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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바다숲 조성용 시설물의 효율 인 배치를 하여 수치실험을 통하여 바다숲 조성 정지의 조석

류에 의한 해수흐름을 분석하 으며, 분석된 해수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해조포자의 거동을 악하기 하

여 입자추 실험을 수행하 다. 수치실험에 사용된 수치모형은 EFDC(Environmental Fluids 

Dynamics Code)를 사용하 으며, 연직방향으로 총 5개 층으로 나 어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바다숲 조성 상해역의 해수흐름패턴은 상해역 바깥쪽의 주류에 크게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

고, 잔차류를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개의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해수흐름의 패턴을 고

려하여 3곳의 바다숲 시설물의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층에 입자를 투입하여 15일간 추 을 실시한 결

과, 1번과 3번 정 은 해안선에 연하여 띠형태로 시설하며, 2번 정 은 연안에서 약 300 ~ 500m정도 

떨어진 곳에 타원의 형태로 시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일 것으로 단되었다. 

주제어: 바다숲, 수치실험, 해수흐름, 입자추 , 해조포자

Abstract: To arrange artificial reefs for marine afforestation effectively, tidal currents 

were analyzed by numerical experiments, and particle tracking based on tidal currents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path of algae spore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the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EFDC), and water column was vertically 

divided into five layers. Tidal current patterns  were showed to be affected by main 

currents outside of the study area, and two circle currents were observed during the 

analysis of residual currents. Particle tracking lasted 15 days at three installation 

places where artificial reefs for marine afforestation could be deploy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rticle tracking experiment, particle movements at the No.1 and No. 3 

stations were belt types along the coastal line. The No. 2 station documented an ellipse 

type movement 300~500m from coast li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rtificial reefs for 

marine afforestation should be installed in the belt zones at of the No. 1 and No. 3 

stations, and in the ellipse zone at the No. 2 station. 

Key words: Marine afforestation, Numerical experiment, Tidal current, Particle 

tracking, Algae s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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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해역에 있어서의 특징 인 생태계의 하나로서, 

형 해조류  해 류가 농 하게 번성된 장소를 

해조장이라고 하고, 이들 해조장은 다양한 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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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과 높은 생물 생산력을 지니고 있으며, CO2의 

감과 수질을 정화시키는 등 환경보 의 에서

도 매우 요한 연안생태의 한 요소이다[1]. 뿐만 

아니라, 연안 생태계에서 해조장은 계의 주요한 일

차 생산자로서 물질순환의 심을 이루며, 치어들

의 성육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 자란 치

어들은 다시 산란을 하는 산란장의 역할도 하고 있

어, 수생 생태계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조군락이 소멸되고 무

석회조류가 번무하는 갯녹음 상이 확산되고 있으

며, 갯녹음 상의 확산은 수생동물의 먹이원의 감

소, 서식장  산란장의 소멸에 의해 기존 생태계

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3]. 재, 일본에

서는 형 해조군락의 복원  수산자원증강을 

하여 바다숲의 보 과 회복에 심이 집 되고 있

으며, 소멸된 해조군락 회복의 일환으로서 해조류 

서식 지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활발히 개되고 있다[4, 5]. 한, 재 바다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해역도 해 림 의 투하 등을 통

하여 보다 넓은 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

다. 

  갯녹음의 복원  기존의 바다숲에 한 확장재

생산의 효율을 극 화 하기 해서는, 해조류가 정

착할 수 있는 해 림 와 같은 부착기질이 있어야

하고, 바다숲 조성은  해조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서 바다숲 시설을 심으로 하여 포자나 유배를 먼 

곳까지 방출시켜 바다숲 시설로 인하여 주변에 바

다숲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만 성공 으로 

바다숲을 조성하 다고 할 수 있다. 포자나 유배의 

이동은 해수의 흐름과 매우 한 계를 지니고 

있으며, 해수흐름을 면 히 분석하여야만 포자나 

유배의 이동을 제 로 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림 조성해역의 해수흐

름을 수치실험을 통하여 악하고, 입자추 의 기

법을 이용, 바다숲이 시설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포자나 유배(입자)의 이동경로를 추 하여 향후,  

거  해조장을 심으로 주변의 바다숲을 확장함에 

있어 합리 이고 효율 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재료  방법
2.1 연구해역의 개   지형분포

  연구 상이 되는 거제도 남부 해역(Figure 1)은 

조차가 2 m내외의 반일주조가 우세한 해역이며 

평균 유속은 조기시에 창·낙조 공히 0.2~0.8 

m/s정도로 비교  완만한 유속을 지니고 있으며 

해류의 향도 비교  많이 받는 곳이다[6]. 연구

해역의 지형  특징을 살펴보면, 동서  남동방향

Figure 1: Map of study area.

Depth: 

m

Figure 2: Depth distributions and 3D topography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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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길이 약 3 km정도의 개방형 내만이며, 만 주

의 수심이 5~25 m정도로 분포하고, 평균경사

도가 약 0.0102정도의 비교  평탄한 해 지형의 

양상을 보이는 곳이다(Figure 2). 

2.2 실험에 사용된 수치모형의 개요 

2.2.1 수치모형의 개요

  EFDC(Environmental Fluids Dynamics 

Code)는 크게 유동, 퇴 물이동, 수질의 세 요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모델 부분은 수온과 염분

이 함께 고려된 3차원 천해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다. 기본 인 물리  구조는  Blumberg and 

Mellor(1987)가 개발한 POM(Princeton Ocean 

Model)[7],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CH3D-WES 모델  TRIM 

모델과 유사하나, EFDC는 습지에서의 유동 상

을 고려하기 하여 잘피 군락 등과 같은 식물 군

락에 의한 항[8]과, 천해 연안역에서 랑에 의한 

단주기 표면 력 의 외력 등도 고려할 수 있다[9]. 

퇴 물이동 부분은 DiToro and Fitzpatrick 

(1993)에 의하여 개발된 CE-QUAL-ICM의 퇴

물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실트나 토와 

같은 착성(cohesive)과 모래와 같은 비 착성

(non-cohesive)의 다양한 크기를 가진 입자를 고

려할 수 있다[10]. EFDC 모델은 재까지 수많

은 수역의 연구에 용되어 왔으며, 표 인 수력

학(hydrodynamics) 인 연구들로는 미국 버지

니아의 James and York Rivers에서 담수유입

으로 인한 희석효과(dilution effect), 해안선변

화, 치패(shellfish larvae)의 이동에 한 연구

[11-14], 미국 로리다 Indian Lagoon and 

Sebastian River에서 염수 침입에 한 연구, 

미국 Everglades에서의 규모 습지 모의에 

한 연구[15], 미국 로리다 Okeechobee 호에

서 수온 모의에 한 연구 등에 용된 바 있다

[16].  

2.2.2 입자추  알고리즘

  입자는 최 층에서 방출되며, 재부유는 극히 

을 것으로 단되어 층간의 교환이 없이 2차원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흐름장에 놓여진 입자가 passive 

contaminant인 경우 시간 에서 입자의 새

로운 치 는 표류속도벡터 와 분산속도

성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식 1). 

   ․′ ․       (1)    

  식 (1)에서 우변 제 3항은 분산에 의하여 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확률과정론 으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

  여기서, 은 평균치 0, 표 편차 1인 정규분포

를 갖는 난수이고,   
′  ․ 이며, 

은 혼합거리이다. 식 (2)는 이류항을 무시한 확산

방정식의 기본해와 일치한다. 

  한편, 식 (1)에 따르는 확률과정에서는 개개 입

자의 집합에 한 시공간  농도분포 는 다

음과 같은 Fokker-Plank 방정식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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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sin ․ cos     

  여기서,   tan  

,   는 각각 흐름방

향의 종분산계수  흐름과 직각방향의 횡분산계수

로서 식 (4)와 같다. 

   
′                   (4)

2.2.3 분산항의 평가방법

  분산은 난류확산에 있어서 연직방향의 속도분포로 

인한 겉보기 확산을 고려한 것으로, Elder (1959)

는 2차원 개수로에서 식 (5)와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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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기서, 는 수심, ＊는 마찰속도로서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6)

  여기서, 는 력가속도, 는 chezy의 항계수

로써    log로 표 되며, 는 조

도 높이이다. 일반 으로 횡분산계수 는 종분산

계수 의 약 1/4정도의 값을 취한다. 식 (2)에서 

분산에 의한 속도성분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7)

′                    (8)

  여기서, 과 는 평균치 0, 표 편차 1의 정규

분포를 갖는 난수이고, 분산속도의   방향의 

성분은 식 (9)  식 (10)과 같이 된다. 

′  ′cos′sin             (9)

′  ′cos′sin            (10)

2.3 수치실험의 조건 

  연구지역의 해수유동을 재 하기 해 수평방향

으로는 직교격자체계를 이용하 으며, 수직방향으

로는 층의 바닥면을 따라 층을 형성하는 σ-좌표

체계를  5개의 층으로 구성하여 표층과 층의 해

수흐름을 동시에 악하 다. 계산 역을 동서방

향 24.6 km, 남북방향 37.7 km로 역을 구성하

고, 219 × 275개의 유효격자(47,770 개)를 배

치하 으며, 해 림이 시설될 다포 내만의 흐름을 

상세하게 재 하기 하여 격자 1개당의 크기를 최

 320m, 최소 20m의 간격인 가변격자를 사용하

여 구성하 다. 해 림 는 해  면에 시설되므로, 

포자로 가정되는 입자를 층에서 방출하도록 하

으며, 층간의 입자 교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Figure 3). 

Figure 3: Computational grid system.

  계산 기에는  계산 역의 조 가 EL(+)0.0 

m이고, 유속을 0으로 가정하는 cold start 조건

을 부여하 다. 외해경계 조석조건은 인공 성 

TOPEX/POSEIDON의 조석 보정용 모델로 개

발된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ion 

(NAO)의 K. Matsumoto에 의해 개발된 NAO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분조값을 구한후, 수차례 반

복실험을 통해 결정하 다. 계산시간은 조기에서 

소조기를 걸쳐 다시 조기에 이르는 약 15일간의 

수치 실험을 수행하 으며, 계산시간 간격은 CFL 

조건을 만족하는 1.0 로 설정하 다(Table 1). 

Table 1: Conditions of numerical experiments for 
current and particle tracking 

Items Experiment condition

 Computational 
domain

 Geoje coastal waters 

Numerical model EFDC 

 The number of grid 219 × 275, and 5 layers

 Making depth
 Using hydrographic 

chart (No. 224)

 Time step 1.0 sec 

 Simulated period 15 days

 Boundary 
condition

Input tidal elevation 
(   )

Initial condition Cold start
*
 

*Cold strat means that the initial value of tidal 
elevation and current start to calculate fro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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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수치실험결과의 검증 

  본 수치계산 결과의 신뢰성  재 성을 검증하

기 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용하는 거제도 구

조라항 검조소 자료(Figure 4에서 ▲표시)  조

류 측 자료(Figure 4에서 ＋표시)를 이용하여 보

정  검증을 수행하 다. 보정  검증에 사용된 

조석 측 치와 조류측정에 의한 검증 치를 

Figure 4에 제시하 다.

34
o 40

.9
' N

128o 27.8' E 128o 36.2' E

34
o 47

.8
' N

34
o 54

.8
' N

0 5 10 km

Tidal station

Current Obs.

Figure 4: Location of observations of tidal currents 
and elevations in the study area.

3.1.1 조 검증

  Table 2는 측 조석과 모델 계산치의 오차와 

상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상 오차

(ARE)와 오차(Error)는 식 (11)와 같이 정의하

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   상에 있어 

측된 값과 수치실험에 의해 측된 값이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TASK 

2000(Tidal Analysis Software Kit, 2000)으

로 구성된 측값과 실험값의 4 분조(M2, S2, 

K1, O1)에 한 시계열분포도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Figure 5).  

       
Items

 

TR/2
(cm)

Phase
(˚)

ARE Error

TR/
2(%)

TR/2
(cm)

Phase
(˚)

M2
Mod. 57.5 257.0

0.2 0.1 -0.7
Obs. 57.4 257.7

S2
Mod. 26.1 296.1

-0.8 -0.2 -0.2
Obs. 26.3 296.3

K1
Mod. 10.0 174.7

1.0 0.1 1.8
Obs. 9.9 172.9

O1
Mod. 6.2 144.4

2.4 0.1 0.7
Obs. 6.1 143.7

Table 2: Absolute and relative errors of tidal 
elevation between the model and the observations

- The criterion of phase is 135°.

- TR/2 means Tidal Range/2.

- Mod. and Obs. are the values of models and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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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the simulated values and 
the observed ones of tidal elevations at the 
observation stations in the study area.

ARE(Absolu

te relative 

error)
=

Model - 

Observed
× 100    (11)

Observed

Error =
Model - 

Observed

3.1.2 조류검증

  Figure 6은 장 측과 수치실험으로 인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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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Stick diagram으로 비교한 것이며, 

조기 25시간에 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검증결과, 창・낙조의 류양상을 잘 재 하고 

있으며, 낙조류가 창조류에 비해 근소하게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립해양조사원 

(2002)의 측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17]. 

측치에 비해 수치실험의 흐름 강도가 약 10 

~20%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반 으로 흐름 양

상을 잘 재 하고 있으며, 장에 용하기에 무리

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6/22/05 6/22/05 6/22/05 6/23/05 6/23/05 6/23/05

20 cm/s

RCM9

(A) Observed velocity values 

6/22/05 6/22/05 6/22/05 6/23/05 6/23/05 6/23/05

20 cm/s

model

(B) Simulated velocity values

Figure 6: Comparison of the simulated values for
tidal currents with the observed currents  using a 
stick diagram.
   

3.2 수치실험의 결과

3.2.1 역  상세역의 해수흐름의 재 결과

  검증결과를 토 로 거제 동부해역의 역 인 해

수 흐름 특징을 악하 다. 표층과 층 창･낙조

류 벡터도를 Figure 7(a~d)에 제시하 다. 

  흐름계산 결과 조기의 창조류시 주류의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은 바다숲 조성해역의 남동쪽에 치

하고 있는 매물도 부근이 0.98 m/s 으며, 낙조

류시는 1.05 m/s로 나타나 낙조류시가 흐름의 강

도에 있어서는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해 림

가 시설될 해역은 양쪽으로 길게 뻗은 반도로 인하

여 창・낙조시 모두 흐름에 하여 향을 거의 받

지 않는 0.1 m/s이하로 매우 미약하 다. 

  바다숲 조성해역의 역 해수흐름에서도 언 하

듯이 거제 동부는 창조류시는 남서향, 낙조류시

는 북동향의 유향  유속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

서 해 림이 시설될 해역의 다포내만도 남서-북서

향의 유속에 강한 향을 받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Figure 8, a~f). 창조류시는 남서향 흐

름이 주류를 이루며 진행하고 있으나, 내만으로 직

 유입되지는 않았다. 만 우측의 강한 주류로 인

하여 만내에서는 시계방향의 순환류가 형성되고 있

었으며, 유속은 매우 미약하여 0.05 m/s이하 다. 

  낙조류시는 북동향하며 창조류와 마찬가지로 지

형  특성으로 인해 만내로 흐름이 진입하지 못하

고 있으며, 반 시계방향의 순환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창・낙조시 공히 표층과 층에 

흐름양상에 있어서 유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유속

의 강도에 있어서는 10%정도 층이 작은 값을 나

타내었다.

  조기시의 잔차류를 확인한 결과, 만의 앙을 

기 으로 두 개의 순환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하 다.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포자나 유배 등

은 결과 으로 잔차류의 패턴을 따를 것으로 상

되므로 포자 등의 이동은 만의 앙을 기 으로 상

하로 구분하 을 때, 상부에서는 시계방향으로, 하

부에서는 반 시계방향으로 포자나 유배가 이동될 

것으로 단된다. 잔차류에 있어서도 표층과 층

의 유향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속에 있어 

10%정도 층 유속값이 작게 나타났다.    

  흐름에 한 수치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바다숲 

조성시설의 요건을 정하여 보았다. 우선, 만내가 

유속에 하여 매우 정온하여, 시설물이 강한 유속

으로 인하여 세굴되거나 활동  도에 하여 안

정할 것으로 단되며, 동쪽으로는 완 히 개방되

어 있어 수질이 악화될 우려도 없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한 창・낙조시와 잔차류에서도 순환류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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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urrent patterns and velocities at the spring tide in the study area(wid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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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cular area, surface, flood flow b) particular area, bottom, flood flow

c) particular area, surface, flood flow d) particular area, bottom, flood flow

e) particular area, surface, residual current f) particular area, bottom, residual current

Figure 8: Current patterns and velocity at the spring tide in the study area(particula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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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어 포자나 유배 등이 만내에 체류 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조류의 포자  유배

는 종에 따라 틀리기는 하나, 포자방출시기의 유속

이 15 cm/s 이상이 되면 부착율이 거의 0에 가까

워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본 연구해역의 

경우, 조기의 평균유속이 창·낙조 공히 0.05 

m/s 이하로서 흐름환경에 있어서는 해조류의 포자

가 부착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인 것으로 단된다.

3.2.2 입자추  결과

  거  해조장이 시설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바

다숲에서 방출된 포자  유배 등의 이동경로를

악하고, 향후 바다숲 시설을 증설 할 때 참고 자료

로 활용하기 하여, 입자추 실험을 수행하 다. 

재 바다숲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Figure 9

에 나타내었으며, 시설계획지를 입자의 기 치로 

설정을 하 다. 입자의 추 은 한 조석주기(15일)

에 걸쳐 수행되었다.

  1번 정 의 경우, 입자는 기에 서편으로 잠시 

이동하 다가, 이후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이

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번 정 이 잔차

류의 분기  부근으로서 흐름이 반 방향으로 류

되는 지 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1

번 정 을 약간 더 서편으로 이동시키면 해조의 포

자는 완 히 서쪽으로 이동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1번 정 의 입자는 6일까지는 서편으

로 약 500 m정도 이동한 후, 이후 15일 까지 동편

으로 약 2.5 km정도 이동하 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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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itial position of particles in the study 
area(bottom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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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article position after 15 days from 
station 1 in the study area(bottom layer). 

  2번 정 의 경우, 입자 방출 후 4일까지 연안에

서 법선방향으로 약 300 m정도 멀어지다가, 5일 

이후부터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 다. 이

후 매우 느리게 이동하다가 13일째 연안으로 근

하여 최종 으로는 연안에서 100 m정도 떨어진 

곳까지 근하 다. 2번 정 의 경우, 만의 가장 

안쪽으로서 해수 흐름 실험결과 유속이 0.05 m/s

정도로 바다숲 조성해역  가장 느린 흐름을 보이

는 곳으로 나타나, 입자의 경로도 1 번 정 에 비

해 매우 짧은 것으로 단된다. 2번 정 의 입자는 

15일간 남동 방향으로 약 500 m정도 이동하 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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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article position after 15 days from 
station 2 in the study area(bottom layer).



입자추 기법을 이용한 바다숲 조성지의 확장에 한 수치 측  175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4권 제6호, 2010. 9 / 931 

34
o 49

.4
' N

128o 28.5' E 128o 30.5' E

34
o 51

.0
' N

km0 1 2

3

Figure 12: Particle position after 15 days from 
station 3 in the study area(bottom layer).

  3번 정 의 경우는 입자 방출 즉시 남동쪽으로 

이동하 다. 3일 후에 약 1 km를 이동하 으며, 5

일 후에는 만내를 완 히 벗어났고, 7일 이후에는 

방출 지 으로부터 약 2 km 떨어진 인근의 섬까

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 다. 11일 이후에는 약 4 

km이상 이동하 으며, 14일 이후에는 계산 역

을 벗어나 계산을 지하 다. 3번 정 의 입자 이

동 속도가 격히 빨라지는 이유는 만내에서도 비

교  강한 흐름을 지니고 있고, 주류가 흐르는 곳

과도 지리 으로 가까워 기에는 비교  느린 이

동 양상을 보이다가 입자가 주류에 포함이 되면서 

격히 빠르게 이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12).  

  각 정 에서의 15일 간의 입자이동경로를 한 

에 악하기 해  정 에서의 입자 이동경로를 

Figure 13에 표 하 다. 바다숲 시설지로 선정

된 3 곳의 정 에 거  해조장을 시설하 을 경우, 

만내에 체 으로 해조의 포자나 유배 등을 골고

루 이송시킬 것으로 단된다. 향후, 바다숲 시설

을 증설 할 경우, 1번과 3번 정 은 입자경로를 참

고로 하여 해안선에 연하여 띠형태로 시설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고, 2번 정 은 연안에

서 약 300 ~ 500 m정도 떨어진 곳에 타원의 형

태로 시설한다면 보다 효율 일 것으로 보인다. 

한, 해조의 포자나 유배 등의 확산을 고려하여 바

다숲을 조성 할 경우, 먼  해수의 흐름을 악하

여 잔차류의 패턴을 분석한 다음, 최종 으로 입자

추 실험을 실행하여 포자나 유배를 만내에 체

으로 확산 시킬 수 있는 정 을 선별하여 해 림

를 시설하면 최 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실제의 포자확산의 양상을 살펴보면, 柳瀬등

(1983)이 감태의 모조주머니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체의 출 수와 거리의 상 계를 장실험한 결

과, 거리에 따른 착생율은      형태의 

지수함수 인 감소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

으며[19], 川崎(1995)는 감태와 황의 포자를 

상으로 거리와 착생의 계를 고찰한 결과, 최 착

생거리는 400 m정도로 나타났으나, 부분 100m 

이내에서 착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20]. 비교  무거운 비 을 지닌 모자반류는 감태

나 다시마류보다도 착생거리가 더 짧은 경향을 나

타내었는데, 安藤등(2002)의 결과에 따르면, 모자

반의 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체로 8.3~26.3 

m의 착생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 다[21]. 

그러나 수치실험으로부터 밝 진 입자의 이동거리

는 수백 미터에서 길게는 수 킬로미터까지 분산되

었지만 앞서 언 한 [19~21]의 연구결과 와는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해조류 포자의 경

우,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착생율이 히 하되

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감태포자

의 경우, 착생률은 포자방출후, 5분이 지나면 최

의 착생률로부터 약 50%정도 착생률이 감소하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22]. 따라서 수치실험으로 

밝힌 입자의 거동을 따라 해조포자가 멀리까지 이

동할 수 있어도 포자의 생존시간내에 기반시설물에 

착 하여야 성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

하고 있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바다숲조성용 시

설물을 조성할 경우, 바다숲시설은 수치실험결과에

서 도출된 입자분산방향을 참고하여 시설하되, 시

설의 범 는 상해조종에 따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감태나 황, 다시마류는 포자의 비 이 가

벼워 비교  멀리까지 이동하므로, 거  해조장을 

시설할 경우, 100 m내외의 시설범 가 권장되고, 

모자반류는 20 m 내외의 시설범 가 바다숲 조성

에 있어 보다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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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바다숲 조성 시설에 있어 주변해역으로까지 바다

숲을 확장시키기 해, 포자 등의 방출은 매우 

요한 요소 에 하나이며, 바다숲 조성 시설의 거

 해조장에서 방출되는 해조의 포자 등의 이동을 

악하기 하여 수치모형(EFDC)을 통하여 입자

추 실험을 수행하 다.

  해수흐름을 분석한 결과, 바다숲 조성 정지의 

흐름양상은 만 바깥쪽의 빠른 흐름에 의한 와류

상에 주로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의 

창∙낙조에 한 잔차류는 만을 심으로 하여 각

각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순환되는 흐름이 발

생하여 이를 고려하여 해 림 의 시설 치를 선정

하 다.

  해 림 의 시설 치 선정 후, 바다숲 조성후에 

바다숲의 확장성을 악하기 하여 입자추 실험

을 수행하 다. 해조포자로 가정된 입자는 잔차류

의 흐름방향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확인하 고, 

1번과 3번 정 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길게 확장될 

것이 상되었고, 2번 정 에서는 해안선에서 

300~500 m 가량 떨어진 곳을 심으로 하여 확

장될 것이 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자의 이동양상을 취 하기 하

여 난수발생을 이용한 입자추 기법을 이용하 다. 

그러나 난수를 발생시켜 입자를 추 하는 방법은 

확률론  해석방법으로서 많은 반복 인 계산과정

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바다숲의 확장성을 방법

으로 근하기 하여 입자추 을 이용하 으나, 

실험이 일회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해조

포자의 이동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해서는 

통계  유의성을 가지는 범 까지 실험을 반복 수

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개개의 

입자는 층간의 교환이 없는 2차원 인 거동을 가정

하여 수행하 으나, 앞으로는 상 해조류에 한 

포자나 유배 등의 비 을 이용하여 침강 속도  

수괴 내에서의 생존체류시간 등을 고려한 입자추  

실험을 수행하여 상을 보다 정 하게 재 할 필

요성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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