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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ield application of a 3‐D numerical model (LES‐WASS‐3D) to the estimation of the nearshore current at 

Songdo beach, Busan. The wave and tide conditions observed at Songdo beach during Typhoon Ewiniar (July 10, 2006) were used in a numerical 
simulation. The numerical wave height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field data.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wave heights, mean water 
levels, and mean flows obtained from the numerical simulation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bottom topographical change near Songdo beach 

before and after Typhoon Ewiniar. The results revealed that LES‐WASS‐3D is a powerful tool for estimating the nearshore current in the field.

1. 서 론

부산시 송도해변은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으로서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피해와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해 2000년부터 5

년여 간의 인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잠제와 이안제의 건

설  양빈을 통하여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 

송도해수욕장의 효율 인 유지  리를 하여 2004년 6월 

잠제 설치 이후부터 2009년까지 지속 인 랑 측과 해빈변형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Kim and Yoon, 2010). 이와 같이 

효율 인 유지  리를 해서는 장 모니터링이 매우 요

하나,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해서는 지 않은 비용과 장기 인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래에는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수

치모델을 이용한 시뮬 이션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장에 용되는 실제 스 일의 수치모델들은 거

의 부분 평면 2차원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표 인 로서 

국외에서는 MAKE21을 이용하여 실제 해역에 설치된 LCS(Low- 

crested structures) 주변의 해빈류  랑변형에 한 검토

(Zyserman et al., 2005; Martinelli et al., 2006; Zanuttigh et al., 

2007)가 수행되어 잠제 주변의 흐름과 해안침식에 한 패턴에 

하여 논의하 으며, 국내에서는 2004년 Yoo가 평면 2차원 모

델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상지역인 송도해수욕장의 잠제 설치

에 따른 지형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게다가 근래에는 

해운  해수욕장을 상으로 평면 2차원 모델을 용하여 Lee 

et al.(2007)는 계 별 랑, 해빈류  퇴 물 이동특성에 하

여 논의하 을 뿐만 아니라, Kim et al.(2010)은 빈번히 발생하

는 이안류의 발생기구에 한 수치모의를 실시하 다.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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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한 실해역과 유사한 3차원 수리모형실험(Hur, 2004; Kramer 

et al., 2005)과 실험실 스 일에 해 다양한 수치모델을 이용한 

수치모형실험(Johnson et al., 2005; Johnson, 2006)이 진행되었다.

최근 Hur and Lee(2007)은 3차원 수치해석기법 LES-WASS- 

3D를 개발한 후, 지속 으로 개량  보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를 이용하여 잠제 주변의 3차원 인 흐름특성(Hur and Lee, 2008a) 

 잠제의 평면배치(Hur and Lee, 2008b)와 제원(Hur and Lee, 

2008c)의 변화에 따른 연안의 처오름 높이특성, 잠제 설치 이후 

이안류로 인한 세굴로 많은 문제 이 지 되고 있는 개구부에서

의 3차원  흐름특성(Lee et al., 2009)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신기능 잠제를 제안(Hur et al., 2010)하는 등 다

양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송도해수욕장의 곡률반경을 용한 잠제 주변의 수리특성(Hur 

et al., 2009)에 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잠제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 쌓은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 니아 내습 시 

송도해수욕장의 장에서 측된 랑조건(Kim and Yoon, 2010) 

 내습 이 의 해안선과 수심측량의 지형조건을 3차원 수치해

석기법(LES-WASS-3D; Hur and Lee, 2007)에 용하여 장

측값과 비교를 통해 검증을 실시한다. 그 후 수치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송도해수욕장의 고분포, 평균류, 연직 유속분포 등

의 수치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송도해수욕장 연안의 표사이동 메커

니즘을 고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3차원 수치해석기법(LES-WASS-3D)

Hur and Lee(2007)이 개발한 강비선형의 3차원모델 LES-WASS- 

3D는 ㆍ구조물ㆍ해빈/해 지반의 상호간섭을 직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방법으로서 난류해석을 해 SGS(Sub-grid scale)

모델을 이용하는 LES(Large eddy simulation)기법(Smagorinsky, 

1963)을 도입한 모델이다. 투과성매체 내의 유체 항으로서 성

항, 난류 항  층류 항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

과매체의 특성(입경, 공극)에 따른 유체 항을 재 할 수 있다.

유한차분(FDM, Finite difference method)에 의한 직각격자 

체계의 용에 따른 왜곡 상을 최소화하기 해서 Hur et al. 

(2008)이 제안한 경사면처리기법을 용하여 해 지반과 해빈

을 구성하 다.

2.1 LES-WASS-3D의 기초방정식

LES-WASS-3D는 조 원천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 (1)과 유체

항이 도입된 Navier-Stokes운동방정식 (2)-(4)와 자유수면을 

재 하기 한 이류방 식 (5)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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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 v, w는 x, y, z방향의 속도성분, ϒv는 체 공극율

(Volume porosity), ϒx,ϒy,ϒz는 x, y, z방향에 한 면 투과율(Sur-

face permeability), t는 시간, g는 력가속도, ρ는 유체의 도, 

p는 압력, β는 부가감쇠 역을 제외하고는 0으로 주어지는 

랑감쇠계수이다. υt는 동 성계수(υ)와 난류모델로부터 계산되는 

와동 성계수(υl)의 합을 나타내고, q*는 조 원천의 유량 도를 

나타낸다. 한 식 (5)의 VOF(Volume of fluid)함수 F는 각각의 

계산격자에 해 유체가 차지하고 있는 체 비율을 나타낸다.

투과성매체의 특성에 따른 에 지소산을 고려하기 하여 유

체 항으로 성 항(Mx, My, Mz), 난류 항(Dx, Dy, Dz), 층류

항(Ex, Ey, Ez)을 고려하 으며, 나머지 세부 인 수치해석기법에 

해서는 Hur and Lee(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수치계산의 개요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월 27일에 실시한 6차 해안선측량(Kim 

and Yoon, 2010)과 2006년 12월 29일에 실시한 수심측량의 결

과를 토 로 Fig. 1과 같은 3차원 수치 동수조를 구성하 다. 

의 재반사를 방지하기 해 Offshore측에는 조 원천과 부가감

쇠 역을 설치하 다. 해석 역에는 수심측량  해안선측량결과

를 이용하여 지형을 구성하 으며, Fig. 1에 나타내고 있는 1080m× 

1440m의 역을 5m×5m×0.5m의 격자크기로 분할하여 216×288× 

60의 격자수를 이용하 다. 여기에 시뮬 이션은 1/100sec의 계

산간격(DT)으로 하 다. 한 계산결과의 산정은 규칙 의 경

우에는 동장의 안정 상태 이후 3주기(Ti)의 데이터, 불규칙 의 

경우에는 동장의 안정 상태 이후 100유의주기(T1/3)의 데이터

를 이용하 다.

시뮬 이션에 이용된 입사조건은 모니터링 기간(2004년 6월 1

일~2008년 1월 31일)내에서 비교  높은 고가 측된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 니아 내습 시에 측된 랑조건(Kim and Yoon, 

2010)을 이용하 으며, 조 는 송도해수욕장에 인 해 있는 부산

검조소에서 측된 자료를 용하 다. Table 1은 시뮬 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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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e view

(b) 3-D view
Fig. 1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wave basin used for 

modelling of Songdo beach in busan

Table 1 Wave and tide conditions observed at Songdo beach in Busan

Date Time
Tide level 

(m)

CP-1 CP-3

H1/3

(m)
T1/3

(sec)
H1/3

(m)
T1/3

(sec)

2006/07/10

13:00 0.64 4.09 9.3 1.64 8.7

14:00 0.75 3.33 10.7 1.6 7.8

15:00 0.89 3.29 10.6 1.62 8.3

16:00 1.05 3.64 9.4 1.52 8.2

서 이용한 측값을 나타낸 것으로 Fig. 2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외해에 설치되어 있는 고계 CP-1과 짧은 잠제 배

후에 설치되어 있는 고계 CP-3에서 측된 값이다. 본 연구에

서는 외해에 치한 CP-1에서 가장 높은 고를 나타내는 13시에 

Fig. 2 Field survey points for wave heights observed at Songdo 

beach in Busan

Table 2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calculated wave heights

Wave height (m)

CP-1 CP-3

Observed
Calculated

Observed
Calculated

Regular Irregular Regular Irregular

4.09 4.09 4.09 1.64 1.4 1.55

측정된 랑조건(H1/3=4.09m, T1/3=9.3sec, 주 향 SE)을 용하여 

수치계산을 실시하 으며, 계산시간을 이기 하여 유의 고에 

해당하는 규칙 와 일방향불규칙 를 이용하 다. 한 해빈의 

평균입경은 2008년 9월 8일 실시한 해 지질조사에서 얻어진 

내해 측 질의 앙입경(d50)의 평균값 0.58mm을 용하 다. 

한 측된 주 향 SE을 고려하기 하여 수치 동수조에서 지형

을 회 시켜 Fig. 1(a)와 같이 배치시켰다.

Table 2는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 니아 내습 시에 측된 

랑과 이 조건을 이용한 계산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측정지

은 Fig. 2에 나타내고 있는 외해 측 고계(CP-1)와 내해 측 

고계(CP-3)이다. 내해 측 고계(CP-3)에서 본 연구에서의 규칙

  일방향불규칙 에 한 계산값이 측값을 약 15%, 약 6%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측값은 다방향불규칙 를 

상으로 하고 있고 계산에서는 규칙 와 일방향불규칙를 용하

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재 정도는 납득할 수 인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일방향불규칙 의 경우가 규칙 의 고보다 측

값을 잘 재 하고 있는 것은 다방향성과 불규칙성을 가진 장

의 의 불규칙성으로 고려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로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LES-WASS-3D(Hur and Lee, 2007)의 

장 용성에 한 검증이 일부분이나마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한 Hur et al.(2011)이 개발한 3차원 수치 동수조에서 다방

향불규칙 의 조 방법을 용하여 장 랑 측조건을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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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Ti=155/930 (b) t/Ti=310/930

(c) t/Ti=465/930 (d) t/Ti=620/930

(e) t/Ti=775/930 (f) t/Ti=930/930

Fig. 3 Time-variation of calculated free surface elevation at Songdo beach in Busan

경우 보다 고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수치해석결과

본 연구의 수치해석결과는 규칙 만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치모델의 검증에서 고려한 일방향불규칙 의 특성에 해서

는 논의하지 않는다.

3.1 송도해수욕장 연안의 파고분포

Fig. 3은 잠제가 설치된 부산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3차원 동

장을 정상상태 이후 1주기 동안 t/Ti=155/930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Fig. 3로부터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랑이 잠제의 개구부를 

통과하면서 잠제로 인한 굴   회 의 향으로 인해 짧은 

잠제 배후에서는 첩 상이 발생함과 더불어 첩된 높은 

고의 랑이 정선에 도달하는 반면에 긴 잠제 배후에서는 거의 

정선 부근에서 첩이 발생하여 상 으로 낮은 고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짧은 잠제의 

경우 제장과 입사 장의 비가 작아 잠제 배후로 돌아들어가는 

거리가 짧아짐과 동시에 상 으로 이안거리와 입사 장의 비

가 커기 때문에 첩 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

되지만, 긴 잠제의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Fig. 4은 잠제가 설치된 부산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고분포

를 입사 고(Hi=4.09m)에 해 무차원하여 나타낸 것으로 그림

의 붉은색계열은 입사 고보다 높은 고를 란색계열은 입

사 고보다 낮은 고를 의미한다.

Fig. 4으로부터 외해측에서는 잠제의 향으로 잠제의 면에

서 부분 복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술한 바

와 같이 짧은 잠제 배후에서는 양측 개구부를 통하여 진행하는 

랑이 잠제에 의해 굴   회 의 향을 받음으로서 잠제배후

에서 첩 상에 따른 높은 고가 발생하여 정선까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긴 잠제 배후에서는 양측 

개구부에서 유입되는 랑이 잠제 배후에서 첩될 수 있는 이

안거리가 잠제의 제장에 비해 상 으로 짧기 때문에 거의 정

선부근에서 랑이 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서측의 

개구부에서 유입되는 랑은 돌제와의 상호간섭으로 인하여 원

활히 유입되지 못함으로 비 칭 인 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 짧은 잠제 배후에서는 앙 개구부에서 유입되는 랑

에 지가 동측 거북섬 사이의 개구부에서 유입되는 랑에 지

보다 크기 때문에 첩된 랑이 동측으로 조  치우치는 상

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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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calculated wave heights at Songdo 

beach in Busan

3.2 송도해수욕장 연안의 평균수위분포

Fig. 5는 잠제가 설치된 부산 송도해수욕장 연안의 평균수

분포를 나타내며, 정수면을 기 으로 붉은색계열은 평균수 의 

상승, 란색계열은 평균수 의 하강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균수

는 정상상태 이후 3주기 동안 수면형의 시계열 데이터를 평균

하여 산정하 다.

Fig. 5로부터 체 으로 외해에서는 평균수 가 하강하고 내

해에서는 평균수 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 긴 

잠제에 비해 상 으로 랑변형에 향을 게 미치는 짧은 

잠제 부근에서 체 으로 평균수 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잠제 후의 평균수  차이는 랑 변형에 큰 

향을 주고 있는 긴 잠제부근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송도해수욕장 연안의 평균류분포

Fig. 6은 송도해수욕장 연안에서 평균류의 공간분포를 나타내

고 있으며, 각 지 의 수평 유속성분(u, v)을 정상상태 이후 3주기 

동안 평균한 후, 연직으로 분한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긴 잠

제의 단부에서는 내/외해의 평균수 차에 의한 외해로 빠져나

가는 흐름과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랑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

생하는 순환류(Hur and Lee, 2007, 2008a)가 나타난다. 짧은 잠

제의 경우에서는 제장과 입사 장의 비가 작고, 제장에 비해 개

구율이 크기 때문에 잠제 배후에서 양측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는 

높은 랑에 지가 잠제에 인 해 첩(Hur and Lee, 2008b, 2008c)

됨으로 인하여 순환류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개구부에서는 내/외해의 평균수 차의 향으로 내해에

서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며, 송도해수욕장에

서 이와 같은 개구부에서의 강한 흐름은 양빈한 내해측의 모래를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calculated mean water level at 

Songdo beach in Busan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calculated mean flow at Songdo 

beach in Busan

외해로 유출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단된다.

Fig. 7은 두 잠제 앙 개구부의 3지 (G1-3, Fig. 1 참조)에서 

나타낸 평균유속의 연직분포로서 정상상태 이후 3주기 동안의 

유속을 이용하 다. 한 수치계산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두 잠제 앙 개구부의 G2지 (Fig. 1 참조)에서 자들이 

장 조사(2008년 8월 7일)시 은 사진과 연직흐름분포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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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도를 Fig. 8에 나타내고 있다. 정수면 부근의 상층부에서

는 내해로 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Fig. 7의 연직 흐름분포는 Fig. 8의 장조사에서 나타내고 

있는 연직흐름분포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으로부터 두 잠제 앙 개구부의 정수면 부근에서는 외

해로부터 유입되는 랑이 천수효과로 인한 비선형성의 발달에 

따라 내해로 향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 아래 부분

에서는 내/외해의 수 차로 인하여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내

해의 물질을 외해로 유출시키는데 큰 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Fig. 7 Vertical distribution of averaged-velocities in the open 

inlet between two submerged breakwaters

Fig. 8 Field surveyed-vertical currents at the open inlet between 

two submerged breakwaters

(a) Before(Feb., 2006)

(b) After(Jul., 2006)
Fig. 9 Comparison of bottom topography before/after the attack 

of typhoon Ewiniar on Songdo beach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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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부근의 흐름은 Hur et al.(2010)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개

구부의 세굴에 매우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단된다.

4. 지형변화에 대한 고찰

Fig. 9은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 니아 내습 후의 수심측

량  해안선 측량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는 본 연구의 시뮬 이

션에 용된 지형으로서 2006년 2월 27일에 실시한 6차 해안선측

량(Kim and Yoon, 2010)과 2006년 2월 23일에 실시한 수심측량

에 의한 지형도이고, (b)는 태풍 에 니아의 내습 직후인 2006년 

7월 14일의 8차 해안선측량(Kim and Yoon, 2010)과 수심측량의 

지형도이다.

Fig. 9로부터 체 으로 내해 측의 수심이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평균류분포에서 외해로 빠져나가는 강한 흐름을 

나타낸 두 잠제 앙 개구부  서측 긴 잠제와 돌제 사이의 개

구부에서 침식  세굴이 발생하여 수심이 깊어진 것으로 단

된다. 한편 동측의 짧은 잠제와 거북섬 사이의 개구부에서 수심변

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큰 

입경의 질로 구성되어 있기(Kim, 2009) 때문으로 상 으로 침

식과 세굴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해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형변화는 약 5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있음으로서 

계 인 요인의 표사이동기구에 따른 결과라 사료될 수도 있

지만, 태풍 에 니아에 의한 고 랑과 폭풍해일에 의한 수 상승

이 큰 향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부산 송도해수욕장을 상 역으로 하여 해빈류 

측에 한 3차원 수치해석기법(LES-WASS-3D; Hur and Lee, 

2007)의 용성 검토와 이와 연 한 지형변화특성을 악하기 

하여 장의 수심측량  해안선측량의 결과를 토 로 3차원 수

치 동수조를 구성하 다. 한 입사조건으로 2006년 7월 10일 

13시 태풍 에 니아 내습시의 랑조건과 인 한 부산검조소에서 

측된 조 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1) 태풍 에 니아 내습 시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고분포는 짧

은 잠제 배후에서 높은 고분포를 나타내는 반면, 긴 잠제 배후

에서는 상 으로 낮은 고분포를 나타내었다.

(2) 평균류에서는 잠제의 단부를 심으로 발생하는 형 인 

순환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내/외해의 평균수 차에 의해 개구

부에서 외해로 빠져나가는 강한 흐름이 발생하 다.

(3) 개구부의 연직유속분포에서는 정수면 부근을 제외한 부분에

서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분포하 으며, 이는 장 측 결과

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지형변화특성은 태풍 에 니아의 고

랑  폭풍해일에 의한 수 상승의 향으로 인하여 내해와 

개구부의 질이 상당히 유실된 것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뮬

이션의 결과와 연  지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3차원 수치해석기

법(LES-WASS-3D; Hur and Lee, 2007)의 장 용에 하여 상

당부분 유효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단되며, 향후 고정

도의 표사모델과의 양방향 연성해석을 도입한다면 해빈류 측뿐

만 아니라, 연안표사이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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