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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하중을 받는 굴착치환 사석경사식 방파제의 침하량 산정과 

설계 적용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Assessment of  Displacement by Wave Force for Rubble Mound

Breakwater and its Application to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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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파랑하중은 연약지반을 굴착 치환시킨 후에 축조된 사석경사식 방파제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요소이다. 특히 일부 침하를 허용하는 굴착치환 사석경사 방파제에서 침하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었으

나, 설계 시 파랑하중에 의한 방파제의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랑하중에 의한 방파제 침하의 영향을 설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방파제 침하량을 계산한 후 현장계측자료와 비교하였다. 계산값과 실측값은 양호한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사석경사식 방파제, 파랑하중, 침하량 

Abstract : Wave force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gives a direct affect to stability  of the rubble mound

breakwater. Particularly wave force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in cause of displacement for replaced rubble

mound breakwater which permits a little displacement to some degree. But the effect on displacement by wave

force has not been considered and reflected in design.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mpared numerical analysis

displacement with field measured displacement so that the effect of wave force on displacement can be reflected in

design.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is displacement was well consistent with field measured displacement data.

Keywords : rubble mound breakwater, wave force, displacement

1. 서 론

부산신항 동방파제가 설치된 곳은 점토층인 연약층이 깊

게 발달되어 있어 연약층 전체를 양질의 모래로 치환시켜

방파제를 건설하기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요구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약층 상부일부를 굴

착하여 모래로 치환시키는 공법을 채택하였다. 즉, 일부 연

약층 심도가 40 m 이상으로 대단히 깊어 소요기능과 경제

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굴착치환공법을 적용하

였다. 본 방파제는 어느 정도의 압밀을 허용하는 구조로 설

계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소요강도가 얻어지는 깊이까지 치

환하되, 지반의 원호활동 안전율이 확보되도록 준설치환 심

도가 결정되었다. 이 공법은 국내외 적용사례가 많아 흔하

게 적용되는 공법이지만 시공 이후에도 압밀침하를 허용

하기 때문에 설계 시 침하 및 제체의 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외적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이론적인 해석(정적하중을 고

려한 압밀침하이론)에 의한 설계만을 그 근거로 하고 있

을 뿐이며, 그 해석조차도 방파제 제체의 정적인 하중만을

주 대상으로 하여 추정함으로서, 파랑 등 동적하중에 따른

변위거동에 대한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분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압이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

본 沿岸開發技術硏究센터(2001)에서 개발한 CADMAS-

SURF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제체 거동해석은 Itasca Consulting

Group(1998)에서 개발한 유한차분법에 의한 수치해석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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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인 FLAC(Fast Lagrangian Analysis of Continua)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침하에 영향을 주는 대표파

를 선정하여 동적하중으로 고려함으로서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대상방파제 및 계측현황

2.1 모델 방파제 

모델 방파제로서는 부산신항 동방파제를 연구의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선정의 이유는 내습파랑과 방파제 침하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어 파랑 관측자료와 방파제 침하

계측자료를 충분히 실시간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방파제는 부산신항의 정온도 확보를 위해 가덕도와

연해 설치(해양수산부, 1997) 되어 있으며, 총연장은 600 m

이며, 평균수심은 DL(-)11.5 m 내외로 전 구간에 걸쳐 단

면변화가 크게 없다. 

방파제의 길이가 600 m에 달하므로 점토층인 연약층 심

도가 구간별로 약간 상이하며, 방파제 입구인 두부구간에

서는 파랑이 집중되어 보강이 필요하므로 방파제 연장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굴착치환공법의 경우 방파제 준공 이후에도

지반의 압밀침하를 허용하므로 예상되는 침하량만큼 방파

제의 마루높이를 높게 설계하였다. 상부구조형식은 연약지

반에 적용성이 좋은 TTP 피복 사석경사제로 계획되어 있다.

점토층 심도의 경우 항로 측 두부부근에서 가장 깊은 것

으로 나타났고 동측으로 갈수록 심도가 얕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지측과 바다측의 점토층 심도는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나는 점토층은 통일분류법에 의

하면 대부분 CH로 분류된다. 그리고 점토층 하부에는 모

래질실트, 모래 또는 자갈층이 존재하고, 그 하부에는 연

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침하량 계측지점을 Fig. 1의 부산신항 동방파제 평면도

와 종단면도에 표시하였다. Fig. 2는 부산신항 동방파제 표

준단면도이다. 

2.2 계측 현황 

침하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ESP-1 ~ ESP-6까지 총 6개의

계측기를 Fig. 1에서와 같이 배치하였다. 계측기간은 2002

년 5월 14일부터 2005년 11월 16일(약 42개월)까지이며,

평균 약 5일 간격으로 독취 하여 총 274개의 Data를 획

득하였다(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2006). 

파고계측 지점은 동방파제로부터 외해측으로 300 m 떨

어진 지점으로서 부산신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기간 연

속적인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분

Fig. 2. Typical cross section of east breakwater at Busan new port.

Fig. 1. Plan and  longitudinal section of east breakwater at Busan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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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활용하였다(해양수산부, 2005). 파고를 관측하기 위

해 Direction Wave Ride Buoy 1기가 사용되었으며, 계측

기간은 총 973일(2002/01/01 ~ 2004/09/16 까지)이다. 

현장의 파고 계측지점 위치는 제체에 의한 반사 등의 영

향을 최소화하면서 침하량과의 상관에 유효한 자료로 활

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요 태풍인 ‘Rusa’, ‘Sodello’,

‘Maemi’, ‘Megi’의 경우는 반사파가 상당히 중첩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최대 엔트로피법을 사용하여 방

향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입반사파 분

리를 실시하였다. 

3. 현장 자료의 분석 

3.1 계측자료의 정리 

파고계로부터 계측된 파고를 1시간 또는 3시간 간격으

로 분석하여 유의파고(H
1/3

)의 시계열을 Fig. 3에 제시하였

다. 태풍이 내습한 경우 이상파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태풍은 2003년 ‘Maemi’가 내습했을

당시로 최대 유의파고가 7.77 m에 달했다. 다음으로 2004년

‘Rusa’, 2004년 ‘Megi’, 2003년 ‘Sodello’ 순인 것으로 나

타났다.

6개의 침하판으로부터 계측된 침하량 시계열을 Fig.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계측기 모두 평상시에는 지반

이 안정적으로 거동하다가 태풍내습 시에는 이상침하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하 정도나 그 성향이 전 구

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3.2 일평균 침하량 

공사완공 시점인 2002년 11월 26일부터 2005년 9월 15

일까지 6개의 계측기(ESP-1~ESP-6)를 대상으로 각 계측

기별로 일평균 침하량을 확인해본 결과 0.31~0.50 cm/day

(평균 0.42 cm/day)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값은 관리기준치인 2.0 cm/day에 충분히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은 일평균침하량을 각 계측지점 별로

정리한 것이다. 

3.3 임계파고의 결정 

임계파고(H
cr

)는 방파제 제체지반의 거동을 유발시키는

최소의 파고, 즉 지반침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최소파고

를 의미하며, 방파제 침하의 동적해석을 위한 실험파를 선

정할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평균 침하량

(0.42 cm) 이상의 침하를 일으키는 파고를 임계파고로 가

Fig. 3. Time series of measured wave height (highest per day).

Fig. 4. Time series of measured displacement.

Table 1. Average displacement per day

일평균 침하량(cm/day)
비  고

ESP-1 ESP-2 ESP-3 ESP-4 ESP-5 ESP-6 평  균

0.31 0.50 0.46 0.45 0.45 0.34 0.42 관리기준치 = 2.0 cm/day

Fig. 5. Effect on displacement by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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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임계파고를 결정하기 위하여 파고-침하량간의 관

계를 추세선을 이용해 도식화(Fig. 5 참조)하였으며, 이로

부터 일평균 침하량 0.42 cm 이상을 일으키는 임계파고를

2.71 m로 추산하였다. 

4. 동적해석 

4.1 해석방법

굴착치환 사석경사 방파제의 제체침하를 동적해석하기

위해서 기존 모델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모델항인 부산신

항 동방파제를 설치하면서 이곳을 통과한 태풍을 파랑하

중으로 취하기 위해 공사완료시점인 2002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곳을 통과한 태풍인 “Sodello”,

“Maemi”, “Megi”중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Maemi”를

파랑하중 대상으로 하여 침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파랑에 의한 제체 및 하부지반의 거동 양상을

확인하고, 실제 침하 계측자료와 비교하여 제체에 침하를

일으키는 대표성을 갖는 파고를 도출하였다. CADMAS-

SURF의 파압에 대한 적용성은「경사식 방파제의 전사면

파압에 대한 파동장 해석(성상봉 등, 2003)」, Nume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tion of Wave Forces Acting

on the Rubble Mound Breakwater(Insik Chun et al.,

2004) 등의 연구에서 Goda식(Goda, 1985)과 비교하여 이

미 검증되었다. 여기서 도출된 제체전면에서의 실시간 파

압분포는 지반해석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4.2 실험파의 결정

침하를 일으키는 대표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

의파(H
1/3

)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지점에서 유의파의 시

계열 최대값(H
1/3
') 이외에 별도의 실험파를 선정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파는 제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인 파고

2.71 m으로부터 소멸되는 시점까지의 구간에서 상위 1/10

의 면적적분 평균값(H
1/10

' ) 및 유의파의 시계열 최대값

(H
1/3
' )으로 선정하였다 Fig. 6은 수치계산에 이용할 실험

파고 산정방법을 개념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실험파고의 지

속시간은 각 대표파의 면적적분 평균치에 해당하는 시간

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유의파의 시계열 최대값(H
1/3
' )의 경

우에는 1시간 동안의 평균 유의파고인 점을 감안하여 지

속시간을 1시간으로 결정하였다. 주기는 전체적으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아 파랑이 제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 시간

동안의 주기를 면적적분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조

위는 파랑 지속시간 동안의 조위를 면적 적분하여 그 평

균값을 이용하였다. 

Fig. 7은 태풍 매미를 대상으로 임계파고 이상에서 파고

의 시계열과 조위의 시계열을 함께 도시한 것이다. 유의파

의 시계열 최대값(H
1/3
' )에서 최대 조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는 Fig. 6의 방법으로 Fig. 7을 이용

해 결정한 실험파이다. 

Fig. 6. Definition Sketch of experimental wave.

Fig. 7. Time series of wave height and tide above the critical

wave height (generated in Typhoon “Maemi”).

Table 2. Numerical analysis conditions

구  분
파고(m) 주기(sec) 조위(DL, m) 지속시간

CASE 추정방법

CASE-1 H
1/10
' 6.96

14.14
+1.90 2.5 hr

CASE-2 H
1/3
' 7.77 +2.11 1.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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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압의 결정 

수치해석에 사용된 수치파동수로의 배치단면은 Fig. 8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조파수로의 규모는 길이 600 m, 높이

30 m이며, 구조물의 위치는 제체 사면의 바닥 Toe에서 조

파기까지 300 m 이격하였다. 조파수로의 전면과 후면 끝

에는 약 100 m정도 폭의 감쇠대(Sponge Layer)를 설정하

여 진행파가 끝단 벽에서 흡수되도록 하였다. Fig. 9는

CADMAS-SURF를 해석하기 위하여 수치화된 단면이다.

여기서, 격자간격 Δx는 제체가 위치하는 구간에서는 0.5 m

로 그 외의 구간은 1.0 m로 하였으며, Δy는 0.5 m로 구

성하였다. 수치계산 시간간격 Δt는 자동 계산되도록 하

였다.

CADMAS-SURF를 이용해 구한 파압 시계열자료를 FLAC

의 입력자료로 사용 가능한 등가파압으로 변환하였다. Fig.

10는 등가파압을 도시한 것이며, 파압계측지점의 개수는 총

13개이고, 수리현상이 복잡한 수면부근에서 파압분포를 명

확히 하기 위하여 측점간격을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각 경우에 해당되는 등가파압과 시간 관계는 Fig. 11,

Fig. 12와 같다. 안별로 등가파압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CASE-1의 경우 파압분포가 -4.5~3.8 tf/m
2
의 분포를 보이

는데 비해 CASE-2의 경우에는 -4.2~4.2 tf/m
2
의 분포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상지점이 쇄

파대로 분포하기 때문에 파랑이 쇄파대를 통과하면서 파

고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 침하량 산정 및 실측치와의 비교 

FLAC을 이용한 동적해석시 제체의 변위량 계산을 위한

Fig. 8. Numerical wave flume (unit: m).

Fig. 9. Mesh of numerical modeling.

Fig. 10. Equivalent wave pressure.

Fig. 11. Time series of equivalent wave pressure (CASE-1, (H=6.96m, 조위=DL(+)1.90 m)).

Fig. 12. Time series of equivalent wave pressure (CASE-2, (H=7.77 m, 조위=DL(+)2.1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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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도는 Fig. 13과 같다. 해석의 입력 자료는「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2-3단계] 민간투자사업」(해양수산

부, 2004)중「변형 및 내진해석 보고서」를 참조하여

Table 3과 같이 적용하였다. 

동적해석시 지반의 반무한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유 경

계를 모델의 좌우측에 적용하였으며, Rayleigh 감쇠 5%를

적용하였다. 

CADMAS-SURF로부터 추정한 태풍매미의 파압과 시간

관계를 입력값으로 하였으며, 실험파 지속시간은 해석상의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파랑 지속시간 중 일부(10분: 600

sec)만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모델로부터 추정한 침하량 값

은 전체 실험파 지속시간 동안의 침하량으로 예측하였고, 실

측치와 비교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안별로

Table 3. Soil factors for dynamic analysis used in FLAC

구 분
단위중량 
γ

t 
(tf/m

3
)

포아송비 

ν

동탄성계수 
Ed(tf/m

2
)

동전단탄성계수
Gd(tf/m

2
)

동체적탄성계수
Kd(tf/m

2
)

Clay 1 1.508 0.45 5,800 2,000 19,330

Clay 2 1.584 0.40 15,000 5,537 25,000

Clay 3 1.679 0.30 20,000 7,692 16,670

치환모래 1.8 0.25 35,000 14,000 16,670

풍 화 암 2.0 0.25 189,800 75,920 23,330

기초사석 1.8 0.25 41,328 16,530 27,550

TTP 1.14 0.25 2.5E6 1.0×E6 1.67×E6

상치 Concrete 2.3 0.25 2.5E6 1.0×E6 1.67×E6

Fig. 14.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CASE-1, H=6.96 m, T=14.14 sec, Dep=DL(+)1.90 m).

Fig. 13. Numerical modeling for dynamic analysis used in

F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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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대비 침하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파랑이 입사하는 구조물 전면이 쇄파대

(DL(-)12.00 m)이기 때문에 쇄파 후 변형된 파가 입사하면

서 파압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치모형실험 결과와 실측치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CADMAS-SURF 모델이 쇄파를 현실성 있게 구현해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검토결과 침하량 계산시 유의파의 시계열 최대값(H
1/3
')

을 제체침하를 유발하는 대표파고로 선정하여, 설계시 이

를 동적하중으로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이는 태풍 Maemi와 부산신

항 동방파제에 제한된 결과로서 범용의 결론을 도출해 내

는 데에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Fig. 14와 Fig. 15는 각각 수치모델 수행결과로부터 도

출된 CASE-1과 CASE-2의 y방향의 가속도, 속도, 변위,

변위백터를 도시한 것이다. 이로부터 제체의 연직변화(침

하)는 연직방향 가속도와 속도의 변화형태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가속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침하가 급속히 완료되었고, 이

후에는 곧바로 일정한 값에 수렴하여 공진형태의 미소변

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파

랑이 방파제에 연속적으로 내습하는 경우 파랑의 가속도

가 변화하는 초기파에 의해 침하가 크게 유발됨을 의미한

다. Fig. 14(d)와 Fig. 15(d)는 실험 완료 후 변위량을 백

터로 표시한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랑하중과 방파제 거동특성의 상호관계

를 근래에 부분굴착치환공법으로 설계 시공되어진 부산신

항 동방파제를 대상으로, 기 측정된 광범위한 침하 계측자

료와 파랑관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수치실험 결

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설계적용성을 검토하였다.

Fig. 15.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CASE-2, H=7.77 m, T=14.14 sec, Dep=DL(+)2.11 m).

Table 4. Comparison of numerical analysis and measured

result of settlement       (unit : cm)

구  분 실험결과 실측값 차이

CASE-1 1.86 2.74 0.87

CASE-2 1.87 2.74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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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경사식 방파제의 전 사면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파

랑변형 및 파랑하중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도출한 파압자

료를 입력하여 침하량 계산을 수행한 결과, 계산값과 실측

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수치모형실험 결과 제체의 연직변화(침하)는 연직방향 가

속도의 변화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가속도가 급격

히 증가하는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침하가 급

속히 완료되고, 이후에는 곧바로 일정한 값에 수렴하여 공

진형태의 미소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파랑이 방파제에 연속적으로 내습하는 경우 파랑

의 가속도가 변화하는 초기파에 의해 제체의 침하가 크게

유발됨을 의미하며, 이로서 방파제 침하량 계산시 유의파

의 시계열 최대값(H
1/3
')을 제체침하를 유발하는 대표파고

로 선정하여, 설계시 이를 동적하중으로 고려함으로서 설

계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을 알수 있었다. 

경사식 사석방파제의 마루높이 결정시 일반적으로 월파

에 따른 항내전달파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왔으

나, 이는 제체의 거동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상

의 검토결과로부터 태풍시 파랑에 의한 제체의 동적거동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여 마루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신항 동방파제를 대상으로 하여 태

풍 Maemi로 국한시켜 수치계산을 수행함으로 인해 범용

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래

에 대상 구조물 및 대상 파랑하중을 폭넓게 취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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