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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a three dimensional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around the fully submerged dual breakwaters with a
sand beach has been investigated numerically using a 3-D numerical scheme, which can determine the eddy viscosity with LES
turbulence model and is able to consider wave-structure-seabed interaction in 3-dimensional wave field (LES-WASS-3D),
recently developed by Hur and Lee (2007). Based on the numerical experiments, strong vortices can be generated fore and aft
edges of the structures, and propagate lee sides. Thus relatively large circulation flows are occurred around submerged break-
waters. The 3-D flow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have been examined by mean flows and mean vortices for various x-y, x-z
sections and y-z layers. Wave height distribution and wave set-up around and over submerged breakwaters, and breaking point
migration toward shore side is discussed in detail.

Keywords : 3-D numerical model, mean flow and vorticity, submerged breakwater, wave breaking point, 3-D flow character-
istic, fluid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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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파ㆍ잠제ㆍ해빈의 상호간섭에 의한 파동장 및 흐름장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2기의 잠제와 모래해빈을
설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허와 이(2007)에 의해 개발된 모델(LES-WASS-3D)을 이용하여 잠제 주변의 3차원적 흐름특성과
파고분포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잠제단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순환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러 단면의 평균류 및
평균와도를 검토함으로서 잠제주변의 3차원 흐름특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잠제 천단상의 쇄파점분포, 잠제주변의 파고분포
및 wave set-up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핵심용어 : 3차원 수치해석기법, 평균류 및 평균와도, 잠제(수중방파제), 쇄파점, 3차원 흐름특성, 유체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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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연안역은 인위적인 개발 및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인하여 표사이동이 불균형을 이루어 해안침식과

항내매몰 등의 해빈지형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에 기인하여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과 초대형 태풍으

로 인한 폭풍해일의 잦은 내습 및 동계의 너울성 파랑 등의

원인으로 연안침식의 가속화가 우려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해안선 보호와 더불어 파랑으로부터 해안구조물을 보

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과 미관적인 측면

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친자연적인 연안구조물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잠제는 수면위로 돌출된 기존의 방파제와는 달리 수중에

건설되기 때문에 천단상을 통한 원활한 해수교환으로 인하

여 생태계 보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도 조화

를 이루며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대규모로 감소시켜 해안

침식 방지 및 해안구조물 보호가 가능한 대표적인 친환경

해안·항만구조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잠제와 같은 해안구조물을 해안침식방지의 목적으

로 실 해역에 건설할 경우, 잠제의 시공에 의해 주변해역의

표사이동을 교란시켜 새로운 해빈변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파ㆍ잠제ㆍ해빈의 상호간섭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세부적으

로 파악하기에는 비용과 노력면에서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정도가 검증된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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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3차원적인 흐름 및 파랑변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이 선행된다면, 잠제의 설계 및 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자들은 이미 새로운 3차원 수치해석기법을 개발한

후,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파ㆍ잠제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적용하여 잠제 자체에 의한 주변파동장 및 흐름장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한 바 있다(허와 이,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ㆍ잠제ㆍ해빈의 상호간섭에 의

한 파동장 및 흐름장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2기의 잠

제와 모래해빈을 설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허와 이(2007)에

의해 개발된 모델(LES-WASS-3D)을 이용하여 잠제 주변의

3차원적 흐름특성과 파고분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 수치해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천단고 변화 및 파의 주기변화에 따른 잠제

주변의 파고분포 및 흐름의 3차원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허

와 이(2007)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모델은 기

존의 3차원 수치해석수법(Hur and Mizutani, 2003; Hur,

2004)을 토대로 SGS모델(Sub-Grid Scale model; Smagorinsky,

1963)을 도입한 수치해석기법(허 등, 2006)에 투과성구조물

내의 유체저항으로서 관성저항(Sakakiyama et al., 1992),

난류저항(Ergun, 1952; van Gent, 1995) 및 층류저항(van

Gent, 1995; Liu and Masliyah, 1999)을 도입하여 개발된

3차원 수치해석기법이다.

기초방정식은 무반사조파를 위한 조파소스(조파원천)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 (1)과 투과성구조물 내에서의 유체저항을

도입한 수정된 Navier-Stokes 운동방정식 (2)-(4) 및 자유표

면을 모의하기 위한 VOF함수의 이류방정식 (5)로 구성된다.

(1)

(2)

(3)

(4)

(5)

여기서, u, v, w는 x, y, z방향의 속도성분, γv는 체적공극율

(volume porosity), γx, γy, γz는 x, y, z방향에 대한 면적투과

율(surface permeability)을 나타내며, β는 부가감쇠영역을

제외하고는 0으로 주어지는 파랑감쇠계수이다. 또한, vt는 동

점성계수와 와동점성계수의 합을 나타낸다. 투과성구조물 내

에서의 유체저항으로서 Mx, My, Mz는 관성저항을 Dx, Dy,

Dz는 난류저항을 Ex, Ey, Ez는 층류저항을 각각 의미하며, q*

는 조파소스(조파원천)의 유량밀도를 나타낸다.

상세한 수치해석기법 및 모델의 검증에 대해서는 허와 이

(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잠제 주변의 파고 및 평균수위분포의 특성

3.1 수치파동수조 및 입사파 조건

잠제의 천단고 및 파의 주기 변화에 따른 잠제 및 모래해

빈 주변의 3차원적 흐름특성 및 파고분포를 파악하기 위하

여, Fig. 1과 같은 3차원 수치파동수조를 이용하였고, 파의

재반사를 방지하기위해 조파소스(조파원천) 및 offshore측에

는 부가감쇠영역을 설치하였으며, 해석영역에는 바닥경사

1:100의 seabed를 기초로 하여 1:2의 비탈면경사를 가진 2

기의 잠제와 비탈면경사 1:10인 해빈을 설치하였다. 잠제는

피복부분과 core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피복석의 평균

입경은 4 cm, core의 평균입경은 1 cm로 하였으며, 또한 해

빈은 모래로 고려하여 0.002 cm로 구성하였다.

y축의 양단의 경계조건 즉, 계산영역의 측면경계조건은

slip조건을 이용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파의 입

사방향이 잠제에 대해 직각인 것을 감안한다면 y방향으로

무수의 잠제 및 반무한 해빈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석대상영역을 축소하여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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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wav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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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용된 수치해석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Table 1에 나

타내었으며, 입사파조건(Hi=6.0 cm, Ti=1.5 sec)을 고정하고,

천단고 변화 즉, 천단수심(R)을 변화시킨 경우 및 파고

(Hi=6 cm)와 천단수심(R=2 cm)을 고정하고, 입사파의 주기

(Ti)를 변화시킨 경우에 대해 잠제 주변의 흐름특성 및 파고

분포를 고찰하였다.

3.2 잠제 주변의 쇄파점분포

Fig. 2는 천단수심과 파고와의 비(R/Hi) 및 파형경사(Hi/Li)

의 변화에 따른 잠제 주변에서의 쇄파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쇄파의 기준은 자유수면 부근의 모든 계산격자에서 식(7)을

만족하는 격자점을 쇄파점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C는 파

속을 u, v는 각각 x, y방향의 수평유속을 나타내며, 파속은

입사파장(Li)과 입사주기(Ti)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6)

(7)

Fig. 2(a)로부터 R/Hi<1인 CASE4, CASE5에서는 쇄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R/Hi=0.33인 천단수

심이 가장 낮은 CASE5에서 쇄파점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Hi가 작을수록 잠

제 법면을 통한 수심 감소로 인해 입사파의 비선형성이 강

해짐으로서 천단상의 offshore측에서 쇄파가 발생하기 때문

에 CASE5에서의 쇄파점이 CASE4의 경우에 비해 잠제의

천단 offshore측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천단상에서 쇄

파가 발생하지 않았던 R/Hi≥1인 즉, 입사파고보다 천단수심

이 크거나 같은 경우(CASE1-3)에 정선부근에서 쇄파점이

분포함을 알 수 있는데, R/Hi가 큰 경우에는 잠제상에서의

비쇄파로 인하여 비교적 큰 파랑에너지가 배후로 전달될 뿐

만 아니라 잠제로 인한 파의 회절 및 굴절의 영향으로 개구

부를 통과한 파가 잠제배후로 유입되어 합쳐짐으로서 높은

파고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선부근에서 쇄파점이 잠제의 중

앙부측으로 집중되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Fig. 2(b)로부터 천단상에서 CASE5-7 모두 쇄파가 발생하

C
Li

Ti
----=

C u
2

v
2

+<

Table 1. Conditions of incident wave and submerged
breakwater

CASE Hi(cm) Ti(sec) R(cm) R/Hi Hi/Li B/Li
Ursell Number

(HiLi
2/R3)

1 6 1.5 10 1.67 0.025 0.25 328

2 6 1.5 8 1.33 0.025 0.25 641

3 6 1.5 6 1.00 0.025 0.25 1521

4 6 1.5 4 0.67 0.025 0.25 5133

5 6 1.5 2 0.33 0.025 0.25 41067

6 6 1.2 2 0.33 0.033 0.33 23496

7 6 1.8 2 0.33 0.020 0.20 63075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wave breaking point due to variation of (a) crown height(left) and (b) wave period(right)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s due to variation of crown height. (a) CASE1(R/Hi=1.67); (b)
CASE3(R/Hi=1.00); (c) CASE5(R/Hi=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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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형경사(Hi/Li)가 커질수록 쇄파

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천단상에서의

쇄파로 인한 파랑에너지의 감쇠로 인해 정선부근에서는 쇄

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로부터 전체적인 쇄파특성은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허와 이, 2007)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잠제상에서의 쇄파점이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에 비해 전체적으로 onshore측으로 약간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3.3 잠제 주변의 파고분포

Fig. 3은 R/Hi의 변화에 따른 잠제 주변의 파고분포를 입

사파고(Hi=6 cm)에 대해 무차원한 공간파고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a), (b), (c)는 각각 CASE1, CASE3, CASE5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붉은색은 입사파고보다 높은 파

고분포를 파란색은 낮은 파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으

로부터 R/Hi가 작아질수록 offshore측에서 부분중복파의 영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onshore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잠제의 파랑감쇠효과로 인해 낮은 파고분포를 나타낸다. 해

빈에 의한 반사파가 발생하여 offshore측에서 해빈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보다 높은 파고분포를 나타내고,

onshore측에서는 낮은 파고분포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모래해빈을 파가 통과할 때는 해빈의 존재로 인한

천수효과보다 유체저항에 의한 파랑감쇠효과가 더 크게 작

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잠제의 중앙부 배후 정선

부근에서 쇄파가 발생하는 R/Hi≥1인 CASE1-3의 정선부근

에서는 급격히 파고가 감쇠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Hi/Li의 변화에 따른 잠제 주변의 파고분포를 나

타내고 있으며, (a), (b), (c)는 각각 CASE6, CASE5,

CASE7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전반적인 파

고분포는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와 유사

한 특성을 나타내며, Hi/Li가 작아질수록 개구부측 정선부근

에서 낮은 파고가 나타난다. 이것은 파장과 잠제와 정선과의

이격거리 간의 관계에 의해 나타난다고 판단되나, 데이터 부

족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3.4 잠제 주변의 평균수위분포

Fig. 5는 R/Hi 변화, Fig. 6은 Hi/Li 변화에 따른 잠제 주

변의 평균수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수면을 기준으로

붉은색은 수위상승을 파란색은 수위하강을 나타낸다. 또한,

평균수위( )는 식(8)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ti는 데

이터 취득 시점을 Ti는 입사파의 주기를 나타낸다.

(8)

η

η 1
3Ti
------- η td

ti

 ti 3Ti+

∫=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s due to variation of wave period. (a) CASE6(Hi/Li=0.033); (b)
CASE5(Hi/Li=0.025); (c) CASE7(Hi/Li=0.020).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wave set-up due to variation of crown height. (a) CASE1(R/Hi=1.67); (b) CASE3(R/Hi=1.00); (c)
CASE5(R/Hi=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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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의 (a), (b), (c)는 각각 CASE1, CASE3, CASE5

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6의 (a), (b), (c)는 각각

CASE6, CASE5, CASE7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와 Fig. 6으로부터 전반적인 평균수위분포를 살펴보면, 해빈

의 존재로 인해 모든 경우에 있어서 offshore측에서는 평균

수위가 하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평균류 분포(Fig.

7과 Fig. 8 참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해빈의 존재로 인

해 잠제의 offshore측에서 전체적으로 offshore측을 향한 흐

름이 발생함으로서 평균수위가 하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nshore측에서는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보다 평균수위가 많이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행하는 파랑이 해빈으로 인한 유체저항을 받음으로서 에

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특히 정선부근에서 평

균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4. 잠제 주변흐름의 3차원 특성

4.1 잠제 주변의 평균류분포

본 연구에서는 잠제의 천단고 및 파의 주기 변화에 따른

잠제 주변의 흐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R/Hi

및 Hi/Li의 차가 가장 큰 CASE1, CASE5와 CASE6,

CASE7의 평균류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Fig. 1에 나

타낸 중앙 개구부측 사각형 i-j-n-k의 내부의 평균류를 대상

으로 하였다.

Fig. 7과 Fig. 8은 잠제 주변의 평균류를 나타낸 것으로

벡터는 수평유속(u, v)을 컬러는 수직유속(w)를 각각 나타낸

다. 여기서, 붉은색은 연직으로 상향하는 +w를 파란색은 저

면으로 향하는 -w를 의미하며, 평균유속 는 x-y평면상

의 각 연직위치의 평균유속을 수심(연직)방향으로 적분한 평

균유속이며, 식(9)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구조물내

의 유속은 고려하지 않았다.

(9)

Fig. 7과 Fig. 8로부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빈이 존재하

는 경우에 잠제단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순환류(宇多高明ら,

1988)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offshore측과 onshore

측의 평균수위 차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즉,

offshore측에서 잠제의 천단을 통해 onshore측으로 유입된

파가 평균수위 차로 인해 개구부를 통하여 offshore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환류가 발생한다. 또한, 개

구부의 offshore측 및 onshore측 사면에 각각 작은 순환류

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offshore측 순환류는 수위

차에 의해 개구부로 빠져나오는 흐름과 잠제에 의한 굴절의

영향으로 개구부 offshore측에서 잠제천단상으로 진행하는 흐

름과 만나서 이루어지며, onshore측 순환류는 개구부를 통해

회절하여 잠제 배후로 돌아 들어가는 흐름과 개구부로 빠져

Uxy  z

 Uxy  z
1

3Ti
------- u

2
v

2
+ td zd

ti

 ti 3Ti+

∫
h–

η

∫=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wave set-up due to variation of wave period. (a) CASE6(Hi/Li=0.033); (b) CASE5 (Hi/Li=0.025); (c)
CASE7(Hi/Li=0.020).

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flow due to variation of crown height. (a) CASE1(R/Hi=1.67); (b) CASE5(R/Hi=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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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흐름과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의 (a), (b)는 각각 CASE1, CASE5의 경우를 나타

내고 있으며, 그림으로부터 R/Hi가 커질수록 잠제단부를 중

심으로 발생하는 순환류의 규모는 작아지는 반면, 개구부의

offshore측 및 onshore측 사면에 발생하는 순환류는 두드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7(a)의 경우 onshore측

해빈사면에서 작은 순환류가 발생하며, 이 순환류는 잠제 중

앙부측 정선부근에서 급격한 평균수위상승으로 인해 개구부

측으로 향하는 이안류와 잠제의 천단을 통하여 정선으로 향

하는 흐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Fig. 7로

부터 알 수 있듯이 R/Hi가 커질수록 잠제의 영향을 적게 받

기 때문에 천단을 통하여 정선으로 향하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선부근의 평균수위가 높은 Fig. 7(a)

CASE1의 경우에 더욱 강한 연안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의 (a), (b)는 각각 CASE6, CASE7의 경우를 나타

내고 있으며, Hi/Li가 작은 CASE7의 경우가 더욱 큰 순환

류가 발생하고 개구부에서 offshore측으로 빠져나가는 흐름

이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ig. 6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Hi/Li가 작아질수록 offshore측과 onshore측

평균수위의 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

구부를 통해 offshore측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커짐으로 개

구부 근방에 발생하는 순환류의 회전반경이 커지게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CASE6의 경우 onshore측 해빈의 사면에서

발생하는 작은 두 쌍의 순환류는 정선부근에서의 평균수위

분포에서 설명할 수 있다. CASE6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정선부근에서의 평균수위분포는 개구부측에서 낮고 잠제의

중앙부측에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ASE6에서는 개구

부측에서도 높은 평균수위를 나타나며, 개구부측과 잠제의

중앙부측 사이에서 낮은 평균수위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이로 인하여 평균수위가 높은 잠제의 중앙부측과 개구부

측에서 평균수위가 낮은 중앙으로 향하는 연안류가 발생함

으로 이 흐름으로 인하여 복잡한 순환류가 발생한다고 판단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잠제를 통과하는 파의 파장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기의 다양한 변화

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기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결론짓기

에는 검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x-y 단면의 평균유속장 및 평균와도의 공간분포

Fig. 9는 CASE5의 경우에 대하여, 잠제 주변의 층별 평

균류 및 와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대표적으로 (a) 정수면층

(z/Hi=0.0)과 (b) 중간층(z/Hi= -2.5), (c) 바닥층(z/Hi= -4.5)

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9의 평균류의 벡터는

수평유속(u, v)을 컬러는 수직유속(w)을 각각 나타내며, 붉은

색은 저면에서 자유수면으로 향하는 +w를 파란색은 저면으

로 향하는 -w를 의미한다. 또한, Fig. 10의 평균와도분포에

서 붉은색은 양의 값으로 시계방향의 와도를 파란색은 그 반

대의 값을 의미한다. 층별 평균유속  및 평균와도

는 각각 식(10)과 식(11)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10)

(11)

Fig. 9(a)으로부터 정수면층에서는 offshore측에서 정선으로

향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며, x/Li=1.25의 정선부근에서는 평

균수위 차에 의해 잠제의 중앙부측에서 개구부측으로 향하

는 흐름이 발생하고, 개구부측에서는 offshore측으로 향하는

흐름이 발생하나 정선으로 향하는 흐름에 막혀 약한 와도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b)에서 잠제에 표시된 점선과 해빈을 나타내는 갈

색표시는 중간층에 해당되는 단면을 말하며, offshore측에서

는 모두 파의 진행방향의 반대 흐름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간층의 흐름분포는 §4.1에서의 연직

적분한 평균류와 유사한 분포를 가진다. 또한, 잠제 내부로

향하는 강한 침투 유속으로 인해 피복석의 안팎에서 강한

와도가, 해빈으로 침투하는 유속으로 인하여 해빈 안팎에서

와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c)는 각각 바닥층에서의 평균류 및 평균와도의 공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빈이 존재함으로서 해빈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에 비해 개구부로 빠져나가는

유속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offshore측에서는 파의 진행방향

의 반대 흐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층별 평균류 및 평균와도를 검토한 결과, 연직

평균한 흐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3차원적인 흐름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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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flow due to variation of wave period. (a) CASE6(Hi/Li=0.033); (b) CASE7(Hi/Li=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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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 2007)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잠제의 시공시나 시

공후의 잠제 및 해빈에 대한 안정성 즉, 잠제의 피복석 이

탈과 단부의 세굴 및 해빈침식과 저질유출 등에 대한 세밀

한 검토를 위해서는 3차원적인 흐름의 고려가 필수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4.3 x-z 단면의 평균유속장 및 평균와도의 공간분포

여기서는 3차원 수치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단면 중,

Fig. 1에 나타내고 있는 3개의 x-z단면에 대한 흐름특성 및

와도분포에 대해 검토한다.

Fig. 10(a), (b), (c)는 각각 잠제의 중앙 a-a'단면, 가장자

리 부근 b-b'단면, 개구부 중앙 c-c'단면(Fig. 1 참조)에서의

평균류 및 평균와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상

대천단수심 R/Hi의 차가 큰 CASE1, CASE5에 대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좌측그림은 CASE1을, 우측그림은

CASE5의 경우를 나타낸다. x-z단면의 평균유속 와 평

균와도 는 각각 x-y단면에 대한 식 (10) 및 식 (11)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Fig. 10에서 개구부가 아닌 단면(a-a'단면, b-b'단면)에서는

잠제의 전후 경사면에서 순환류가 발생하며, 쇄파가 발생하

는 CASE5의 경우에 순환류의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구부측 단면(c-c')에서는 해빈의 존재로 인해 더욱

크게 발생하는 평균수위 차로 인하여 개구부로 빠져나가는

유속이 커짐으로서 표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offshore측으

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발생하며, 잠제 전후의 평균수위 차가

큰 CASE5의 경우가 흐름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개구부측 seabed에서 강한 와도가 형성됨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정선부근에서는 개구부측보다 잠제 중

앙부측으로 갈수록 빠른 흐름으로 인한 강한와도가 형성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R/Hi가 작아서 잠제

의 파랑감쇠효과를 적게 받기 때문에 onshore측에서 높은

파고분포를 나타내는 CASE1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CASE1 중에서도 정선에서 쇄파가 발생하는 잠제 중앙단면

(a-a'단면)의 정선부근에서 가장 강한 흐름 및 와도가 분포함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면관계상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Hi/Li의 변화에 따

른 x-z단면상의 흐름 특성은 Fig. 10의 CASE5와 유사한 분

포를 나타낸다. 천단상에서 강한 쇄파가 발생하는 CASE6은

천단상에서 빠른 흐름 및 강한 와도가 형성되고, onshore측에

서 높은 파고분포를 나타내는 CASE7은 정선부근에서 빠른

Uxz

ωxz

Fig. 9 Mean velocity vector(left) and Mean vorticity fields(right) around submerged breakwater. (a) Upper layer(z/Hi = 0.0); (b)
Middle layer(z/Hi = -2.5); (c) Lower layer(z/Hi = -5.0).



− 122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흐름 및 강한 와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y-z 단면의 평균유속장 및 평균와도의 공간분포

Fig. 11은 y-z단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a),

(b), (c)는 각각 offshore측 사면의 가장자리 부근 d-d'단면,

잠제의 중앙 e-e'단면, onshore측 사면의 가장자리 부근 f-f`

단면(Fig. 1 참조)에서의 평균류 및 평균와도 분포를 나타내

고 있으며, R/Hi의 차가 큰 CASE1과 CASE5에 대한 결과

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y-z단면의 평균유속 와 평균

와도 는 각각 x-y단면에 대한 식 (10) 및 식 (11)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Fig. 11로부터 대체적으로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Uyz

ωyz

Fig. 11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velocity and vorticity of y-z section due to variation of crown height. (a) x/Li= -0.48;
(b) x/Li= -0.12; (c) x/Li=0.23

Fig. 10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velocity and vorticity of x-z section due to variation of crown height. (a) y/Li= -0.75; (b) y/Li=
-0.40; (c) y/Li=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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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7)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offshore측 단

면(d-d'단면)에서는 잠제의 offshore측 사면을 향하는 흐름이

발생하며, 잠제 중앙단면(e-e'단면)에서는 개구부측 사면에서

의 순환류 발생으로 인해 y/Li=0.0 축을 대칭으로 각각 반

대의 방향을 가진 한 쌍의 와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R/Hi가 커질수록 개구부의 폭이 넓어지므로 양쪽 사면

에서 발생하는 순환류가 상호간섭 하는 영향이 작아지기 때

문에 빠른 흐름 및 강한 와도가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잠제의 저면 단부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파ㆍ잠제ㆍ해빈의 상호간섭에 의한 파동장

및 흐름장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2기의 잠제와 모래해

빈을 설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허와 이(2007)에 의해 개발되

고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천단고 변화 및 파의 주기변화

에 따른 잠제 주변의 3차원적 흐름특성과 파고분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면 아래

와 같다.

1. 전체적인 쇄파특성은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잠제상에서

의 쇄파점이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

에 비해 전체적으로 onshore측으로 약간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천단상에서 쇄파가 발생하지 하지 않는

경우 정선부근에서 쇄파가 발생하였다.

2. 잠제주변의 전체적인 파고분포는 offshore측에서는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와 거의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고, onshore측에서는 해빈의 유체저항에 의한 파

랑감쇠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허와 이, 2007)보다 낮은 파고분포를 나타낸다.

3.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잠제의 offshore

측에서 평균수위가 하강하고, onshore측에서는 평균수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Hi 및 Hi/Li가 작아질수

록 onshore측과 offshore측의 평균수위 차가 크게 발생하

였다.

4. 연직 평균한 평균류분포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빈

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잠제단부에서의 순환류(宇多高明ら, 1988)를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평균수위의 차가 클수록(R/Hi 및

Hi/Li가 작아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5. 모래 해빈이 존재하는 해안에 잠제가 설치된 경우, 다양

한 x-y단면, x-z단면 및 y-z단면의 평균류 및 평균와도분

포를 검토한 결과, 2차원적인 해석 및 연직 평균한 평균

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잠제 주변의 3차원적인 흐름

특성 및 와도분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실 해역에 잠제와 같은 해

안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리모형실험 및 구조물이 설

치된 해안에서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파ㆍ

구조물ㆍ해빈과의 상호간섭을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수치해

석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된다면, 향후 잠제와 같은 새로운 해안

구조물의 건설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검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허동수, 염경선, 배기성(2006) 혼성방파제에 작용하는 3차원 파압
구조에 미치는 위상차의 영향. 대한토목학회논문집, 대한토목
학회, 제26권, 제5B호, pp. 563-572.

허동수, 이우동(2007) 잠제 주변의 파고분포 및 흐름의 3차원
특성; PARTI-해빈이 없을 경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대한토
목학회, 제27권, 제6B호, pp. 689-701.

宇多高明, 小篤, 橫山揚(1988) 人工リ-クの機能と設計法. 建設省土
木硏究所, 河川部海岸硏究室, 土木硏究所資料, 第2696號.

Ergun, S. (1952) Fluid flow through packed columns. Chem Eng.,
Vol. 48, No. 2, pp. 89-94.

Hirt, C.W. and Nichols, B.D. (1981) Volume of fluid (VOF)
method for the dynamics of free boundaries. J. comp. Phus.,
Vol. 39, pp. 201-225.

Hur, D.S. and Mizutani, N. (2003) Numerical estimation of the
wave forces acting on a three-dimensional body on submerged
breakwater. Coastal Eng., Vol. 47, pp. 329-345.

Hur, D.S. (2004) Deformation of multi-directional random waves
passing over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installed on
a sloping bed. Ocean Eng., Vol. 31, pp. 1295-1311.

Liu, S.J. and Masliyah, J.H. (1999) Non-linear flows porous media .
j. Non-Newtonian Fluid Mech., Vol. 86, pp. 229-252.

Sakakiysma, T. and Kajima, R. (1992) Numerical simulation of nonlin-
ear wave interacting with permeable breakwater. Proceedings
of 23rd Intl. Conf. of Coastal Eng., ASCE, pp. 1517-1530.

Smagorinsky, J. (1963) General circulation experiments with the prim-
itive equation. Mon. Weath. Rev. Vol. 91, No. 3, pp. 99-164.

van Gent, M.R.A. (1995) Wave interaction with permeable coastal
structures, Ph.D. Thesis, Delft University The Netherlands.

(접수일: 2007.9.27/심사일: 2007.12.4/심사완료일: 2007.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