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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안보전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친수공간조성을 위해 해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연안정비사업이 다년간 진행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해안구조물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적지 않은 예

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각종 민원의 해결책

으로 해안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해안구조물들은 

해저지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파랑작용, 동계의 너울

성 파랑, 고파랑을 동반하는 폭풍해일 등은 구조물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안구조물 주변의 유체운동

은 해저지반의 동적응답특성에 따른 간극수압 과잉, 액상화, 유

효응력 감소에 기인한 지지력 저하, 세굴현상이 복합적으로 발

생하여 구조물이 침하 및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Sumer and 

Fredsøe).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안구조물 주변 해저지반의 안정성에 악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유체력이 직접 작용하여 발생하는 

세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해안구조물 

주변 해저지반의 세굴 및 퇴적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대표적인 연구로써 Xie(1981)는 연직 불투과구조물 전면에

서의 조립 및 세립모래에 대한 세굴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

으며, 세굴과정에 있어서 조립모래보다 세립모래가 더 큰 세굴

심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Sumer and Fredsøe(1997)

는 Keulegan-Carpenter(KC)수와 세굴과의 밀접한 관계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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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Cater et al.(1973)는 중복파랑에 의한 

세굴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중복파랑이 세굴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선과 평행하게 발달하는 사

주(Sand bar)와 결부하여, 중복파동장에서의 세굴과 퇴적특성을 

분석하였다. 

방파제 전면의 지형변동에 관해서는 Xie(1981)는 방파제 비탈

면 경사를 도입 및 적용하여 세굴에 관한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Hughes and Fowler(1991), Losada et al.(1997), Sutherland and 

O’Donoghue(1998) 등은 사석방파제 선단부 세굴현상은 직립방

파제 선단부의 세굴 및 퇴적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고 보

고하였다. Sumer and Fredsøe(2000)는 사석방파제는 직립방파

제와 달리 퇴적 발생지점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측정

하였고, 수심과 파장과의 비에 따른 국부세굴심의 함수관계를 

분석하였다. Lee and Mizutani(2006)은 직립잠제 전면의 해저지

반의 동적응답 및 세굴현상을 수리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리고 Lee and Mizutani(2008)는 경험적 표사량식을 수치모델에 

적용하여 Lee and Mizutani(2006)의 실험을 재현하였다.

한편 Hsu and Silvester(1989), Silvester and Hsu(1989), 

Silvester(1990) 등은 실해역에서 내습파랑이 변하면, 퇴적물의 

이송방식 또한 변화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퇴적발생 영

역과 세굴발생 영역이 바뀔 수 있으며, 퇴적영역의 세굴현상은 

파랑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국내에서는 Hur and Jeon(2011)이 개개의 모래입자를 고려할 

수 있는 개별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 DEM)과 2차원 

파동장 모델을 결합하여 불투과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을 모의

하였다. 그리고 Lee and Hur(2014)는 파랑-흐름 상호작용 하에

서의 지형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3차원 파동장 모델과 지형변

동 모델을 결합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모델들은 계산부하가 엄

청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시간 유체-지반의 상호작용을 직

접 고려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수치모델들에 비해 계산부하가 작은 

단면 2차원 지형변동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의 파동장 모델

(LES-WASS-2D; Lee et al., 2016)과 결합한 연성모델을 제안한

다. 다음으로 개발한 연성모델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투과성 잠제 주변의 시간파형, 해저지반 내부의 간극

수압, 지형변동을 검증한다. 나아가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국부

세굴특성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사파랑조건, 

해저지반조건, 잠제 제원에 따른 수치모의들을 수행한다. 이로

부터 얻어진 수치해석결과로부터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중복파

동장이 지형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한다.

2. 연성모델(HYMO-WASS-2D)의 개발

파랑에 의한 지형변동을 예측하는 수치모델에 있어서 유체-

지반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같은 시간 스케일에서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파랑작용을 재현하기 위

해서는 매우 짧은 계산시간간격이 요구된다. 이에 많은 수치모

델에서는 파동장과 지형변동의 일방향적 해석, 비동일 시간 스

케일, 별도의 파랑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지반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동시간 스케

일에서 양방향 모의를 위하여 기존의 단면 2차원 파동장 모델

(LES-WASS-2D; Hur et al., 2011, Lee et al., 2016)을 토대로 지

형변동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연성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기제안된 경험식에 기초한 지형변동 모델을 새롭

게 구축하고, 파동장 모델과의 연성해석방법을 제안한다.

2.1 파동장 모델

PBM(Porous body model)에 기초한 2차원 Navier-Stokes 

Solver로써 아격자(Sub-grid) 스케일의 난류재현을 위해 Large 

eddy simulation(LES)기법의 와동점성모델(Smagorinsky, 1963)

을 개량한 Germano et al.(1991)과 Lilly(1992)의 동적 와동점성

모델 그리고 자유수면의 표면장력을 수치적으로 고려하기 위하

여 Continuum surface force(CSF)모델(Brackbill et al., 1992)을 

고려하고 있다(Lee et al., 2016).

2.1.1 지배방정식

기초방정식은 2차원 비압축성ㆍ점성유체에서 무반사로 파랑/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천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 (1)과 투

과성 매체 내부의 유체저항을 고려할 수 있게 수정된 N-S 운동

량 방정식 (2)로 구성된다.



 
  (1)








   








     (2)

여기서 는 , , 방향의 유속, 는 원천의 유량밀도, 는 체

적공극율, 는 , , 방향의 면적투과율, 는 시간, 는 온도, 

염분, 부유사를 고려한 물의 밀도, 는 압력, 는 온도, 염분, 부

유사를 고려한 물의 동점성계수( )와 와동점성계수()의 합, 

는 변형률속도텐서, 는 CSF모델을 기반으로 한 표면장력항, 

는 파랑 또는 흐름의 소스항, 는 투과성 매체에 의한 유체저

항항, 는 중력가속도항, 는 에너지 감쇠항을 나타낸다.

VOF(Volume of fluid)법의 는 각 격자에서 유체가 차지하

고 있는 체적비를 나타내고, 연속방정식 (1)에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가정과 PBM을 적용하여 유체의 체적보전 형식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3)

나머지 투과성 매체의 유체저항, 난류모델, 표면장력 등과 같은 

파동장 모델의 상세한 사항은 Lee et al.(2016)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지형변동 모델의 개발

단면적인 소류사와 부유사의 거동을 추정하여 전체적인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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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량을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2차원 지형변동 모델을 개

발한다.

2.2.1 소류사의 산정

소류사 영역의 이동량 추정은 van Rijn(1984a)의 산정식 (4)를 

적용하며, Shields수가 한계 Shields수를 초과할 경우에만 이동

량이 발생하게 된다.

 























  

  ≤

(4)

여기서 는 경험상수(0.053), 는 소류사의 비중(   ; 는 

소류사의 밀도, 는 유체의 밀도), 는 Shields수, 은 한계 

Shields수, 는 평균입경 그리고 는 무차원 입경 매개변수이며, 

식 (5)와 같다. 는 중력가속도 그리고 는 전단유속이다.

 
 



 (5)

소류사의 이동량 산정식 (4)에 대입되는 Shields수()는 식 (6)

과 같이 계산된다. 그리고 한계 Shields수( )는 해저지반의 경

사를 고려할 수 있는 Roulund et al.(2005)이 채택하고 있는 식 

(7)을 적용한다.

 




(6)

  








cos

sin′tan 




cos′sin 





(7)

여기서 는 수평지반에서의 한계 Shields수이며, Soulsby and 

Whitehouse(1997)이 제안한 식 (8)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리

고 ′는 경사면에서 전단유속과 중력과의 사잇각으로 단면 2차

원적 해석에서는 180°이다. 는 지반의 경사각, 는 모래입자

간의 동적마찰계수( tan ), 는 입자간의 동적마찰각으로 

Lambe and Whitman(1969)이 제안한 0.63을 적용한다.

 


exp  (8)

Shields수를 추정에 대입되는 전단유속( )은 소류사 이동에 

직접 작용하는 유속이며, 파동장 모델에서 계산된 지반 상의 유

속()을 대수법칙 관계식 (9)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




 (9)

여기서 는 지반의 표면격자에 인접한 수평유속, 는 와 

의 최단거리, 는 상대조도높이(2.5), ′는 부유사농도에 

따른 수정된 Kármán 상수이며, Xiong(2010)이 채택한 식 (10)을 

적용한다. 그리고 는 지반 조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부

가항으로 Cheng and Chiew(1998)과 Cheng(2008)이 제안한 식 

(11)으로부터 산정한다.

′  (10)

ln expln (11)

식 (9)에서 는 von Kármán 상수(0.4), 는 점착성 부유사

의 농도, 
는 조도에 관한 레이놀즈수이고, 식 (12)와 같다. 그

리고 식 (10)의 부가항의 상수( )는 5.5≤≤8.5의 범위를 가지

고, 5.5는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8.5는 거친 표면의 지반을 의미

한다.


 


(12)

2.2.2 부유사 산정

부유사의 거동특성은 van Rijn(1984b)의 개념을 적용하여 퇴

적물의 부유 및 침강에 관한 소스와 싱크항을 도입함과 더불어 

부유사에 관한 이류-확산 방정식을 적용한다.

해저지반의 표면에서는 퇴적물의 부유(Pickup)-침강(Deposition)

에 의해 지반 표면격자의 부유사농도가 결정되고, 부유사의 원

천으로 이류-확산의 기점이 된다. 이에 Lesser et al.(2004)이 제

안한 부유사의 소스와 싱크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반 표면셀의 

부유사농도를 식 (13)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산정된 부유사

농도( )는 이류-확산방정식 (21)에 대입된다.

         ≠
(13)

여기서 는 퇴적물의 부유량으로 식 (14), 는 부유사의 침강

량으로 식 (15)와 같다. 그리고 퇴적물의 부유-침강에 따른 지반

고 변화( )는 식 (16)과 같다.

  


(14)

  


 (15)

   (16)

여기서 는 부유사의 연직혼합계수, 는 지반표면에서 부유사

의 기준높이(van Rijn and Walstra, 2003)로써 산정식 (17), 

는 에서의 부유사농도(van Rijn, 1984b)로써 산정식 (18)을 각

각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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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17)

 


















  

   ≤

(18)

여기서 는 경험상수(0.015), 는 지반표면에 작용하는 무

차원 전단응력으로 식 (19)와 같다. 식 (19)에서 와 은 지반

표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한계전단응력이며, Shields수와 한

계 Shields수로부터 역추정할 수 있다. 는 사파(Sandwaves)

높이이며, van Rijn(1984b)이 제안한 식 (20)을 적용한다. 여기서 

는   26의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19)

  
 



  (20)

부유사의 이류-확산 추정은 원천항()을 포함한 이류-확산 

방정식 (21)을 이용한다.







 




 
 

 
  (21)

여기서 , , 는 각 격자의 , , 방향의 유속성분, 는 부

유사의 침강속도, 와 는 수평과 연직방향의 부유사 혼합계

수이다. 수평방향의 혼합계수는 식 (22)와 같이 난류모델에서 

산정된 와동점성계수()를 사용하고, 연직방향의 혼합계수는 

경험적 인자가 포함된 식 (23)와 같다.

   (22)

   (23)

여기서 는 Einstein and Chien(1955)에 의해 제안된 경험인자

로 식 (24)와 같고, 는 van Rijn의 퇴적인자로 식 (25)와 같다. 

여기서 는 1 1.5 범위 안에서 값을 가진다.

  
 




 



(24)

  
 



(25)

여기서  (0.65)는 지반표면의 최대부유사농도의 경험값이다.

부유사 입자의 침강속도는 유체의 점성 및 부유사농도를 고

려한 Soulsby(1997)가 제안한 식 (26)을 이용하여 각 격자에서의 

침강속도를 계산한다. 동점성계수()는 염분과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 값을 대입한다.

  

  

 (26)

여기서 는 부유사의 입경이고, 균일입자일 경우에는 평균입경

()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저지반의 경우에는 van 

Rijn and Walstra(2003)의 제안식 (27)으로부터 추정한다.

 










min

 

   
  ≥

(27)

여기서 는 이동성 파라미터이며, 식 (28)과 같다.






(28)

2.3. 연성해석방법

파랑-구조물-해저지반 비선형 상호작용을 직접모의하기 위해

서는 파동장 모델과 지형변동 모델의 양방향 연성해석을 수행

하여야 한다. 그 연성해석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파동장 모델에서 파동장 및 유동장을 계산한다.

(2) 계산된 유동장에서 대수법을 이용하여 소류사 및 퇴적물

의 부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단유속을 산정한다.

(3) 산정된 전단유속을 이용하여 소류사의 이동량과 퇴적물의 

부유량 및 부유사의 침강량을 추정한다.

(4) 소류사의 이동량과 퇴적물의 부유량 및 부유사의 침강량

에 따른 지반고를 산정한다.

(5) 변화된 지반고를 고려하여 파동장 모델의 각 격자의 공극

율을 재설정한다.

(6) 온도, 염분, 부유사농도에 따른 물의 밀도 및 동점성계수

를 각 셀에서 추정한다.

(7) 각 계산시간에서 (1)-(6)의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한다.

이상의 양방향 연성해석방법을 통하여 유체-지반의 비선

형 상호작용에 의한 해저지반의 동적거동을 직접 해석할 

수 있다.

2.3.1 지반고 산정식

지형변동 모델로부터 산정된 소류사 이동량, 퇴적물의 부유-

침강에 따른 지반고 변화량을 식 (29)에 대입하여 매시간 변화

하는 지반고를 추정한다.






 

  (29)

여기서 는 지반고, 는 지반의 체적공극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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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공극율 산정

식 (29)에서 매시간 마다 계산되는 지반고를 파동장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격자의 공극율( )을 대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높이에 따라 각 격자의 공극율을 산정할 수 

있게 제안한 Lee and Hur(2014)의 식 (30)을 도입한다.

 










    








  

  

(30)

여기서 는 수직방향 격자크기, 는 지반높이, 는 지반

의 초기공극율이다. 그리고   는 유체셀,  는 

해저지반 표면셀,  는 해저지반셀을 각각 나타낸다.

지반고 변화에 따라 변화된 체적공극율( )과 경사면처리기법

(Hur et al., 2008)을 적용한 면적투과율( )은 매계산시간마다 

파동장 모델에 적용된다.

2.3.3 상태방정식

또한 퇴적물의 부유에 따른 계산격자 내의 밀도 증가분을 산

정하기 위하여 부유사에 관한 이류-확산 방정식 (21)에서 추정

된 농도()를 Ford and Johnson(1986)에 의해 제안된 식 (31)에 

대입한다. 그리고 각각의 계산격자에서 부유사농도에 따른 밀

도의 증가분을 고려한 수정된 물의 밀도( )를 파동장 모델에 

적용한다.

   
  (31)

여기서 는 소류사의 밀도이다.

van Rijn(1984b)에 의하면 부유사가 포함된 흐름장에서는 부

유사의 영향을 고려한 동점성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gnold(1954)의 실험결과로부

터 주어진 식 (32)-(33)을 통하여 수정된 동점성계수( )를 산정

하여 파동장 모델에 적용한다.

   (32)

  
 




 

(33)

여기서 는 무차원 농도 매개변수로써 부유사농도가 0.13-0.62

의 범위 안에서 적용되고, 0.13이하일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

하지 않는다.

2.4 HYMO-WASS-2D의 검증

파랑-잠제-해저지반 상호작용에 의한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 

모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성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성모델

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Fig. 

1은 Lee and Mizutani(2006), Lee and Mizutani(2008)의 수리모

형실험들에 근거한 수치파동수조이며, 장시간 조파에 따른 파

동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반사 조파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무반사로 파랑을 생성할 수 있는 조파소스와 파랑

에너지를 서서히 감소시키는 부가감쇠영역 그리고 수치파동수

조의 양쪽 끝에서 파랑에너지를 완전 방사시킬 수 있는 개경계

조건(Open boundary)으로 구성된다. 수심 30cm의 해석영역에

는 20cm의 모래지반을 기초하여 폭() 20cm, 마루수심() 4cm

의 불투과성 잠제를 배치한다. 모래지반의 평균입경() 0.2mm

이고, 공극율( )은 0.4이다. 이 검증에서는 수리실험에서 계측

된 시간파형, 모래지반의 간극수압, 지반고와 계산결과를 비교

ㆍ검토한다.

2.4.1 수면파형

Fig. 2는 Test-1(=6.46cm, =1.8s)의 입사파랑조건 하에서 잠

제 전후의 5지점에서 측정한 시간파형들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Fig. 2의 (a), (b), (c)는 잠제 전면, Fig. 

2의 (d)와 (e)는 잠제 배후에서의 지점이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검

은색 실선(━)은 계산값, 붉은색 원(◯)은 실험값을 나타낸다.

Table 1 The wave conditions used in Lee and Mizutani(2006, 

2008)’s experiments

Test   [cm]   [s] Note

1 6.46 1.8
Waveform, 

Pore water pressures

2 7.12 1.3
Morphological change

3 7.07 1.35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2-D numerical wave tank based on Lee and Mizutani(2006, 2008)’s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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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ve gauge 1 (b) Wave gauge 2

(c) Wave gauge 3 (d) Wave gauge 4 (e) Wave gauge 5

Fig. 2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Lee and Mizutani, 2006) and the calculated time-domain waveform around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a) Pressure gauge 1 (b) Pressure gauge 2

(c) Pressure gauge 3 (d) Pressure gauge 4

Fig. 3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Lee and Mizutani, 2006) and the calculated pore water pressures in a sandy sea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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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의 잠제 전면에서는 파랑반사에 의한 부분중복파

동장이 생성되고, Fig. (c)와 (d)의 잠제 배후에서는 파봉분열 현

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계산결과가 5번 파고계에서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잠제 배후의 파봉분열 

현상까지도 잘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2 간극수압

Fig. 3은 Test-1(=6.46 cm, =1.8s)의 입사파랑조건에 따른 

잠제 전면 모래지반의 간극수압을 입사파랑하중( )으로 무

차원한 것이며, 검은색 실선(━)은 계산결과, 붉은색 원(◯)은 

실험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간극수압의 측정깊이는 모

래지반 표면으로부터 7cm 아래로 모두 동일하고, 외해측 잠제 

마루를 기준으로 (a)는 40cm, (b)는 80cm, (c)는 120cm, (d)는 

160cm 각각 떨어진 지점이다(Fig. 1 참조).

Fig. 3으로부터 모래지반의 간극수압 역시 잠제 전면에 형성

된 부분중복파동장의 영향에 의해 각 지점의 간극수압이 일정

한 진폭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래지반 내부에서 

측정한 간극수압특성을 본 연구의 계산결과가 정성적ㆍ정량적

으로 매우 잘 나타내고 있다.

2.4.3 지형변동

Fig. 4는 파랑-지반 비선형 상호작용에 따른 잠제 전면의 평

형 지반고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a)는 Test-2

(=7.12cm, =1.3s), (b)는 Test-3(=7.07cm, =1.35s)의 경

우이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검정색 실선(━)은 연성모델의 계산

결과, 붉은색 원(◯)은 수리실험결과를 보여준다.

Fig. 4로부터 알 수 있듯이 침ㆍ퇴적 지점의 위상에 있어서 

실험결과와 계산결과가 조금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잠제 전

면에서 발생하는 침식 및 퇴적 구간이 유사하고, 잠제 전면의 

평형 세굴심을 잘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지형변동

을 정밀하게 재현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적으로는 충분한 정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비교ㆍ검증결과들에 근거하여 개발 및 적용단계에서 2차

원 연성모델의 타당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3. 수치모의

3.1 수치파동수조의 개요 및 입사조건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연성모델을 적용하여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세굴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은 수치파동수

조를 구성한다. 수심 30cm의 해석영역에 두께 20cm의 해저지

반에 기초하여 폭 40cm, 마루수심 2cm의 불투과성 잠제를 설치

한다. 이 수치파동수조 역시 파동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

반사 조파시스템을 적용한다(검증을 위한 수치파동수조 참조). 

그리고 수치모의에 이용된 입사파랑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conditions of incidnet waves used in this study

Case   [cm]   [s]

1 5.5 1.5

2 7.5 1.5

3 9.5 1.5

4 7.5 1.75

5 7.5 2.0

(a) Test-2 (  = 7.12 cm,   = 1.3 s) (b) Test-3 (  = 7.07 cm,   = 1.35 s)

Fig. 4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the calculated equilibrium elevations of a sandy bed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Fig. 5 Definition sketch of a 2-D numerical wav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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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사조건에 따른 세굴특성

입사조건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특성을 수치

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저질조건은 =0.2mm, =0.4, =2.65이

고, Table 2의 입사파랑조건들을 고려한 수치모의를 수행한다.

3.2.1 입사파고 변화

Fig. 6은 입사파고( )에 따른 잠제 전면의 수면형 포락선을 

각각의 에 대해 무차원 한 것이며, 위쪽의 선들은 최대수위, 

아래쪽의 선들은 최소수위를 각각 나타낸다. Fig. 6에서 검은색 

실선(━)은 =5.5cm, 파란색 실선(━)은 =7.5cm, 빨간색 실

선(━)은 =9.5cm의 경우이고, 입사주기는 1.5s로 동일하다.

Fig. 6으로부터 모든 경우에서 불투과성 잠제에 의한 파랑반

사에 기인한 부분중복파동장이 형성되고, 확연히 구분되는 마

디(Node)와 배(Anti-node)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잠제 전면의 

부분중복파동장은 Cater et al.(1973)이 언급한 것과 같이 구조

물 주변의 지현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과 평균 

부유사농도이다. Fig. 7에서 (a)는 =5.5cm, (b)는 =7.5cm, 

(c)는 =9.5cm의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1.5s는 모든 경우

가 동일하다.

Fig. 7로부터 가 클수록 지형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평

균 부유사농도도 짙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분중복파동장에

서 수평유속이 우세한 마디 부근에서는 세굴, 수직유속이 우세

한 배 부근에서는 퇴적이 각각 발생한다. 그리고 수평유속이 우

세하여 세굴이 발생하는 마디의 해저지반 표면에서는 그 영향

으로 인하여 짙은 부유사농도를 나타낸다. 또한 가 증가할수

록 퇴적물의 부유-침강 반복과정에서 부유가 우세하게 발생함

으로 상층까지 부유사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입사주기 변화

Fig. 8은 입사주기( )에 따른 수면형의 포락선으로 위쪽 선들

은 최대수위, 아래쪽 선들은 최소수위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검정색 실선(━)은 =1.5s, 파란색 실선(━)은 =1.75s, 빨간색 

실선(━)은 =2s이고, 는 7.5cm로 동일하다.

Fig. 8로부터 잠제에 의한 파랑반사의 영향으로 전면에는 부

분중복파동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가 길어질수록 부분중복파

의 마디와 배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

중복파동장은 잠제 전면의 소류사 및 부유사의 이동에 큰 영향

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는 Fig. 9에서 

이어간다.

Fig. 6 Partial standing waves due to incident wave heights for   = 1.5 s

(a)   = 5.5 cm

(b)   = 7.5 cm (c)   = 9.5 cm

Fig. 7 The topography chang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suspended sediments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due to incident wave heights for   = 1.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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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과 평균 

부유사농도를 각각 나타내며, (a)는 =1.5s, (b)는 =1.75s, (c)

는 =2s의 경우들이고, 는 7.5cm로 같다.

Fig. 9로부터 Fig. 7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잠제 전면의 부분

중복파동장에서 수평유속이 우세한 마디 부근에서 세굴, 수직

유속이 우세한 배 부근에서 퇴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Fig. 8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가 증가할수록 세굴 발생지점과 퇴적 발생

지점의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굴 및 퇴적 발생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마디의 수평유

속이 강한 가 큰 경우에서 해저지반 표면의 평균 부유사농도

가 짙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평형 세굴심 및 퇴적고를 

Ursell수에 따라 비교한 것으로 마름모(◆)는 Case1(=5.5cm, 

=1.5s), 사각형(■)은 Case2(=7.5cm, =1.5s), 원(●)는 Case3 

(=9.5cm, =1.5s), 삼각형(▲)은 Case4(=7.5cm, =1.75s), 

역삼각형(▼)은 Case5(=7.5cm, =2s)의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Fig. 10으로부터 Ursell수가 증가할수록 불투과성 잠제 전면

의 세굴심 및 퇴적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1.5s에서 에 따른 Ursell수 변화(◆, ■, ●), =7.5cm에서 

에 따른 Ursell수 변화(■, ▲, ▼)가 잠제 전면의 세굴심 및 

퇴적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복파동장의 흐름구조에 있어서 파고 또는 주기가 클수록 수

직유속 또는 수평유속이 증가하고, 이것에 기인하여 해저지반

의 세굴 및 퇴적작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Fig. 8 Partial standing waves de to incident wave periods for   = 7.5 cm

(a)   = 1.5 s

(b)   = 1.75 s

(c)   = 2 s

Fig. 9 The topography chang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suspended sediments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due to incident wave periods for   = 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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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quilibrium elevations of scour and deposition due to 

Ursell numbers

3.3 저질특성에 따른 세굴현상

저질특성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을 수치적으

로 조사하기 위하여 입사파랑조건을 Table 2의 Case2(=7.5cm, 

=1.5s)로 고정하고, Table 3의 저질의 평균입경(), 공극율

( ), 비중()을 적용한 수치모의를 수행한다.

Table 3 The conditions of a seabed used in this study

  [mm]   

0.1, 0.2, 0.3 0.3, 0.4, 0.5 2.15, 2.65, 3.15

3.3.1 저질 입경

Fig. 11은 저질의 평균입경()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 및 평균 부유사농도로써 (a)는 =0.1mm, (b)는 

=0.2mm, (c)는 =0.3mm의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Fig. 11에서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부

분중복파동장에 의해 지형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가 작을수록 저질이 부유하기 쉬워짐으로 Fig. 11(a)에

서는 넓은 영역에 걸쳐 부유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가 클수록 침강이 용이함으로 해저지반 표면에서의 부유사농도

가 짙어진다. 여기서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가 작을수록 

평형 세굴심 및 퇴적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약하게 나타낸다. 

3.3.2 해저지반의 공극율

Fig. 12는 저질의 공극율( )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

형변동과 평균 부유사농도를 나타낸 것이며, (a)는 =0.3, (b)는 

=0.4, (c)는 =0.5의 경우들이다.

(a)   = 0.1 mm

(b)   = 0.2 mm

(c)   = 0.3 mm

Fig. 11 The topography chang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suspended 

sediments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due to the average particle diameters of a seabed for =7.5 

cm, =1.5 s

(a)   = 0.3

(b)   = 0.4

(c)   = 0.5

Fig. 12 The topography chang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suspended 

sediments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due to the porosities of a seabed for   = 7.5 cm,   = 1.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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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로부터 전술한 것과 같이 부분중복파동장의 마디 근방에

는 침식, 배 근방에는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가 클수록 침식

지역과 퇴적지역의 높이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부유사농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것은 동

일한 저질 이동량에서 가 클수록 해저지반의 높이 변화는 증가

하나, 부유사의 부유량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3.3.3 저질 비중

Fig. 13은 저질 비중()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

동과 평균 부유사농도이며, (a)는 =2.1, (b)는 =2.6, (c)는 

=3.1의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Fig. 13으로부터 가 작을수록 부분중복파동장의 마디에서는 

침식현상, 배에서는 퇴적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가 

작을수록 작은 유속에도 저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

투과성 전면의 세굴심 및 퇴적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  = 2.1

(b)  = 2.6

(c)  = 3.1

Fig. 13 The topography chang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suspended sediments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due to the specific gravities of a 

seabed for   = 7.5 cm,   = 1.5 s

3.4 잠제 제원에 따른 세굴현상

잠제 제원 및 형상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특

성을 수치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입사파랑조건을 Table 2의 

Case3(=9.5cm, =1.5s)로 고정하고, Table 4와 같이 잠제의 

비탈면 경사, 마루높이에 따른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Table 4 The conditions of an impermeable submeged breakwater 

used in this study

  [cm]

∞, 1:0.5, 1:1 -2, -4, 4

3.4.1 비탈면 경사

Fig. 14는 불투과성 잠제의 비탈면 경사()에 따른 지형변동 

및 평균 부유사농도를 나타낸다. Fig. 14에서 (a)는 =∞, (b)는 

=1:0.5, (c)는 =1:1의 경우이다.

Fig. 14에서 잠제의 비탈면경사가 완만해질수록 부분중복파동

장에서 마디의 침식현상, 배의 퇴적현상이 약해지고, 평균 부유

사농도 역시 옅어진다. 이것은 비탈면경사가 완만할수록 파랑반

사가 줄어들어 잠제 전면의 부분중복파동장이 약해지기 때문이

다. 그 결과 부분중복파동장의 배와 마디가 이동하고, 그 영향으

로 에 따라 세굴 및 퇴적 지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5는 불투과성 잠제의 비탈면경사()에 따른 파랑반사가 

평형 세굴심과 퇴적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나타낸 것

이다. Fig. 15에서 (a) 파랑반사계수, (b)는 평형 세굴심과 퇴적고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원(●)은 비탈면 경사가 1:1, 마름모(◆)는 

비탈면경사가 1:0.5, 삼각형(▲)은 직립잠제의 경우이다.

(a)  = 1:0

(b)  = 1:0.5

(c)  = 1:1

Fig. 14 The topography chang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suspended sediments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due to the slope angles for   = 

7.5 cm,   = 1.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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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coefficient

(b) Equilibrium elevations of scour and deposition

Fig. 15 The correlation between wave reflection and scour/ 

deposition due to slope angles of an impermeable and 

submerged breakwater

Fig. 15 (a)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탈면경사가 급할수록 파랑반

사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비탈면경

사가 급할수록 잠제 전면의 중복파동장은 완전중복파동장에 가

깝게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Fig. 14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평형 세굴심 및 퇴적고가 함께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Cater et al.(1973)이 보고한 것과 같이 

구조물 주변의 지형변동은 중복파동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3.4.2 마루높이의 변화

Fig. 16은 불투과성 구조물의 마루높이()에 지형변동 및 평

(a)  = -4 cm

(b)  = 0 cm

(c)  = 4 cm

Fig. 16 The topography chang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suspended sediments in front of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due to the crown heights for   

= 7.5 cm,   = 1.5 s

균 부유사농도이다. Fig. 16에서 (a)는 마루수심이 4cm인 잠제, 

(b)는 마루와 정수면이 같은 경우, (c)는 마루가 수면 밖으로 돌

출된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Fig. 16으로부터 잠제의 마루높이가 높을수록 파랑반사가 커

지기 때문에 부분중복파랑이 심화된다. 이것에 기인하여 마디

에서의 세굴현상, 배에서의 퇴적현상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

라, 해저지반 표면의 평균 부유사농도 또한 짙어진다.

불투과성 잠제의 형상에 따른 지형변동 연성모의 결과들로부

터 파랑반사에 의한 중복파동장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으며, 중복파동장이 심화될수록 세굴심 및 퇴적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파동장 모델(LES-WASS-2D; Lee et al., 

2016)과 개발한 2차원 지형변동 모델간의 연성모델(HYMO- 

WASS-2D)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Lee and Mizutani(2006), Lee 

and Mizutani(2008)의 수리모형실험과 비교하여 제안한 연성모

델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사조건, 해저지

반조건, 잠제 형상에 따른 수치시뮬레이션으로부터 불투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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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제 전면의 세굴 및 퇴적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주요한 연구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1) 유체-지반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소류사 및 부유사를 

해석할 수 있는 단면 지형변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2) 부유사농도에 따른 유체 상태방정식, 이류-확산방정식, 지

반의 공극율 산정식을 도입하여 파동장 모델과 지형변동 모델

간의 연성해석방법을 제안하였다.

(3) 수리모형실험에서 얻어진 불투과성 잠제 전후의 시간파

형, 해저지반 내부의 간극수압, 외해쪽의 지형변동과의 비교ㆍ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발한 연성모델이 계측된 현상을 

잘 재현하였다.

(4) 다양한 입사파랑조건, 해저지반조건, 잠제 형상에 따른 지

형변동 모의를 통해 잠제 전면의 중복파동장과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었다.

(5) 파랑반사가 증가하여 부분중복파동장이 심화될수록 잠제 

전면의 평형 세굴심 및 퇴적고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면 2차원 

연성모델의 타당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연성수치해석으로부터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세굴 및 

퇴적현상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하여 수치모델의 범

용성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해안구

조물 주변의 유체-지반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세굴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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