection strategies for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Busan 
coastline, providing theoretical basis and guiding standards for the tourism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the coastline. The order of research is to deduce the factors that 
affect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theoretical coastlin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investigation method of spatial structure combined with time axis is adopted, and historical images an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re us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morphological changes of Busan 
coastline. The three types of natural coastline, artificial coastline and ecological restoration coastline 
are analyzed through the five factors that affect the fluctuation, extensibility, greening rate, 
concealment and vision of space. According to the above discuss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mples are introduced to find solutions. Finally, environmental protection schemes are put forward 
from five aspects of tourism, accidents, development, culture and transformation. In the future 
research, it will focus on the transformation of coastline space to provide a more humanized activity 
space for coastline residents.

Key Words :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Living environment, Ecological restoration of coastline, 
Hum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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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제와 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바다에 인접

한 국가들의 발전 중심이 점점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2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바다에 인접한 
곳은 약 180곳이며, 약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해안선 
100km 이내의 범위에 거주하고 있다. 해안 도시의 빠른 
확장과 해안선의 과도한 개발은 해안선의 공간형태를 크
게 변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일련의 환경문제들이 생겨났다.

Fig. 1을 통하여 최근 몇 십 년 동안 부산이 간척 방식
으로 해만을 메웠으며, 주요 건설은 무역항구, 조선소, 도
로시설, 주거구역, 시장과 관광지 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 환경이 바다 쪽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동시에 
공간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으므로써 해안선의 환경문제
가 심각해져 환경보호와 공간 리모델링 작업이 시급하다.

Fig. 1. Map of Change in Local Busan Coastline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 내용에서 해안선의 형태가 환
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안선의 형태 변화로부터, 
30년간 해안선 구조의 변화 특징과 사람의 거주환경 실
태를 파악하여 해안선 형태의 변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찾는다. 해안선의 환경보호 대책을 연구
하는 목적은 해안선 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해양공간의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공간 디자인의 인성화
와 도시문화의 속성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사람과 자연
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해안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부산 해안선을 연구범위로 하고 BIGEMAP의 역사영

상 기능을 사용하여 1988~2018년의 해안선 사진을 획
득하며, 부산 해안선의 구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30년 동

안의 변화 상황을 비교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형태 분석을 진행하여 해안선의 환경문제와 영향요소를 
정리한다. 또한, 영향력이 비교적 큰 3개의 국제 콘테스
트 사례를 선택하여 장소의 속성, 공간 관계, 현재와 미래
의 발전, 디자인 실천 방법 등을 분석하며 초기 연구 결
과에 따라 환경보호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제1장은 
서론 부분이다. 주로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내
용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하며, 연구의 기초와 전제가 
된다. 제2장은 연구 대상의 현황조사로, 시간과 공간으로
부터 해안선 형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의 중점을 
정리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조사연구, 비교
연구와 사례검증연구로 나눌 수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국
내의 해안선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고 연구의 특징과 
부족한 점을 분석하였다. 현장연구는 부산 해안선에 대한 
고찰과 질문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조사자료와 촬영자료
에 따라 해안선의 다양한 유형의 단면도를 제작하였다. 
비교연구는 그래픽 중첩 기법을 이용하여 부산 해안선의 
최근 30년 동안의 형태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마지막으
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세 개의 해안선 보호 및 리모델링 
사례를 들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 부산 해안선 현황 및 형태 분석

2.1 부산 해안선 환경 현황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며 동아시아 대륙과 해양문화 교류의 유대와 다리이다. 
이곳에는 해운대를 비롯한 7개 해수욕장과 여러 해안공
원, 해상체험 등 풍부한 해상자원이 있다. 또한 부산은 한
국의 해양 관광 이미지의 대표가 됨으로써 바다와 관련
된 관광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안선 관광업의 빠른 
발전으로 인간의 활동은 해안 환경에서 점점 더 빈번하
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과 육지의 경계선은 해안선이라고 불리는데, 해안
선 환경은 주로 바닷물, 모래사장, 암석, 진흙, 식물, 인공
기반시설과 구축물 등으로 구성된다. 해안선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자연현상, 인공환경 그리고 인간
의 행위활동이다. 자연현상은 장기적으로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후 변화, 지각 운동, 지진, 하구 
침적물과 해수면 상승 등을 포함한다. 인공 환경은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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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cover 

block 

Survey 
status 
chart

Coastline position Usage

Quadruped 
pyramid

large quantities

Tricone 
circular body

small quantities

Deformation
Quadruped 

pyramid
 small 

quantities

Table 1. Analysis of Cover Blocks along Busan Coastline 
(Gwanganri)

의 면적을 늘리거나 생활의 편리를 위한 진행하는 인공
적인 건설이다. 인공 환경은 방파제, 테트라포드, 항구, 
교통, 경관 시설, 구축물 등 공간 환경의 건설을 포함한다. 

부산항 근대 해안선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며 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일본 전략 계획, 인공 시설, 도시 건설과 
시대 경제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7]. 제주도 김녕-월정 
해안사구 지역의 환경 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도시개발, 
방조제 축조, 인공 시멘트 시설 등의 문제점을 인하여 제
주도의 모래언덕 감소와 환경문제 증가를 일으킨다는 결
과를 내렸다[8]. 해운대 해수욕장의 십 년 동안변화를 분
석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의 면적이 50년 사이에 감소한다
는 주원인이 해안선 개발로 인하여 모래의 근원을 막혔
다는 결과를 내렸다[9]. 해안선의 길이변화를 기준으로 
개발 및 계획이 한국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이에1983-2012년간 6.99%의 해안선 개발을 진행
하므로써 자연 해안선이 크게 줄어들고 환경문제가 커졌
다[10]. 상술한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산 해
안선의 현황을 추측할 수 있다.

육지는 바다를 향하여 빠르게 확장되어 현재 대부분의 
평탄한 해만이 메워져 있으며, 자연 곡선에서 접선 또는 
직선형 해안선으로 변화하였다. 해안 공간의 과도한 개발
은 해안선 식물경관의 파괴, 친해 공간 축소, 모래사장 퇴
화, 육지형태 손상, 오염원 증가와 인공환경으로 인한 안
전사건 등의 환경문제들을 초래하였다. 비교적 짧은 시간
으로 보면, 인공장소의 건립과 인간의 행위 활동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적인 변화보다 훨씬 크다.

2.2 방파제 테트라포드의 형태 분석
194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이형 콘크리트 테트

라포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1949년 다
리가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블록을 연구하여 여러 나라에 
적용했다. 일본은 1960년부터 이형 테트라포드를 연구
하고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연구진과 자금을 투입하
였다. 1970년에는 100여 종의 이형 콘크리트 테트라포
드가 개발되었으며, 10여 년의 연구와 개선을 거쳐 10여 
종의 테트라포드가 추가로 연구되었다. 

수십 년의 연구를 거쳐, 세계 각국에서 모두 140여 종
의 이형 테트라포드가 개발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이
미 해안선 방호사업에 활용되었다. Table 1과 같이 부산 
해안선은 주로 세 가지 이형의 테트라포드를 사용하였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의 앞쪽에 놓이고 파도가 댐의 꼭대
기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물이며 
파도가 지나갈 때 파도의 충격을 줄여들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피해를 막고 감소시키며 가드레일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항상 테트라포드의 형태가 파도에 미
치는 작용에 주목해 왔지만, 해안선 주변 인간 활동의 사
고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하였으므로써 각국에서는 테트
라포드로 유발된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부산 해안
선은 테트라포드를 많이 활용해, 전체 도시와 바다 사이
에 회색의 콘크리트 접경선을 형성하였다. 원래 무한 확
장이 가능했던 해수면을 제한하면서 해양공간은 하나의 
장벽으로 차단되었다. 공간의 제한성이 늘어났지만, 여전
히 매일 많은 사람들이 제방을 넘어 테트라포드 위에 서
서 낚시를 한다. 한국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테트라포드 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에 비하여 2배가 
늘었다.

2.3 해안선 형태 분석및 비교
부산 해안선을 연구대상으로 BIGEMAP의 역사 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1988년, 1998년, 2008년, 2018년의 
부산의 위성도를 도출하였다.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Coreldraw, Photoshop, AutoCAD를 사용하여 위성도
에 대한 해안선 경로 분석을 진행하고 해안선 경로를 이
미지의 특징에 따라 자연 해안선도와 인공 해안선도로 
구분하였다. 이미지 변화를 통하여 최근 30년간 부산 해
안선 지형 지모의 특성을 연구하며, 각 기간별 건설 상황
을 분석함으로써 대면적의 간척이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
을 탐구하였다.

Table 2와 같이 1988~2018년 사이에 네 가지 단계
의 고화질 위성도와 해안선 유형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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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oastline map Artificial 
shoreline map

Natural shoreline map

1988

1998

2008

2018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Busan Coastline

Time Artificial reclamation area Construction 
purpose

Feature

1988  -
1998

Trading port,
Residential 

areas,
Shipbuilding 
enterprises,

Wharf,
Breakwater 

dam,

New

1998-
2008

Trading port,
Coastal roads,

Trading market,
Other 

enterprises, 
public 

environment, 
breakwaters and 

dams

 

New

2008-
2018

Enterprise 
expansion,

Public 
environment,

Tourist 
attractions，

Expansion

Table 3. Analysis Map of Changes in Coastline Land change

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전체 해
안선 색상은 진녹색에서 점점 회백색과 황토색에 가까워
졌다. (2) 해안선의 선형은 원래 자연의 크기였던 해만에
서 점차 직선 해안 위주로 바뀌었다. (3) 인공 해안선의 
길이는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자연 해안선은 점점 짧아
졌다. 부산은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해운과 조선업이 
나날이 발전하며 해만 주변에 항구와 부두가 많아지므로
써 무역과 제조업의 대규모 건설이 부산 해안선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Table 3과 같이 1988년, 1998년, 2008년, 2018년 
네 시기의 전자 위성도에 따라 해안선 육지 변화도를 작
성하였다. 제작 과정에서 10년을 한 단계로 세 단계의 육
지 변화를 통하여 해안선의 변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를 분석을 통하여 1988~1998년과 1998~2008년의 이 
두 단계는 산을 파서 바다를 매립하는 속도가 비교적 빨
라서, 주로 인프라, 주거지역, 시장, 제조업과 국제무역산

업 등을 새로 건설하는 대면적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형
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지 면적의 빠른 증가로 토
지갈등이 잠시 해소되었다. 2008~2018년 이 단계는 육
지 면적의 증가가 느리고, 기업의 확장 공사와 공공 환경 
건설이 주를 이룬다. 

공간 사용과 재해의 특징에 따라 인공 주거, 인공 공
업, 인공 상업, 인공 교통, 인공 녹지, 자연 거주, 자연 교
통과 자연 녹지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11]. 이
번에는 이 이론 연구를 기초하여 분류 형식과 연구 각도
를 보완한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산 해안선의 형태를 측정하고 자
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Table 4와 같이 구성요소와 구조
적 특징에 따라 해안선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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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rphological analysis of Busan Coastline

Comparison and Analysis of Spatial Features 

Spatial attributes Undulation degree Ductility Greening property Concealment Visibility
Spatial action Small Medium Big Small Medium Big Small Medium Big Small Medium Big Small Medium Big

Natural shoreline · · · · ·

Artificial shoreline · · · · ·

Ecological 
restoration 
shoreline

· · · · ·

Table 5. Spatial Characteristics of Busan Coastline

로 단면 분석도를 제작하였다. 연해의 토지자원은 적고, 
육지가 해양공간으로 뻗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므로써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토지갈등과 해양자원의 이용을 해
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해안선은 원래의 자연
환경에서 점차 인공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원래 공

간의 구성요소는 철근 콘크리트로 대체되었다. 부산 해안
선 공간형태를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환경 
악화와 해안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산 해안선의 몇 십년 사이에 일어난 형태 변화를 분
석한 결과, 주요 영향 요인은 간척 공사, 도시건설,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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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비스 시설, 관광 개발, 인간 행위와 해양 자원 이
용 등이 있다. 이러한 영향 요인을 이해하므로써 환경 문
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3. 부산 해안선 환경 분석 및 보호전략

3.1 해안선 환경의 문제 분석
아산만 해안선의 변화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방파제 

축조, 간척 공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간형태 변화로 
인하여 해안선 길이 감소와 생태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2]. 각 유형 해안선 구조의 특징과 변
화 규칙에 따라 결론을 얻는다. 자연 해안선의 공간 형태
는 간단하고, 주로 비교적 가파른 산이나 강이 바다로 나
가는 입구 근처에 있으므로 토지는 일반적으로 잘 이용
되지 않는다. 인공 해안선은 공간의 형태가 복잡하고, 주
로 평평한 구릉과 인간 활동이 밀집된 지역에 있으므로 
공간의 사각지대를 쉽게 형성하고 인간의 안전과 생태환
경을 위협할 수 있다.

부산 해안선의 공간 관계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5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기복도 개념은 지리 분야에서 가장 먼저 나
타났는데, 지형의 절단 깊이를 묘사하고 지형의 특징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하나의 
특정한 해안선 범위 내에서 해발의 높은 지점과 낮은 지
점의 변화 상황을 의미한다. 연전성 개념은 20세기 후반
에 이르러 한층 넓어지고 확장되었고, 표현방식이 2차원 
평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여 최종적으로는 공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공간의 관계는 유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소성과 연전성도 있다. 녹화율은 인공적으로 건설된 장소
가 인간의 주거환경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로, 녹화투영면적과 인공장소 면적의 비율을 가리킨다. 
은폐성이란 은폐되거나 발견되기 쉽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공간의 은폐성을 강조하는데, 인공 시설이나 
구조물로 형성된 공간으로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수 없
거나 쉽게 손상을 끼칠 수 없는 공간이다. 시야성은 주로 
사람의 시선 범위를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해안선 환경에
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건축물이나 인공 시설에 의하여 
시선이 차단되는지 여부를 강조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공
간 관계와 데이터 차이를 통하여 공간의 속성을 비교 분
석하여, 부산 해안선 공간의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일련
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Type   Radar analysis chart  Spatial Attributes

 

Natural 
coastline

   Good
 

Artificial 
coastline

   
   Poor

Ecological 
restoration of 

coastline

  Good

Table 6. Analysis Map Spatial Characteristics of Busan 
Coastline

Table 5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인공 해안선 공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공간
의 기복 변화가 커서, 안전사고를 야기하기 쉽다. (2) 해
안선의 색상은 시멘트 회색을 위주로 하여 식별도가 떨
어진다. (3) 인공 해안선의 직선성은 해양의 연장성을 제
한한다. (4) 테트라포드는 공간의 사각지대를 많이 형성
하여, 쓰레기가 쌓이기 쉽고 인간 활동의 안전을 위협한
다. (5) 철근 콘크리트 재질은 해양생물에 붙어 생장을 방
해한다. (6) 대면적의 철근 콘크리트는 육지에서 식물의 
생장을 방해한다. (7) 제방은 폐쇄성이 강하고 도시와 공
간의 시야가 약하다. (8) 친수공간이 적어서 해안 경관을 
조성하기 어렵다. Table 6과 같이 세 가지 해안선의 속
성 분석도를 보면 자연 해안선과 생태복원 해안선의 공
간적 속성 상황은 비교적 좋은 반면, 인공 해안선의 공간
적 속성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 해안
선의 건설 목적은 기능 공간의 사용 속성만을 강조할 뿐, 
인공 재료, 색상 및 공간이 유발하는 일련의 환경문제에 
소홀하였다. 최근 모래사장의 형식으로 해안선을 복원하
는 것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것은 파도를 없앨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걸러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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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안선 환경보호 사례 분석
이번에 선정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세계급 디자인 콘

테스트에서 채택된 방안이다. 더 인성화된 해안선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진행된 방안 공모는 디자인 이념이나, 리
모델링 전략, 환경문제 해결 등에서 모두 강한 대표성을 
가진다. Table 7과 같이 세 가지 전형적인 해안선 설계 
프로젝트는 설계 이념의 중점이 다르지만, 주요 목적은 
모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역, 토지, 자연, 
도시, 문화, 시민 공간과 인프라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이다.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직접 설계 공모 방식으
로 방안을 확정하므로 민중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하
고 있다. 설계 기관들은 대중 회의를 크게 개최하고, 브리
핑을 발포하고 협력을 발전시키며 여러 조직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개최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더욱 중시한
다. 설계는 장소의 속성이나 역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독
특한 기회를 만들어 사람들이 21세기의 해안 경관을 체
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Project Name Time 
and Location Design Drawing Design Description

Colton 
Seawall 

Sculpture and 
Coastal 

Elevation 
Landscape 

Design

Canada
 2015

Sculptures are used 
to preserve the banks
of the river, expand 

the beaches and 
create a stronger 

feel. 

Reconstructio
n Design of 
Waterfront 

Area
Seattle
2016

Catering to all 
activities and uses of 
the waterfront and 

providing a complete 
view of the 
landscape. 

C
o

astline Park 
Design

a

aan Francisco
22016

This will not only 
address urban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ssues, but 
will also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and businesses, 

creating a spectacular
1.5mile network of 
public parks with 

seamless
connection.

Table 7. Analysis of excellent case

3.3 해안선 환경보호 전략
최근 해안선과 연안지역의 개발 강도가 계속 증가하면

서, 보호와 개발의 갈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인위적으

로 개발된 접근해안현상과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며 해
안환경의 인위적 간섭이 모래사장과 모래언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안환경특성에 적합한 방어조치를 찾
는다[13]. 해안선 관리의 법규체계가 불완전하고,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통일된 계획, 관리 수단과 조치가 부족
하기 때문에 항만개발, 임해공업, 도시건설이 해안선을 
많이 차지하며 자연 해안선이 나날이 줄어들고, 해안 경
관과 생태기능의 훼손, 대중 친해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나타났다. 전기의 부산 해안선 변화 데이터와 공간형태 
분석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해안선 환경보호 대책을 
정리하였다.

(1) 해안선 공간 관광객의 수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환경문제를 완화시킨다. 해양 
문화관광의 급속한 발전으로 관광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써 다량의 폐기된 오염물이 바닷물에 침투하
여 관광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부각된다. 해안선 경관 환
경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환경과 공간이 수용할 수 있
는 관광객의 수를 분석하여 해안선 경관의 수용이 가능
한 지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 여행 성수기
에 수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미리 관광지 수용 제한 수를 
통지하고 배수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해안선 경관은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하여 전부 다 생
태적이고 오염되지 않은 방식을 채택하므으로써 해안선 
구조를 훼손하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관광객의 용량을 적절히 확장하고 증가시켜야 한다.

(2) 해안선 관련 위험 행위를 통제하므로 사고의 발생
을 줄인다. 부산 해안선은 대부분 인공 해안선으로 주로 
테트라포드, 부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의 기복도
가 높고 은폐된 공간이 비교적 많아서 해안선 사고가 해
마다 늘고 있다. 테트라포드의 모양은 기복이 비교적 커
서, 걷기에도 장시간 머물기에도 쉽지 않지만 테트라포드
에는 매일 많은 낚시꾼들이 모이고 있다. 테트라포드 사
고 사례 분석표에서, 추락의 비율이 비교적 크고 추락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낚시와 음주 후 걷기였다. 부산 해
안선의 낚시 지점과 낚시꾼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산 해안선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낚시공원의 설
계를 진행하였다.

(3) 해안선 개발의 강도와 생태환경 문제를 제어하여 
개발과 보호의 관계를 조화롭게 한다.

부산 해안선의 30년 간의 변화 분석을 통하여, 해안선
의 길이가 줄어들고 육지 면적이 빠르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안선 개발속도가 느려지고 생태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매립하는 현상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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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ourism

태환경 문제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안선에 있는 
기업, 주거지역, 관광서비스와 상업 등의 관리를 강화하
고 환경오염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
다. 또한, 해양 신에너지 개발을 늘리고, 파도를 이용한 
발전장치 설계로 파도를 없애질 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
로의 전환도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경관 조명의 제공과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4) 문화 형태의 표현을 통하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사람과 해양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특징 및 개발 전략을 분석하여 해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책을 찾는다. 그 결과는 상징적인 건물 이미지와 
해양문화가 관광객 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14,15]. 해안선 도시문화 속성의 증가는 
해안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 관광
산업의 발전과 해양문화의 전파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
다. Fig. 2와 같이 해안선 경관 공간에서 바다와 관련된 
형태, 기호, 요소, 사건 등을 예술적 처리 기법을 활용하
여 일종의 문화 체험을 만들었다.

(5) 해안선 공간의 설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하여, 사람
과 자연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설계 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여 생태성, 환경보호성, 경제성
과 사회성 등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해안선 환경문제
를 보완하고 있다[16,17]. 전기 해안선 공간의 조사와 데
이터 분석을 통하여,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는 부분의 
해안선 공간을 선정하고 개조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트라포드의 설계 개선, 테트라포드의 조형, 재료, 색
상 등을 변경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줄이거나 방지한다. 
조명 설계 개선, 조명방식을 개조하고 조명시설을 추가하
여 야간에 시야가 흐려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안
내 시스템 설계 개선, 안전경고 표시와 관련사고 구조 정
보 등을 늘린다. 생태관리 설계 개선, 모래사장 복원 또는 
식생 회복 방식을 이용하여 해안선의 공간형태를 바꾸고, 
인간 활동과 자연의 조화를 늘린다. 공간 및 환경 개선 
설계, 도시와 해양의 경계와 장애물을 줄이고 방치되거나 

또는 이용률이 낮은 토지를 공공 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4. 결론

해안선의 30년 역사영상도의 비교와 분석을 통
하여, 인공 시설은 해안선의 총 길이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주로 자연 해안선 감소와 빠른 인
공 해안선 상승으로 포함된다. 해안선의 형태는 자연 곡
선에서 직선 또는 접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육
지와 바다의 관계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든다. 형태 관계 
분석 결과, 인공 환경은 사람과 바다의 가까운 접촉을 막
고, 많은 방치된 공간과 환경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초기의 분석 결론에 근거하여 국제 우수한 사례를 결
합하여, 본 연구는 관광객 통제, 사고 방지, 개발과 생태
문제 조절, 문화 통합과 공간 리모델링의 5개 부분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제의를 한다. 이러한 제의를 통하여 사
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해안가에 거주하는 주민
들의 거주성을 높일 수 있다.

부산 해안선이 길고, 관련 지형과 건설이 복잡하기 때
문에 조사와 연구가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안선 공
간 측정에 대한 샘플이 적기 때문에 제작한 단면도에 오
차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가치 있고 장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연구 과제
기도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 연구와 디자인 실천을 
결합하여 장소의 속성, 인성화된 공간과 생태적 관점 등
에서 해안선의 부분 리모델링 중 공간의 기능 조직과 배
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므로써 공간의 접근 가능성과 연
속성을 증가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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