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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sh대역에서의 해빈표사 부유거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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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numerically analyzed the nonlinear shoaling, a plunging breaker and its accompanying energetic suspension of sediment
at a bed, and a redistribution of suspended sediments by a down rush of preceding waves and the following plunger using SPH
with a Gaussian kernel function, Lagrangian Dynamic Smagorinsky model (LDS), Van Rijn’s pick up function. In that process,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ventional model for the tractive force at a bottom like a quadratic law can not accu-
rately describe the rapidly accelerating flow over a swash zone, and propose new methodology to accurately estimate the bot-
tom tractive force. Using newly proposed wave model in this study, we can successfully duplicate severely deformed water
surface profile, free falling water particles, a queuing splash after the landing of water particles on the free surface and a wave
finger due to the structured vortex on a rear side of wave crest (Narayanaswamy and Dalrymple, 2002), a circulation of sus-
pended sediments over a swash zone, net transfer of sediments clouds suspended over a swash zone toward the offshore, which
so far have been regarded very difficult features to mimic in the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Keywords :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SPH), Lagrangian dynamic smagorinsky model (LDS), plunging type wave
breaking, effective Shields parameter, sub particle scale stress, Navier-Stoke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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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LDS 난류응력 모형, Van Rijn의 pick up 함수를 활용하여 일정 경사부에서의 파랑의 이행과 천수, 연이
은 쇄파현상, plunging breaker에 후행하는 해저질의 역동적인 부유와 down rush와 후행 파랑에 의한 표사의 재분배를 수
치모의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저질과 소통하는 저면 유체력에 대한 quadratic law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정
상상태에 기초하여 급속히 가속되고 감속되는 swash 대역의 수리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산출방법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산출방법을 토대로 수치모의하여 비선형 천수과정의 일반적인 특징, 동조·
비동조 고차 조화성분으로 전이된 파랑에너지로 인해 상당히 예리하고 왜도된 파형, 파형의 마루로부터 시작되는 물입자 자
유낙하, 착수로 인한 커다란 물보라의 형성, 물보라 형성층의 해변으로의 이행, wave finger (Narayanaswamy와
Dalrymple, 2002), swash 대역에서 진행되는 부유사 순환과정, swash 대역에서 처오름으로 인해 부유된 부유사 무리의 off
shore 방향으로의 순 이동 등이 비교적 정확히 재현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Euler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파랑모형과 이동경계 기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으로 향후 보다 정확한 침식해석이 가능 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Smooth particle hydrodynamics(SPH), Lagrangian Dynamic Smagorinsky model(LDS), plunging type 쇄파,
유효 Shields parameter, 잔차응력, Navier-Stoke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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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진행된 무분별한 개발로 기존에 유지되던 준 평형

상태가 훼손된 우리나라의 각 해안은 후행한 해안의 인공화

로 극심한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이안제, 돌제, 인공

곶지 혹은 잠제 위주의 침식 저감 노력만으로는 훼손된 평

형상태를 복원할 수 없으며 거치지역의 인근해안에 추가적

인 침식 혹은 퇴적, 항 매몰 등과 같은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양빈을 통하여 해안침식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미

국 Florida 연안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분적인 성공

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Dean과 Dalrymple, 2002). 양빈으

로 침식이 우세한 연안 수환경이 준 평형상태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인 양빈을 통해 수려한 자연 해빈에 가

까운 관광자원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양빈은 급증한 관광수요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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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세기 넘게 유지된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이에 수

반된 군사적 목적의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낙후된 해안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부산 송도, 해운대 등을 대상

으로 지방자지단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niv. of Florida의 Dean이 제안한 equilibrium

beach profile이 양빈 설계의 큰 흐름을 형성하며 일본의 경

우는 equilibrium beach profile의 유도 과정에 일본 연안의

파랑과 해저질 자료가 간과되었다는 우려에서 독자적으로 해

빈을 후빈, 전빈, 외빈 등으로 구분하고 축적된 해저질 자료

와 파랑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일종의 평형 해빈 형상에

기초하여 양빈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파랑 모형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파

랑 내습시 swash 역에서 침식되는 해빈량의 산출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보여지나 swash 역에서 연행되어 부상하는

표사는 연안표사의 주요한 공급원으로 기능한다는 면에서 양

빈의 최적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는 swash역에서 진행되는

침식의 정확한 기술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Elgar와 Guza, 2001). 

전술한 어려움은 천수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전빈의 사면을

따라 처 올려진 수주가 중력에 의해 외해로 회귀하는 경우

해저면 인근에 형성되는 외해 방향의 흐름 -undertow-에 대

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Nielsen, 1992).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의 경우 후빈

과 전빈에서 세굴되는 표사량과 외빈에서 퇴적되는 표사량

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Bruun(1962)의 제언에 기초하여

산출된 해안선 후퇴량으로 간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유

도 과정에 연안방향의 표사 이송이 간과되었고 기상 해일의

내습시 침식된 해빈 형상이 equilibrium profile에 기초하여

산출된다는 점, 파랑의 영향이 평균 해면의 저하와 상승

(set-up, set down)에 국한하여 설명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장기 관측결과에서

얻은 고파랑 내습시 해안선 후퇴량은 파랑에너지 유입률에

대수적으로 비례하며 연안표사는 해안선에서 정점을 이루며

전빈과 외빈 방향으로 감소한다는 경험적 인식과 등심선변

화 모형, 표사 수지식을 토대로 해빈 변화량을 산출하는 것

으로 보이나 국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범용성을 부여하기

는 힘들어 보인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강건한 파랑모

형인 Navier-Stokes식과 유동계를 일련의 유체 입자로 해석

하고 각 입자의 시공을 통한 순차적인 추적을 통해

plunging 형태의 쇄파시 plunging breaker에 후행하는 해저

질의 역동적인 부유와 undertow를 통한 표사의 재분배를 수

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Dalrymple을 중심으로 한

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팀에 의해 시도되어 많은 성

과가 이루어진 듯하다(Zou et al., 2005). 이 연구에서 Zou

등(2005)은 대부분의 표사 이송에서 흔히 행해지듯 유효

shield paprameter가 임계치를 상회하는 경우 swash 대역

해저면에서 연행되어 부유하는 표사량을 Van Rijn(1986)이

제시한 pick up 함수를 원용하여 산출하고 표사에 대해 구

축된 질량 보존식에 기초하여 순차적인 표사의 대류 이송과

확산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Van Rijn의 pick up

함수는 정상상태의 sheet flow를 대상으로 하며 swah 대역

은 pick up 함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아직 이 부

분에 대해 수립된 모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도

로 평가될 수 있으나 추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

인다. 이와 더불어 차용한 난류 모형이 국지적인 쇄파로 인

한 난류의 생성, 확산, 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기작

도 포함하고 있지 못한 오류를 지닌다. 

최근 조와 이(2007)는 국지적인 난류의 생성, 확산, 소멸

을 설명할 수 있으나 수치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한 기존의

Dynamic Smagorinsky 모형에 관성부영역에서 진행되는

energy cascading 과정은 Lagrangian 시각에서 극명하게 드

러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계수의 산출과정에 유적선을 따라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Largrangian

Dynamic Smagorinsky(LDS) 모형을 활용하여 단조해안에서

진행되는 plunging 형태의 쇄파와 후행하는 처오름, down

rush와 under tow를 성공적으로 모의하여 swash역에서 진행

되는 침식을 정확한 기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해일에 의한 해빈침식 과정을 단계별로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 기상 해일은 너울에 비해 성분파랑간의 비선형 차

이간섭 등에 의해 특성이 상이한 여러 파랑이 혼재하며 파

마루 사이의 이격 시간은 상당히 좁혀지며 평균해면 위의

파형은 정현파에 비해 비대해진다. 이러한 기상해일의 내습

에 노출되는 경우 쇄파대역의 지하수위는 급격히 상승하여

곧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지하대수층의 포화로 전빈의 사면

을 통해 처올려진 수주의 거의 대부분은 저면을 통해 침투

되지 못하고 해빈 단구(berm) 언저리의 정점에서 중력에 의

해 방향을 틀어 외해방향의 흐름 down rush가 형성되며 이

때 너울에 의해 형성된 해빈 단구는 급속히 침식된다. 바람

에 의해 밀려온 풍속의 3.5% 정도의 자유수면인근의 표류가

더해져 외해방향의 흐름은 너울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강

력하여 침식된 표사와 저면에서 난류확산에 의해 부유된 표

사를 offshore 방향으로 이송하는 주요한 기작으로 작용한다.

전빈에서 파곡이 형성되는 경우 해수위보다 높아진 지하수

수위로 인해 지하수는 해안선 인근에서 용출되며 이때 상당

량의 표사가 부유된다. 이러한 현상은 Longuet Higgins

(1983)에 의해 처음 관측되어 quick sand 혹은 액상화라 명

명된 바 있다. 전술한 부유로 인해 전빈의 선단은 급속히

침식되며 전빈은 내륙쪽으로 퇴각한다. 수심이 증가되면서

외해방향 흐름은 그 세력이 감소하고 이송된 표사는 퇴적되

기 시작하며 비교적 굵은 표사는 해안선 가까이에, 고운 표

사는 외빈에 쌓이며 연안사주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연

안사주는 내습하는 파랑에 잠제로 기능하며 순차적으로 해

빈에 내습하는 파랑과 downrush는 내습초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해진다. 기상해일이 잦아들고 다시 너울이 우세한 수

환경이 복원되면 연안사주에 쌓여있던 표사는 기상해일에 비

해 약한 파랑 표류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빈으로 이송된다.

전빈 사면을 통해 처 올려진 수주의 대부분은 낮아진 지하

대수층의 수위로 인해 침투되며 이 과정에서 퇴적되는 표사

로 해안단구는 순차적으로 복원된다. 따라서 연안사주의 형

성과정의 충분한 이해는 해빈의 계절적인 변화를 예단하고

이에 기초한 최적 양빈 설계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第28卷 第1B號 · 2008年 1月 − 97 −

할 과제로 보인다. 

기존의 해석 방법은 첫째 선정된 심해 파랑조건으로부터

고려하는 해저지형과 균형을 이루는 파동계를 수치적으로 산

출하고 둘째 모의된 파랑과 파랑에 의해 기인된 유동계로부

터 난류확산에 의해 해저면으로부터 부유되어 연행되는 표

사량과 퇴적률을 각각 분리하여 pick up 함수 등으로 평가

하고 질량 보존식에 의거 재분배한다. 셋째 국지적인 표사의

농도로부터 지형 변화를 산출하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치

게 된다(Nielsen, 1992). 이 과정에서 computing resource

의 제약으로 인해 연안공학계에서는 하나의 파랑 주기 혹은

난류특성시간에 걸쳐 평균되고 연직방향의 유속은 미약하다

는 경험적 인식에 의해 수심방향으로 평균된 유동계를 주로

다루어왔으며 이러한 관습은 아직도 회자되는 비선형 천수

방정식, Boussinesq 식과 같은 파랑모형, Reynolds 난류응

력 등에 통해 끈질기게 남아있다(Kolmogorov: 1942, Rodi:

1993, Veeramony와 Svendsen: 1999). 그러나 불행히도 이

러한 전제들은 swash대역에서는 유지될 수 없으며, 평균된

유동계 정보만으로는 swash 대역에서 표사의 동적거동 특성

을 기술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swash 대역에서의 유

동특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태부족하게 한 동인으로 보이

며 이제는 이러한 전제들이 해제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조용준과 이 헌(2007)에 의해 최근 완성된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LES(Large Eddy

Simulation), 차용한 유체 입자보다 이격거리보다 작은 규모

의 잔차응력에 대한 LDS(Largrangian Dynamic Smagorinsky

Model)로 구성되는 수치모형은 그 동안 선호되던 Reynolds

식이 아닌 Navier-Stokes식을 직접해석 함으로서 유동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수려함을 지닌다. 이

러한 수려함은 분리에 따라 시공에서의 평균과정을 거치면

서 발생하는 Reynolds 응력의 모형화 및 정량화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된다. 이 모형에서 유동계는 일련의 유체

입자로 해석되고 가장 강건한 파랑모형인 Navier-Stokes식을

기초하여 각 입자의 시공을 통한 순차적인 추적을 통해 해

석되므로 구조적 격자의 차용이 필요 없는 수월성도 지닌다.

이러한 수월성은 기존에 구조적인 격자의 차용으로 사용되

던 단편적으로만 연속한 형상함수 대신 유한한 support를 지

니며 미분가능한 kernel 함수의 차용에서 출발한다. 전술한

수치모형은 구조적 격자의 차용이 필요 없다는 점과 미분가

능한 kernel 함수로 인해 계산량이 상당히 저감된 것으로

그 동안 과도한 계산량으로 직접적인 해석에 어려움을 겪던

Navier-Stokes식을 우리 연안공학자에게 상당히 친밀하게 다

가서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해빈침식 특성을 토대로 수분

에 걸쳐 지속된 고파랑으로 전빈의 지하대수층은 완전 포화

되며 표사의 흐름에 대한 저항력은 수중무게로 정량화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swash 대역에서의 수리현상과

표사 부유특성을 가장 강건한 파랑모형인 Navier-Stokes식과

표사의 운동방정식에 기초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 기본방정식

2.1 동수역학 모형

기본 방정식으로는 작은 규모의 난류는 등방성이라는 인식

에 기초하여 여과된 Navier-Stokes 식과 질량 보존식을 사

용하였다. 평균을 취하는 과정에 새로운 항이 추가적으로 도

입되지 않는 장점을 지닌 Favre-averaging 에 기초

하여 여과된 기본 방정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는 공간에서의 여과과정을 나타낸다(Yoshizawa, 1986).

(1)

(2)

여기서, ρ는 밀도, p는 압력, g는 중력가속도, u는 유속, τv

와 τt는 각각 점성에 의한 응력과 sub-particle scale에서의

난류응력 혹은 잔차응력을 나타내며 응력 성분 ,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3)

(4)

(5)

(6)

여기서 strain rate tensor의 크기 는 로 정의

되며 이차원 유동계 (i, j=x, y)의 경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7)

식 (3), (4), (5), (6), (7)에서 는 strain rate tensor, ν는
dynamic viscosity 는 eddy viscosity, 은 입자간격을

나타내며 차용된 입자망에 용해되는 난류의 규모로도 해석

될 수 있으며 는 Smagorinsky 상수를 각각 나타낸다

(Smagorinsky, 1963). 식 (2)에 기술된 압력은 밀도에 종속

하며 압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시 영

역의 매 구간별로 Poisson식을 해석하는 것이 고전적인 방

법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Monaghan(1994)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상태방정

식을 차용하여 해석하였다(Batchelor, 1967) 

(8)

여기서 γ=7, ρo=1000 kg/m3는 기준밀도로 식 (8)은 밀도의

미세한 변화로 인해 압력에는 큰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이러한 성질은 압축성 유체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계수 B는 유체가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조건을 충

족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절되며 

f ρf ρ⁄=( )

⋅

dρ
dt
------ ρ∇ u⋅–=

du
dt
------ 1

ρ
---∇p– g 1

ρ
---∇ τv⋅ 1

ρ
---∇ τt⋅+ + +=

τvij
τtij

τvij
2ρv Sij

1
3
---Skkδij–⎝ ⎠

⎛ ⎞=

τtij
2ρvt Sij

1
3
---Skkδij–⎝ ⎠

⎛ ⎞=

Sij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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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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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

∂xi
-------+⎝ ⎠

⎛ ⎞=

vt CsΔ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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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2SijSij(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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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ketch of beach ero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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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경우 로 정의되는 음속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지니면 Courant-Friedrich-Levy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는 시 영역에서의 증분이 작은 값을 지닐 수 밖에 없어

과도한 계산량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음속은 유체 알갱이가 지니는 최대유속 umax의 열 배

를 상회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2.1.1 Cs 산정을 위한 Lagrangian Dynamic Smagorinsky
model 

LES 기법을 활용하여 수치해석을 하는 경우 계산영역은

이격거리 Δ로 거치된 일련의 유체 입자로 대치되며 이러한

이산화 과정으로 수치 모의된 모든 물리량은 간접적인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잔차응력 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며 

(10)

여기서 는 폭이 Δ인 여과과정을 나타낸다. 이격거리 2Δ
로 다소 조악하게 거치된 일련의 유체 알갱이에서 진행되는

수치모의의 경우 잔차응력 Tij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11)

여기서 는 폭이 2Δ인 여과과정을 나타낸다. 잔차응력

에 대해 폭이 2Δ인 여과과정을 수행한 후 식 (11)과의

차이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12.1)

(12.2)

식 (12)는 Germano(1991)에 의해 처음 유도되어 Germano

항등식이라고 불리며 Lij는 Δ과 2Δ 사이의 협대역에 포진하

는 잔차응력을 나타낸다. 식 (12.2)의 우변 항은 한번의 수

치모의에서 얻은 유동 정보와 폭 2Δ에서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여과과정으로 산출될 수 있어 효율적 Dynamic Smagorinsky

모형 구성의 단초을 제공하게 된다. 부연하면 이격거리 2Δ
인 조악한 유체 알갱이 망에서의 수치모의는 실제 수행되지

않으며 가상 모의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식 (12.1)

의 와 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지량으로 추가적인

모형을 필요로 하며 와점성계수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 할 수 있다. 

(13)

(14)

식 (13), (14)에서 와 는 각각 이격거리 Δ과 2Δ에
서의 전단변형률을 나타낸다. 식 (13), (14)을 식 (12)에 대

입하면 삼차원 유동의 경우 하나의 미지량 Cs에 대한 총 다

섯 개의 관계식이 도출되어 Smagorinsky 계수는 중층결정이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중층결정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Germano(1991)는 Germano 항등식에서 발생하는

오차 eij가 최소화되는 Smagorinsky 계수를 차용할 것을 제

언하였으며 오차 eij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Smagorinsky 계수가 유동특성이 균질한 방향으로 일정하다

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면 Cs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며

(16)

여기서 

(17)

식 (16)에 기술된 Dynamic Smagorinsky 모형은 난류응

력의 시공에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나 산출된

Smagorinsky 계수는 상당한 영역에서 음의 값을 지닌다. 음

의 값은 관성부대역에서 energy cascading 과정을 통해 상

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와로 전이된 에너지의 일부분이 다시

큰 규모의 와로 회귀되는 back scattering 현상을 의미하나

시공에서의 Smagorinsky 계수의 급격한 변화는 수치모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Pope, 2004). 이러한

불안정성은 유동 특성이 균일한 방향이 존재하는 경우 균일

한 방향으로 계수 값의 산정에 국지적인 평균개념을 도입하

는 경우 상당히 안정화되나 쇄파대역에서의 흐름처럼 복잡한

경계나 부정류, 유동특성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방향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적용이 어렵다(Meneveau et al., 1996). 비균질

한 유동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Dynamic Smagorinsky 모형

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Meneveau 등(1996)이 Smagorinsky 모

형은 난류 응력은 전단변형률에 비례한다는 개념에서 출발

한 구배모형으로 이러한 비례관계는 ensemble 시각에서 성

립되나 Germano(1991)가 제시한 dynamic Smagorinsky 모

형에는 이러한 ensemble 개념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Meneveau 등(1996)은 관성부영

역에서 진행되는 energy cascading 과정은 Lagrangian 시각

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계수의 산출과

정에 유적선을 따라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Largrangian dynamic Smagorinsky(LDS) 모형을 완

성하였다. LDS모형은 시공을 통해 유체 알갱이가 그리는 유

적선을 따라 적용된 Germano 항등식에 Smagorinsky 모형

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다. 임의 시간 t에 특정 지점 x를 점유하고 있는 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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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fluid particles deployed for Fine and
Coarser Large Edd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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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알갱이의 유적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18)

임의 시간 t'의 유적선 상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19)

여기서 Mij는 식 (17)에 정의하였으며 시간 t, 지점 x에서의

Smagorinsky 계수 Cs는 유적선에서 누적된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결정된다. 따라서 최적화 목적 함수 E로 기능하는

유적선에서 누적된 총 오차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기술 할

수 있으며 

(20)

여기서 는 난류 유동계의 자기상관관계가 이격시간

이 증가하면 급속히 감소하는 경험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삽입한 가중함수로 이격시간이 증가하면 감소하도록 조정된

다. 총 오차의 최소화는 다음과 같이 구현되며 

(21)

식 (19), (21)으로부터 Smagorinski 계수 Cs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며 

(22)

여기서 는 유적선을 따라 가중 평균된 물리량을 나타내

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3)

(24)

식 (23), (24)에서 가중함수 는 난류유동의 상관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난류는 기억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경험적 인식에 기초하여 최근의 유동정보에 상

대적으로 큰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5)

여기서 T는 난류 유동계의 상관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시간을

나타낸다. 가중함수 가 식 (25)와 같이 지수함수로 정

의되는 경우 식 (23), (24)은 선회적분의 형태로 는

에 순간적으로 가해진 부하량에 대한 선형 역학계의 단

위 응답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이송방정식에 의해 기술

될 수 있으며

(26)

(27)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식 (23), (24)의 적분은 계산량을

저감하기 위해 식 (26)과 (27)를 다음과 같이 이산화하여

산출된다. 

(28)

(29)

2.1.2 SPH 정식화 

SPH 기법에서 유동계는 일련의 유체 알갱이로 해석되며

이산적으로 거치되어 있는 각 알갱이에서의 물리량 는

가중함수(kernel function)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포함수

로 기술되며

(30)

N개의 입자가 활용되는 경우 보간된 물리량 는 다

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31)

여기서, W는 kernel function, Ω는 kernel function의

support의 직경, mj는 질량, ρj는 밀도, ΔVj는 유체 알갱이의

체적을 나타낸다. 전술한 기본 방정식을 알갱이를 중심으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Dalrymple 과 Rogers, 2006). 

(32)

(33)

2.2 표사 이송 확산방정식

연안역에서의 표사농도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질량보존의

개념에서 유도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열된다.

(34)

SPH 정식화를 위해 Largrangian 시각으로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35)

여기서 c는 표사 농도, wo는 침강속도, εs는 표사 확산계수

를 각각 나타내며 초기·경계치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파랑의 전이에 따른 실시간 저면 표사농도, cb(t)를 필요로

한다.

2.2.1 저면 표사농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파랑에 의한 경계층은 파랑에 기인된 수체 운동이 저면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는 바닥과 인접한 영역을 이르며 매끈한

고정상의 경우 수 millimeter 에서 성긴 모래로 구성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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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한 바닥의 경우 수 centimeter에 이르나 연흔이 형성된

자연 해안처럼 50 centimeter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경계층

내에 분포한 표사의 거동을 정량화 하려는 초기의 노력은

표사가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통해 수체와 소통한다

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단응력의 정량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

작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노력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비껴가

기 위해 예외 없이 경계층이 충분히 발달된 정상상태를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논의의 전개를 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onsson(1966)은 편의상 단순조화운동을 대상으로 경계층

의 영향이 소멸되는 지점의 자유 유속(free stream velocity)

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36)

마찰계수 f를 차용하여 최대 전단응력 τmax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한 바 있다. 

τman= (37)

여기서 Ab는 저면에서 수입자의 excursion amplitude, ω는
각 주파수를 나타낸다. 이어 Jonsson(1966)은 차원해석을 통

해 마찰계수 f는 Reynolds No. 와 상대조도 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이 후 Swart(1974)는 Kamphuis

(1975)가 제시한 관측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발달된 난류의

경우 마찰계수 f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38)

여기서 r은 등가 Nikuradse 조도길이로 상기식은 아래와

같은 Jonsson(1966)의 제언보다는 

(39)

마찰계수가 상대조도 에 의해 직접 결정된다는 점에

서 간편하나 상대조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과다한 값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40)

여기서 d50는 표사 중앙입경을 나타낸다. 

경계층의 두께 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견이

상존하나 Sleath(1987)는 결손유속, u
∞

−u의 진폭이 Abω의
일정부분에 근접하는 점으로 정의하였다. 이어 Sleath

(1987)는 무차원 결손유속  이 0.05으로 수렴하

는 점을 경계층의 두께로 선택하고 관측자료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이 에 비례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41)

저면 표사는 관성력, , 표면마찰력과

형상항력으로 구상되는 항력, , 등의 유체력

에 의해 교란되며 중력은 이러한 교란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단순조화운동의 경우 항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Keulegan Carpenter 수, K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며 

(42)

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M는 부가질량

계수, V는 표사 체적, A는 표사 단면적, CD는 표사 형태

와 Reynolds NO., 에 종속하는 항력계수를 나타낸다.

진폭 Ab가 표사 직경 d에 비해 상대적로 큰 경우 표사를

교란하는 힘은 주로 항력 으로 구성되며 항력은 Abω에
비례한다는 시각에서 표사를 교란하는 항력과 이에 반하여

작용하는 중력의 비로써 초기운동 여부를 규명하려는 움직임

이 있었으며 전술한 비율은 Mobility NO. 라고 불리며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43)

여기서 s는 표사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Shields

(1936)는 자연하천에서 진행되는 표사의 초기운동에 대한 연

구에서 저면에 작용하는 소류력, 과 표사 수중무게에 주

목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Shields Parameter θ를 제시

하였으며 

(44)

이 후 Shields Parameter 는 정상류에서의 τb가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표사 거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인자로 부상하며 초기 정상류에서의 τb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파동으로 인한 유동계에서 최대 소류력, ,

로 치환되어 

(45)

연안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

기서 는 파랑에 의한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저면에 작용

하는 소류력은 Engelund 와 Hansen(1972)의 지적처럼 형상

항력 과 표면 마찰 로 구성된다. 형상항력은 연흔의

상·하류 압력 차이에 의해 기인되며 개개 표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Shields Paramet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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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sketch of wave bottom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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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46)

수정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는 표사 이송과 관련된 유효

응력이라 불린다. 이러한 개념은 全 소류력이 모두 표사이송

에 소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수월성을 지니나 의 정량

화는 표사의 부상과 가속에 소요되는 유체에서 표사로 전이

되는 운동량 계측의 난이성으로 인해 아직 상당한 어려움으

로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Madsen과 Grant

(1976)는 표사의 조도에 기초하여 Shields Parameter를 산출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후 이러한 접근은 큰 반향을 일으

키게 된다. Engelund 와 Hansen(1972), Nielsen(1979) 등

은 표사의 조도로 표사 중앙입경 d50의 2.5 배를 취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이 경우 Grain Roughness Shields Parameter

θ2.5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47)

마찰계수 는 Eq. (38)에 기초하여 산정된다(Swart,
1974).

저면에서의 표사농도 cb의 파랑의 전이에 따른 시계열 자

료는 경계층에서 표사의 연행과 침강이 국지적인 균형을 이

른다는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48)

여기서 p(t)는 Van Rijn의 pick up function를 나타내며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49)

여기서 와 θc는 각각 유효 Shields parameter, 임계

Shields parameter를 나타낸다. 전술한 Van Rijn의 pick up

function은 자연하천에서의 정상류를 대상으로 제언된 것이나

유효 Shields parameter로 전술한 Grain Roughness Shields

Parameter θ2.5를 취하여 Zou 등(2005)에 의해 쇄파역까지

확장된 바 있으나 excursion amplitude Ab의 추정에 필요한

경계층의 두께, 등가 Nikuradse 조도 등에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아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마찰계수 f2.5

는 Eq. (36) 혹은 (37), (38) 등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2.2.2 swash 대역에서의 흐름특성과 이에 기초한 저면 표

사농도 산출을 위한 새로운 제언 

Swash 대역에서 흐름은 급속히 가속되고 감속된다. 이렇게

짧은 지속시간으로 인해 저면에는 경계층이 충분히 발달되

지 못하며 이러한 경향은 쇄파역에서 흔히 관측되는 왜도된

파형의 경우 파 전면부에서의 저면응력이 후면부보다 크게

관측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계층에

서의 순흐름은 streaming으로 인해 연안방향으로 진행되며,

중간대역에서는 외해 방향 -under tow- 으로, 자유수면 인근

에서는 다시 연안으로 향하는 복잡한 연직구조를 지닌다

(Peregrine과 Svendsen, 1978). 따라서 정상류, 단순조화운동,

(y+h)2혹은 (y+h)4라는 단순 연직구조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swash 대역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기존의 접근방식은 모두에서 언급한 80,

90년대를 풍미한 depth averaged approach를 통해 우리 안

에 쌓여있는 구태의 무의식적인 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

판적인 시각은 Eq. (1), (2), (3), (4) 가 암시하듯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 τb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50)

수치적으로 모의된 유동정보를 활용하면 기존의 depth

averaged approach에 기초한 수치모의와는 달리 직접 산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 경우 유효 Shields

parameter는 다음과 같이 마찰계수라는 추가적인 개념의 도

입 없이 직접 산출될 수 있으며

(51)

Eq. (50)의 vt는 Eq. (6)에 정의된 바 있다.

2.3 morphological dynamics model

먼저 계산영역을 몇 개의 구간으로 분할 한 후 각 단면

에서의 토사 이송량을 산출한다 

(52)

여기서 는 표사의 이송속도로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53)

최종적으로 지형변화는 질량보전의 개념에서 산출되며 기

술하면 다음과 같으며

(54)

여기서 n은 porosity 를 나타낸다. 

3. 수치 결과

전술한 수치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조해안에서

파랑의 천수과정을 수치해석 하였으며 계산영역은 Fig. 5에

도시하였다. 쇄파 형태가 해빈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해 두 가지 경우-RUN 1 [1:14, T=1.4 sec, H=0.08

m], RUN 2 [1:13.5, T=1.4 sec, H=0.08 m]-에 대해 수치

모의를 수행하였다. 일정 수심부에서의 수심은 0.15 m이며

조파기는 사면경사부의 시점으로부터 0.5 m 이격하여 거치하

였다. 이러한 이격거리는 파장(L=1.6108 m)을 중심으로 기술

하는 경우 약 L/3에 해당된다. Dean과 Dalrymple(19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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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finition sketch of morphological dynamic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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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 이론에 기초하여 piston type의 조파기를 활용하여 주

기 1.4 sec, 파고 0.08 m의 정현파를 조파하였으며, 거치된

유체 입자의 수는 1800개이고, 저면과 조파기 입자의 수는

모두 1164개로 구성하였다. 쇄파형태는 저면경사와 파형경사

의 비, surf similarity parameter 에 의해 결정

되며 본 검증작업에 차용된 여러 조건은 ξ=5.12과 4.76에

해당되는 것으로 plunging 형태의 쇄패가 진행되도록 선정하

였다(Komar, 1976). 초기 유체입자의 간격은 0.005 m로 균

일하게 배치하였으며 이러한 이격거리는 micro length scale

η의 일반적인 크기를 약간 상회하나 관성부영역보다는 하회

하는 수치로 충분한 해상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시영

역에서의 적분은 Leapfrog 기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Kernel function으로는 수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주

는 것으로 알려진 Gaussian func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55)

여기서 αd는 일, 이, 삼차원 공간에서 각각 ,

, 의 값을 지니는 Kernel function이 정점

에서 일의 값을 지니도록 조절되는 정규화 계수이며,

, r은 두 입자간의 이격거리, Kernel function의

support 반경 Ω는 support 내에 40에서 50개의 유체 알갱

이가 분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Gingold와 Monaghan,
1977).

저면을 구성하는 입자도 수체를 구성하는 입자와 더불어

식 (1)과 (2)에 기초하여 진화되나 시 영역에서 하나의 적분

과정이 완료될 때마다 다시 零의 유속을 부과하여 No flux

경계조건을 구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유체 알갱

이가 저면을 구성하는 입자층 사이를 투과하는 수치적 오류

는 유체 알갱이가 저면을 구성하는 입자층에 임계치 ro이하

로 접근하는 경우 인위적인 반발력을 부과하여 해결하였다.

반발력 PBij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으며 

(56)

여기서 n1=12, n2=4, rij는 유체 알갱이와 저면을 구성하는

알갱이 사이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며 D는 유동계에 종속하는

계수로 보통 최대유속의 제곱 정도의 크기로 조절된다. 

수치모의된 water surface profile, 유속, y=0.005 m에서

산출한 저면응력을 Fig. 6에 도시하였다. 경사부 시점에서부

터 진행되는 비선형 천수과정을 통해 동조, 비동조 고차 조

화성분으로 전이된 파랑에너지로 인해 상당히 예리해지고 왜

도된 파형을 관찰할 수 있다(a, b, c, d). 더욱 진행된 천수로

인해 파형은 더욱 왜도되며 순차적으로 파형의 마루로부터

수입자의 자유낙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예상대로 plunging 형태의 쇄파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e, f, g). 자유 낙하하는 수입자의 착수와 이로 인해 형

성되는 커다란 물보라, 순차적인 물보라 층의 해변으로의 이

행 등을 엿볼 수 있다(h, i, j, k). 종국에는 Narayanaswamy와

Dalrymple(2002)에 의해 처음 보고된 쇄파가 진행되는 파랑

의 후면에 형성되는 거친 로프모양의 wave finger를 관측할

수 있다. 전술한 wave finger의 형성은 쇄파로 인해 파형의

배후에 형성되는 구조적인 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l,
m, n). 

저면 응력의 경우 선행 plunger의 영향으로 저면에 작용하

는 응력은 최대 0.02 N/m2까지 증가하며 최대 응력의 발생

지점은 연안으로 이행한다(a, b). 이와 더불어 선행 파랑에

의한 down rush 와 plunger의 영향이 뒤섞이면서 offshore

방향의 응력과 shore 방향의 응력이 혼재하며 파곡 인근에서

의 응력은 offshore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a, b, c, d). up rush가 시작되면서 swash 대역의 저면응력

은 shore 방향으로 작용하며 최대 0.03 N/m2까지 증가하고

최대 응력의 발생 지점은 연안으로 이행한다(e, f, g, h). 처오

름이 정점에 이르면서 저면응력은 점점 감소한다. 후행하는

down rush로 인해 저면 응력의 작용방향은 외해로 바뀌며

그 세력은 up rush 에 비해 상당히 약해진 것을 알 수 있

다(i, j, k, l, m, n). 새로운 파랑이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천수

과정을 거치고 천수최종단계에서 발생하는 plunger로 연안

방향의 저면 응력이 새로이 형성되며 최대 0.015 N/m2까지

증가하면서 하나의 대 순환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i, j, k, l, m, n, o, p). 

비교를 위해 수조에서 촬영한 punging type의 쇄파와 착

수에 따라 splash가 형성되는 광경, 천수단계별 수치모의된

수면형을 Fig. 7에 도시하였으며 파마루에서 자유낙하하는

수입자의 착수시 생성되는 cavity를 Fig. 7(b)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Cowen 등(2003)은 쇄파시 연행되는 공기로 인해

그 동안 관측에 어려움을 겪던 swash 대역에서의 수리현상

을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을 활용하여 계측

에 성공한 바 있다. 전술한 실험은 길이가 32 m, 폭이 0.6

m, 수심이 0.26 m인 수조에서 주기 2s, 파고가 각각 0.0603

m, 0.0246 m인 파랑에 의해 경사 1/20인 해빈 swash 대역

에서 생기되는 수리현상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파

랑조건은 역동적인 파랑이 아닌 너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

측 상의 어려움을 비껴가기 위해 비교적 온화한 파랑조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결과와의 비

교를 위해 Fig. 8에는 Cowen 등 (2003)이 제시한 해빈 정

선에서의 각 위상별 유속분포를 도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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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itial configuration of flui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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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en 등(2003)은 plunging 형태의 쇄파에 의해 형성되는

단파의 정선 통과 시(15 t/T=0) 최대에 이르는 up-rush의 유

속, 자유수면 인근에서의 최대유속 발생, down-rush시 저면

에 형성되는 경계층으로 인해 연직방향으로 증가하는 유속,

Fig. 6 Sequential snap-shots of water surface profile, velocity and bottom stress at y=0.005m  under waves which underwent
plunging type breaking on a sloping beach [RU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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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가속되는 up-rush로 인해 상대적으로 긴 down-rush

의 지속기산 등 그 동안의 경험적 인식을 정량적으로 확인

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Fig. 8 참조). 이어

Cowen 등(2003)은 전술한 관측결과에 기초하여 up-rush의

경우 초기 punger와 후행 plunger의 착수시 착수수역에 형

성되는 전단류에 의해 생성되는 역동적인 난류가 지배적이

며, down-rush의 경우에는 저면 경계층에서 생성되는 난류

가 지배적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down-rush의 지속시간이 저면 경계층의 숙성여부, 경계층에

서 생성되는 난류의 연직방향으로의 확산범위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술한 물리량을 해빈표사

의 재부유와 이송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추론하였

다. 이 연구에서 Cowen 등(2003)은 전술한 추론을 검증하

기 위해 그 동안 공간상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

점으로 인해 파동으로 인한 경계층 해석을 위한 수리실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flat-plate boundary layer(FPBL)

의 해석결과(Jensen et al., 1989)와의 비교를 시도하게 된

다. Jensen 등(1989)은 차원해석을 통해 평균유속은 저면 응

Fig. 7 Comparison of numerically simulated surface profile with a photograph of breaking waves near the plunging point

Fig. 8 Vertical profiles of ensemble averaged u as a function of phase for the plunging wave case from Cowen et al. (2003)

Fig. 9 Velocity profile across the surf zone 



第28卷 第1B號 · 2008年 1月 − 105 −

력 τb, 밀도 ρ, 저면에서의 이격거리 y, 동 점성계수 ν에
종속하며, 층류 저층에서(viscous sublayer)의 특성속도로 마

찰속도 를 취하고 이어 유속과 이격 거리를 다

음과 같이 정규화 하였으며 

(57)

(58)

로 정의되는 층류 저층의 경우 유속은 선형적인 분

포 양상 -u+=y+-을 보이고 전단응력은 저면에서의 응력 τb과

동일한 값을 지니며, 에 분포하는 log law

영역에서는 유속은 다음과 같이 대수 분포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59)

여기서 κ는 von Karrman의 우주상수로 0.41의 값을 지닌다.

Fig. 9에는 각각 x=1.3 m, 1.54 m, 1.98 m에서의 유속분포

를 하나의 주기를 일곱 개의 frame으로 구성하여 도시하였

으며 비교를 위해 Cowen 등(2003)의 관측결과도 함께 도시

하였다. 각 지점 공히 up-rush시 최대 유속은 자유수면 인

근에서 발생한다. 이에 반해 최대 down rush 발생시 유속

은 바닥인근에 형성되는 경계층으로 인해 저면에서 최소가

되며 연직 방향으로 증가하는 개수로 흐름의 경우와 유사하

며 이러한 분포는 Cowen 등(2003)의 관측 결과와 일치한다.

Fig. 8 15 t/T=9~14에서 관측되는 down-rush시 저면에서 생

성되는 경계층의 위상에 따른 천이과정은 Fig. 9에서 확연하

게 드러난다.

Fig. 10에는 x=1.98 m에서의 up-rush 시 최대유속 유속분

포를 도시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Cowen 등(2003)의 관측결

과와 Jensen 등(1989) FPBL 해석결과를 포함하였다.

로 정의되는 층류 저층의 경우 유속은 동일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보이나 의 영역에서는 본 수치결과가

상대적으로 큰 유속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Jensen 등

(1989)이 수행한 FPBL 해석 과정에 천수과정 중 up-rush시

유동계에서 진행되는 급속한 가속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을 상

기하며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Cowen 등

(2003)의 관측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수치 결과가 Cowen 등(2003)의 관측결과보다 큰 값을 지니

는 것은 Cowen 등(2003) 이 차용한 파랑조건이 비교적 온

화한 너울에 해당되나 본 고에서 차용한 파랑조건은 상대적

으로 역동적이며, 해빈 경사도 급경사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쇄파도 상대적으로 격렬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쉽

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FPBL 해석이론의 상대적으로

작은 유속분포는 up rush 과정에 유동계를 지배하는 기작은

쇄파로 인해 유동계에 도입되는 난류라는 사실과 FPBL 해

석이론의 swash 대역으로의 확대 적용에는 상당한 무리가

수반된다는 본 고에서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수치모의된 Smagorinsky 계수는 천수단계별로 Fig. 11에

도시하였다. 파형의 마루로부터 수입자가 자유낙하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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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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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numerically simulated velocity profile
with measured one by Cowen et al. (2003) and FPBL
(Jensen et al., 1989) [solid line: FPBL, ○: PIV, ◇:
numerical results]

Fig. 11 Sequential snap-shots of Smagorinskycoefficients in LDS under waves which underwent plunging type wave breaking on
a sloping beach [RU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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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에 따라 형성되는 커다란 물보라층, reverse breaking

발생 영역에서 Smagorinsky 계수는 우리의 예상대로 상대적

으로 큰 값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모의된 유속을 기초로 산출한 와도는 Fig. 12에 도시

하였다. Nadaoka, Hino와 Koyano(1989)는 spilling형태의

쇄파가 진행되는 경우 쇄파에 후행하여 breaker 통과 후 발

생하는 연직 방향의 와를 관측하고 obliquely descending

eddies 라고 명명한 바 있다(Fig. 13 참조). 전술한 와는 거

의 움직이지 않으며 순차적으로 바닥으로 하강하면서 거품

을 수주로 견인한다. 아직 obliquely descending eddies의

생성기작과 연안 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

명된 바 없으나 Nadaoka, Ueno와 Igarashi(1988)는 자연해

안에서 전술한 와를 관측하고 obliquely descending eddies

는 표사의 부유에 중요한 기작으로 작용하며 와로 견인된

거품은 표사의 부유에 필요한 부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전술한 연직 방향의 와는 파 전면부의 roller에서 발

생하는 수평방향의 와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

의 수치모의는 x-y 평면에서 수행되어 Fig. 13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파 전면부 roller에 형성되는 강력한 시계 방

향의 면 와류, 착수시 자유수면 인근에 형성되는 역동적인

와, plunger의 이행과 더불어 전술한 와가 확산되는 과정을

관측할 수 있다. 

수치모의된 천수단계별 부유사 농도는 Fig. 14에 도시하였다

(d50=0.000075 m, wo=0.00462 m/sec, s=2.65, θc=0.05). 천

수단계별 부유사 거동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t=22.491 sec: 선행 파랑의 마루에서 진행되는 자유낙하,

착

수에 따라 생성된 역동적인 와류로 인해 형성된 부유사 구

름을 x=1.3 m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처 오름 과정에서 부

유된 표사는 정선을 지나 x=3.2 m 인근까지 도달하였다.

− t=22.761~23.022 sec: 이렇게 형성된 부유사 구름은 이미

시작된 down rush 로 인해 서서히 offshore 방향으로 이동

된다.

− t=23.229~23.283 sec: 새로운 파랑의 마루에서 새로이 진

행되는 자유낙하, 착수에 따라 생성된 와류로 인해 부유사

무리는 한 층 성장하였다. 저면에서 반사되어 재차 상승하는

plunger에 의해 부유사는 자유수면 근처까지 상승되었다.

− t=23.382~23.598 sec: 다시 착수하는 물보라에 의해 생

성되는 reverse breaking에 의해 부유사 무리의 확산은 더욱

가속된다.

− t=23.976 sec: swash 대역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부유사

순환이 완성되었다. 한 주기(T=1.4 sec) 전에 비해 swash

대역에서 진행되는 처오름으로 인해 부유된 부유사 무리는

off shore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현재 전빈

Fig. 12 Sequential snap-shots of vorticity under waves which underwent plunging type wave breaking on a sloping beach [RUN 1]

Fig. 13 Schematic sketch of vertically descending eddies with
the arrow showing the direction of breaker travel
(From Nadaok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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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4. 결 론

최근 진행된 파랑 모형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

파랑 내습시 swash 역에서 침식되는 해빈의 산출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보이나 Swash 역에서 연행되어 부상하는 표

사는 연안표사의 주요한 공급원으로 기능한다는 면에서 양

빈의 최적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는 swash역에서 진행되는

침식의 정확한 기술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

다. 전술한 어려움은 천수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전빈의 사면

을 따라 처 올려진 수주가 중력에 의해 외해로 회귀하는 경

우 해저면 인근에 형성되는 외해 방향의 흐름 -undertow-

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렇듯 swash 대역의 수리특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미진

한 이유는 computing resource의 제약으로 인해 이제껏 연

안공학계에서는 하나의 파랑 주기 혹은 난류특성시간에 걸

쳐 평균되고 연직 연직방향의 유속은 미약하다는 경험적 인

식에 기초하여 수심방향으로 평균된 유동계를 주로 다루어

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관습은 아

직도 회자되는 비선형 천수방정식, Boussinesq 식과 같은

파랑모형, Reynolds 난류응력 등에 통해 끈질기게 남아있으

나 이러한 전제들은 swash대역에서는 유지될 수 없으며, 평

균된 유동계 정보만으로는 swash 대역에서 표사의 동적거동

특성을 기술할 수 없어 swash 대역 유동특성에 대한 우리

의 이해를 태부족하게 한 동인으로 보이며 이제는 이러한

전제들이 해제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동계를 일련의 유

체 입자로 해석하고 가장 강건한 파랑모형인 Navier-Stokes

식에 기초 각 입자의 시공을 통한 순차적인 추적을 통해

plunging 형태의 쇄파시 plunging breaker에 후행하는 해저

질의 역동적인 부유와 undertow를 통한 표사의 재분배를 수

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Dalrymple을 중심으로 한

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팀에 의해 시도되어 많은 성

과가 이루어진 듯하다(Zou et al., 2005). 이 연구에서 Zou

등(2005)은 대부분의 표사 이송에서 흔히 행해지듯 유효

shield paprameter가 임계치를 상회하는 경우 swash 대역

해저면에서 연행되어 부유하는 표사량을 van Rijn이 제시한

pick up 함수를 원용하여 산출하고 표사에 대해 구축된 질

량 보존식에 기초하여 순차적인 표사의 대류 이송과 확산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차용한 난류 모형이 국지적인

쇄파로 인한 난류의 생성, 확산, 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어

떠한 기작도 포함하고 있지 못한 오류를 지닌다. 

이에 반해 조용준과 이 헌(2007)에 의해 최근 완성된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LES(Large Eddy

Simulation), 차용한 유체 입자의 이격거리보다 작은 규모의

잔차응력에 대한 LDS(Largrangian Dynamic Smagorinsky

Model)로 구성되는 수치모형은 그 동안 선호되던 Reynolds

식이 아닌 Navier-Stokes식을 직접해석 함으로서 유동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수려함을 지닌다.

이러한 수월성은 기존에 구조적인 격자의 차용으로 사용되

던 단편적으로만 연속한 형상함수 대신 유한한 support를 지

니며 미분가능한 kernel 함수를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전술

한 수치모형은 구조적 격자의 차용이 필요 없다는 점과 미

분가능한 kernel 함수로 인해 계산량이 상당히 저감된 것으

로 그 동안 과도한 계산량으로 직접적인 해석에 어려움을

겪던 Navier-Stokes식을 우리 연안공학자에게 상당히 친밀하

게 다가서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조용준과 이

Fig. 14 Sequential snap-shots of suspended sediments under waves which underwent plunging type wave breaking on a
sloping beach [RU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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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2007)은 국지적인 난류의 생성, 확산, 소멸을 설명할 수

있으나 수치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한 기존의 Dynamic

Smagorinsky 모형에 관성부영역에서 진행되는 energy

cascading 과정은 Lagrangian 시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계수의 산출과정에 유적선을 따라 평균 개

념을 도입하여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Largrangian Dynamic

Smagorinsky(LDS) 모형을 활용하여 단조해안에서 진행되는

plung 형태의 쇄파와 후행하는 처오름, down rush와 under

tow를 성공적으로 모의하여 swash역에서 진행되는 침식을

정확한 기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DS 난류응력 모형을 활용하여 일정 경사

부에서의 파랑의 이행과 순차적인 천수, 연이은 쇄파현상,

plunging breaker에 후행하는 해저질의 역동적인 부유와

undertow와 후행 파랑에 의한 표사의 재분배를 수치모의 하

였다. 이 과정에서 해저질과 소통하는 저면 유체력에 대한

quadratic law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정상상

태에 기초하여 급속히 가속되고 감속되는 swash 대역의 수

리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새로운 산출방

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산출방법은 파랑에 의해 야기된 유

동계의 연직구조에 대한 어떠한 가정의 수행 없이 Navier-

Stokes equation을 직접 해석할 때 가능한 것으로 수치모의

된 유속분포를 활용하여 보다 사실적인 저면응력을 산출할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비선형 천수과정의 일반적인 특징, 동조·

비동조 고차 조화성분으로 전이된 파랑에너지로 인해 상당

히 예리하고 왜도된 파형, 파형의 마루로부터 시작되는 물입

자 자유낙하, 착수로 인한 커다란 물보라의 형성, 물보라 형

성층의 해변으로의 이행, wave finger(Narayanaswamy와

Dalrymple, 2002), swash 대역에서 진행되는 부유사 순환과

정, swash 대역에서 처오름으로 인해 부유된 부유사 무리의

off shore 방향으로의 순 이동 등이 비교적 정확히 재현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Euler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파랑모형과 이동경계 기

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으로 향후 보다 정확한 침식해석

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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