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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공존역에서 파일 주변의 국부세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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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김경호**

Jong Hwan Park* and Kyoung Ho Kim**

요 지 : 본 연구에서는 세장형 파일의 국부세굴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파랑과 정상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조파장치와 흐름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와 반대인 경우

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관경, 주기, 파고, 흐름속도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세장형 파일 주변의 국부 세굴심을 측정

하였다. 실험결과 최대평형 세굴심은 관경, 주기, 파고, 흐름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Shields

수, Froude 수, KC 수, 수정 Ursell 수 및 유속비 등의 매개변수가 세굴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일 매

개변수 중에서는 Froude 수가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 가는 파일 주변의 국부세굴을 일으키는 주요매개변수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국부세굴, 속도비 함수, Froude 수, KC 수, 수정 Ursell 수, Shields 수

Abstract : In the study, experiments are performed in the mixing region combined wave and curren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scour around a slender pile. Wave generator and current generator are used for the

experiments and currents are co-directions with the waves. The local scour depths around the pipeline are obtained

according to the various pipe diameters, wave periods, wave heights, and current velocities. The experiments show

that the maximum equilibrium local scour depth increases with pipe diameter, wave period, wave height, and current

velocity.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correlations of scour depth and parameters such as Shields parameter

(θ), Froude number (Fr), Keulegan-Carpenter number (KC), Ursell number (UR), modified Ursell number (URP) and

ratio of velocities (Uc/Uc+Um) are analyzed. In the mixing region combined with waves and currents, The Froude

number of single parameters is the main parameter to cause the local scour around a slender pile due to waves and

current and this means that current governs the scour within any limits of the currents. 

Keywords : local scour, Shields parameter (θ), Froude number (Fr), Keulegan-Carpenter number (KC), Ursell number

(UR), modified Ursell number (URP)

1. 서 론

오늘날 해양산업발달 및 해양의 자원의 개발과 이용 그리

고 육지와 섬의 연결 등으로 인한 대형 해양구조물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구조물이 해안 및 해양에 설치되면 구조물 주

변의 흐름패턴이 변화되어 국부적인 유사수송 능력을 증가시

켜서 세굴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굴은 구조물의 안정

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해양 환경에서의 세굴

의 진행은 하천의 정상 흐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따

라서 해상조건에 대한 세굴심의 추정은 하천흐름, 조석류 발

생 및 파랑의 작용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도서지방을 잇는 연육교와 해안구간을 통

과하는 대형교량의 건설이 빈번해지면서 세굴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교량의 안정성은 교각 상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각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지반에 건설

된 말뚝에 관한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교각을 지지하고 있

는 말뚝의 붕괴 원인은 교량에 가해지는 하중보다는 교각주

변에 발생하는 유수의 작용으로 인한 세굴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세굴이 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일 설치 위치의 수심과 해저면 지형자료, 퇴적 및 침식현상,

파랑의 높이, 주기 및 방향, 수심에 따른 흐름의 속도 및 방

향 등 파일의 국부세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

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해양구조물의 안정설계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

만, 해저파일에 대한 연구사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

히, 자연하천에서의 파일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면 질적, 양적

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연구의 결과 또한 연구 방법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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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많이 나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파일에 접근하는 정상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말굽형 와(horseshoe

vortex)는 파일 주변뿐만 아니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까

지 많은 양의 침식을 유발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Laursen와 Toch(1956)를 비롯해서 Breusers et al.(1977), Hjorth

(1975), Breusers & Raudkivi(1991) 등이 있다. Melville와

Raudkivi(1977)는 원형교각 주위에 발생하는 흐름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하여 정지상 세굴조건에서 평균흐름의 크기와 방향, 난

류변동량 및 전단력 등을 측정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세굴초

기에는 매우 강력한 연직하강류가 발달하지만 평형세굴에 도

달한 후에는 감소하고, 시간 평균된 하상전단력과 난류요동에

의한 하상전단력을 합한 총 전단력도 역시 평형세굴에 도달

한 후에는 감소함을 밝혔다.

그리고 파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파일 주변에 국부세굴에

대해서는 Sümer 등(1992), Kobayashi와 Oda(1994)들이 있는데,

이들은 파에 의한 이동상 세굴에서 KC수는 파일 주변의 세

굴과정에 주 지배인자인 것을 보였으며, 나아가서 Sümer 등

(1993)은 원형파일과 사각파일을 이용하여, 세굴에 영향을 주는

파일의 기학학적 단면형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Sümer와

Fredsøe(1997)는 파에 의한 원형파일 주위에서 발생하는 말굽

형 와와 배후류 와 현상과 바닥 전단응력 대해서 연구하였다. 

한편 파와 흐름이 결합한 공존영역에서의 파일 주변에서 발

생하는 세굴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Grand와 Madsen

(1979)은 거친 바닥 부근에서의 파와 흐름이 결합된 수립자의

거동과 경계층 전단응력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파

와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의 마찰계수를 사용함으로써 각

각의 파와 흐름의 경계층 영역에 대한 전단속도를 정의하였

다. 또한 파와 흐름이 결합된 마찰계수와 표면 조도는 파의 수

립자 속도, 상대 바닥 조도, 파와 흐름이 이루는 각도에 관한

흐름 속도의 함수로서 나타냈다. Sümer와 Fredsøe(2001)는 파

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 파일에 대한 상대 세굴심을 KC수와

정상흐름속도와 파에의한 바닥속도를 합한 값에 대한 정상흐

름속도의 비, 즉 유속비의 함수로 표현하고, 이 값이 약 0.7보

다 경우의 세굴심은 정상 흐름만 존재할 경우의 세굴심에 도

달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세굴심은 파 전파의 방향에 대해

는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파일 주변부 국부세굴에 관한 연

구는 파랑 또는 정상 흐름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

으며, 복합 흐름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한 지금까지 다루어오지 못했던 파와 정상 흐름의 방향에 따

른 세굴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파랑과 정상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을 대상으로 하여 국부

세굴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영향 인자로써 세장형 원형파일의

관경과 주기, 파고, 유속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세장형 원형파일 주변의 국부세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와 파

랑과 흐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와에 대해 국부세굴을 측정

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세굴과 관련된 매

개변수인 상대세굴심(S/D), Keulegan-Carpenter 수(KC), Shields

수(θ), 유속비, 수정 Ursell 수(URP)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산

출된 매개변수들의 결과 값들과 상대세굴심과의 상관관계를 고

찰하였다.

2.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세장형 파일

주변의 세굴

해양환경에서 설치되는 구조물 중 파일로 인한 세굴은 두

가지로 대별 수 있다. 첫 번째는 파일 크기가 작아서 흐름이

분리되어 와 분리(separation vortices)를 형성하는 경우로 세

장형파일 영역(slender-pile regime)이라 부른다. 두 번째는 파

일 크기가 너무 커서 와 분리를 형성하지 않고 회절효과를 받

게 되는 경우로 큰 파일 영역(large-pile regime)이라 불린다.

따라서 파일 직경(D)이 파장(L)에 비해 작다면(D/L<0.1), 세장

형 파일 영역이 지배적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파일의 존

재는 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소위 회절효과를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장형 파일 주변의 세굴특성을 다룬다

2.1 속도비 함수

파와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유속이 작은 경우에는 파

랑에 의한 국부세굴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유속이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정상흐름이 지배하는 국부세굴의 경향이 나

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결정할 수 있는 속도비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Uc는 비교란시 바닥으로부터 D/2 거리에서 측정한

유속으로서 바닥근방 정상흐름 속도, Um은 비교란시 바닥에

서의 최대 수립자 속도이다. 

2.2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전단응력

파와 흐름이 상호작용하는 흐름장에서 바닥전단응력은 Grant

and Madsen(1979)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세워졌다.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최대 전단 응력 τb,max는 다음 식으로부

터 구할 수 있다.

τb,max=ρu*cw

2
 (2)

여기서, ρu*cw

2
는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전단속도이다. 

한편 파에 의한 바닥전단속도는 다음 식의 관계로부터 구

할 수 있다. 

 (3)

여기서, ρ는 물의 밀도, u*w는 파에 의한 최대 바닥전단속도

이고, 선형파이론으로부터 바닥 수립자 속도 Um는 다음 식

Ucw

Uc

Uc Um+
------------------=

τw ρu*w

2 1

2
---ρfwU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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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된다.

 (4)

여기서, σ, k, h는 각각 각주파수, 파수 및 수심이다. 상기

식 (3)에서 파의 마찰계수 fw는 다음과 같은 Jonsson(1966)

의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5)

여기서 Ab = Um/σ로서 바닥운동의 진폭이고, kb는 바닥조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kb=2.5d50을 사용하였다. 파와 흐름이 결

합된 경우의 전단속도 u*cw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6)

여기서, φ는 파와 흐름이 이루는 각도로서 2차원 수조에서

는 cosφ = 1이다. 상기 식에서 흐름전단속도 u*c는 다음 식

으로부터 산정한다.

(7)

 

여기서, h는 평균수심, Uc는 비교란시 하상으로부터 D/2 높

이에서의 유속이다. 상기 식 (7)의 초기 흐름의 마찰계수 fc

는 다음과 같이 된다.

 (8)

여기서 k는 Von Karman 상수(=0.4)이다. 

파-흐름장의 경계층과 바닥조도의 결합으로 인한 난류 수준을

나타내는 표면 바닥조도 kbc는 Signell 등(1990)의 제안식을 이

용하였다.

 (9)

여기서, β = 1−(u*c/u*cw)이다.

상기 식에서 산정된 kbc를 식 (8)에 대입해서 파와 흐름이 결

합된 흐름장의 마찰계수 fcw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따라서 상기 식에서 산정된 마찰계수 fcw를 식 (6)~(10)에 다

시 대입하여 계산한다. 최적의 fcw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

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fc와 fcw의 오차는 10
-6
으로 하였다.

2.3 파일 주변의 국부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2.3.1 Shields 수

Shields 수는 토사입자의 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개

변수로서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u*cw = :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교란되지 않은 최대 바닥전단속도, g는 중력가속도, s는 유

사의 비중, d50는 모래입자의 중앙입경이다.

2.3.2 Froude 수

Fr 수는 중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로

서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V는 평균유속이고 h는 수심을 나타낸다.

Fr 수는 흐름에 의한 국부 세굴에서 파일의 존재 의해 야

기된 역압력경사의 영향을 나타내고, 수직하강류(down flow)

와 말굽형 와의 형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흐름에 의한 세굴에

서의 Fr 수의 영향이 매우 크며, Fr 수가 작아지면 세굴심도

작아진다(Ettema et al., 1998).

2.3.3 Keulegan-Carpenter 수

파랑에 의해 반주기마다 진동하는 흐름장(oscillatory motion)

에서 와 형태의 확장과 그 형상은 KC수에 의해 결정되어 파에

의한 세굴심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Smer와 Fredsøe,

1992). Sümer와 Fredsøe는 파에 의한 이동상 조건의 평형세

굴심을 결정하는 주요 매개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수를 제안

하였다. 

 (13)

 여기서, a는 파의 진폭이고, Um은 비교란시 바닥에서의 최

대 수립자 속도, T는 파의 주기이며, D는 파일 지름이다.

2.3.4 수정 Ursell 수

Çevik 등(1999)은 천수변형 조건에서 다른 매개변수들과 상

대세굴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무차원 매개변수 h/H와 H/

L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Ursell 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4)

여기서, H는 국부파고, L은 국부 파장, h는 국부수심이다.

또한 이들의 실험결과, Ursell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은 관의

지름이 다른 각각의 경우에 대해 좋은 상관관계를 얻었다. 이

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 세굴심 S/D에 대해서 Ursell 수

와 상대파고 H/D를 비선형 다중 회기분석을 이용하여 수정

Ursell 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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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기서 D는 Çevik 등과는 달리 파일의 직경을 나타낸다.

3. 실험장치의 구성 및 방법

3.1 실험장치의 구성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파일 주변의 국부세굴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실

험은 깊이와 폭이 각각 1 m, 0.8 m이고 길이가 25 m인 조파

수조에서 행해졌다. 외부 관찰을 위해 수조의 외벽은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규칙 파는 piston형 조파기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

파수조 양단에 3중으로 된 경사 소파제를 두어 반사파의 영

향을 최소화하였다. 

Fig. 1과 같이 조파수조 중앙부에 길이 15 m, 높이 0.2 m,

폭 0.8 m 모래바닥이 중앙부에 모형파일을 설치하였다. 사용

된 모래는 중앙 입경이 d50=0.83 mm이고 균등계수 Cu=5.48이

다. 파고의 측정은 용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였으며, 조파장치

와 파일 전면부 사이에 3개, 파일 중심에서 조파장치의 반대

방향으로 1개 등 총 4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파일 중심에서 조

파장치의 방향으로 2.2 m지점에 유속계를 설치하여 유속을 측

정하였다. 

3.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파일 지

름(D), 주기(T), 파고(H), 유속(V)에 따른 세굴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조파장치와 흐름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동일 방향

으로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을 발생시켰다. 파일 지름(D)은

38 mm, 90 mm, 주기(T)는 1초, 2초, 파고(H)는 5 cm, 10cm,

15 cm, 유속(V) 0.08 m/sec, 0.16 m/sec, 0.26 m/sec에 대해 실

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유속(V)은 인천대교 사장교 구

간에서 교각 지름(3 m)과 최대유속(1.49 m/s)에 대한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해서 결정하였다. 파일 축척은 1/33(D=90 mm),

1/79(D=38 mm)이고,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한 유속(V)은

0.26 m/s(D=90 mm), 0.167 m/s(D=38 mm)이다. 또한 흐름 변

화에 의한 세굴의 정성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0.08 m/s의

유속을 실험에 추가하였다.

먼저 실험 수조내에 모든 실험장치를 설치하고 바닥을 평

행하게 만든다. 그 후 수조에 목표한 수위까지 물을 채운 다

음 어느 한 지점에서 사면계의 영점을 잡은 후 대차를 이용

하여 격자망으로 구성된 바닥 형상을 초음파 사면계로 측정

하여 기록한다. 그 후 계획한 유속 V에 대응하는 흐름을 만

들고 유속계에 의해서 측정·기록됨과 동시에 제어 컴퓨터를 이

용하여 실험조건에 해당하는 주기와 파고를 선택하고 규칙파

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규칙파가 흐름과 공존되어 모형 위를

진행하게 되면 파고계에 의해서 파를 측정·기록하게 된다. 일

정 시간(50분)이 지난 후 조파기를 정지시키고 처음 측정했었

던 점들의 사면고를 다시 측정한 다음 그 차를 계산하여 세

굴심을 3차원적으로 표현한다. Table 3.1은 실험조건을 나타

낸 것이다. 표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은 흐름만 존재하

는 경우 3개, 파랑만 존재하는 경우 3개,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 28개로 이루어져 총 34개를 수행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주요 세굴 영향인자에 따른 평형세굴심의 변화

Fig. 2와 Fig. 3은 각각의 실험 조건에 대하여 얻어진 평형

세굴심을 파일 지름, 주기, 파고에 따라 유속을 변화시켜 가

면서 도시한 것으로 세굴심(S)는 색의 농도와 등고선으로 나

URP UR

H

D
----⎝ ⎠
⎛ ⎞

2 H
3
L
2

h
3
D

2
------------= =

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experimental setup.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local scour

Scour condition

case no.

Pipe 

diameter 

D (mm)

Wave 

period

T (sec)

Wave 

height

H (cm)

Current 

velocity

V (m/sec)

3

38 - - 0.26

90 - -
0.33

0.26

3

38 2 15 -

90
1

15 -
2

28

38 1
5 0.26

90 2

38 1 10 0.08

0.16
90 2 15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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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equilibrium scour depths in case of pile diameter D=38 mm.

Fig. 3. Variation of equilibrium scour depths in case of pile diameter D=9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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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볼 때 파일의 지름, 파랑의 주

기 및 파고,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평형세굴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수평 바닥 층의 세굴 범위 역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대세굴심의 발생 위치를 알

아보기 위해 실험결과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 Fig. 2와 Fig.

3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Ucw≤0.3 일 때 대

체적으로 파일 후면 중심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파

일 정면에서 배후류와가 발생할 때에는 한 방향 흐름이 배

후류 와의 형성을 억제하지만, 배후류 와가 파일 후면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한 방향 흐름은 상승효과를 발생시켜 더

욱 강력한 배후류 와를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Ucw≥0.4

일 때는 정면과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상흐름이 흐

름장을 지배하여 말굽형 와에 의해서 세굴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Table 2는 실험 결과로 얻어진 국부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각

매개변수들의 데이터들을 정리한 표이다.

4.4 매개변수에 따른 상대 세굴심의 변화

실험 결과 값의 분석을 통하여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

장에서 가는 파일 주변의 국부세굴에 관련된 매개변수인 속

도비함수, KC 수, 수정 Ursell 수, Froude 수, Shields parameter

에 따른 상대 세굴심(S/D)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Fig. 4는 횡축을 흐름 유속비로 취하고 종축에 상대 세굴심

(S/D)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Fr 수와 KC 수의 크기에 따라 도

시하였다. 여기서 동일 KC 수의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Grouping을 하여 나타내었다. 

Fig. 4(a-c)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KC 수가 일정 할 때

상대 세굴심(S/D)은 속도비 함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역

으로 동일 속도비 함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KC 수가 클

수록 크게 나타났다. Fig. 4(d)에서는 Fr 수를 매개변수로 하였

다. KC 수와 마찬가지로 동일 속도비 함수에서는 Fr 수가 증

가할수록 상대 세굴심은 증가하며, Fr 수가 일정할 경우에는, 속

도비 함수가 증가 할수록 상대 세굴심이 감소하는데 이는 KC

Table 2. Experimental data for the effects of parameters on scour

Run
D

(m)

T 

(sec)

H

(cm) 
S/D

V

(m/s)

U
c

(m/s)

U
m

(m/s)

Shields 

Parameter (θ)

KC 

Number

Froude

Number

Modified

Ursell Number
U
cw

1 0.038 - - 0.27 0.26 0.22 - 0.010 - 0.13 - 1

2 0.038 1 5.5 0.29 0.26 0.22 0.06 0.072 1.7 0.16 3.9 0.77 

3 0.038 1 11.2 0.06 0.08 0.08 0.13 0.073 3.4 0.11 32.4 0.37 

4 0.038 1 10.5 0.25 0.16 0.14 0.12 0.092 3.2 0.14 26.6 0.54 

5 0.038 1 9.8 0.44 0.26 0.22 0.11 0.115 3 0.19 21.7 0.66 

6 0.038 1 18.3 0.21 0.08 0.08 0.21 0.132 5.6 0.15 143 0.26 

7 0.038 1 13.3 0.32 0.16 0.14 0.15 0.118 4.1 0.16 54.4 0.48 

8 0.038 1 15.3 0.60 0.26 0.22 0.18 0.177 4.7 0.22 83.2 0.55 

9 0.038 2 15.2 0.10 - - 0.33 0.116 17.1 - 517.8 -

10 0.038 2 4.7 0.42 0.26 0.22 0.10 0.083 5.3 0.18 15.1 0.69 

11 0.038 2 9.0 0.18 0.08 0.08 0.19 0.087 10.1 0.14 105.9 0.28 

12 0.038 2 10.5 0.42 0.16 0.14 0.22 0.139 11.8 0.19 169.1 0.39 

13 0.038 2 9.8 0.78 0.26 0.22 0.21 0.169 11.1 0.24 140.8 0.51 

14 0.038 2 15.6 0.51 0.08 0.08 0.33 0.179 17.6 0.21 559.8 0.18 

15 0.038 2 15.0 0.73 0.16 0.14 0.32 0.216 16.9 0.24 499.6 0.31 

16 0.038 2 13.7 1.02 0.26 0.22 0.29 0.244 15.4 0.28 380.7 0.43 

17 0.09 - - 0.27 0.26 0.25 - - 0.13 0.012 - 1 

18 0.09 - - 0.45 0.33 0.31 - - 0.17 0.019 - 1 

19 0.09 1 17.2 0.04 - - 0.20 2.2 - 0.082 21.1 -

20 0.09 1 5.5 0.33 0.26 0.25 0.06 0.7 0.16 0.079 0.68 0.79 

21 0.09 1 12.6 0.05 0.08 0.08 0.15 1.6 0.12 0.085 8.3 0.35 

22 0.09 1 9.6 0.17 0.16 0.15 0.11 1.2 0.14 0.089 3.7 0.58 

23 0.09 1 10.5 0.44 0.26 0.25 0.12 1.4 0.19 0.133 4.7 0.67 

24 0.09 1 18.1 0.12 0.08 0.08 0.21 2.3 0.15 0.131 24.4 0.27 

25 0.09 1 14.0 0.20 0.16 0.15 0.16 1.8 0.16 0.131 11.4 0.48 

26 0.09 1 13.9 0.49 0.26 0.25 0.16 1.8 0.21 0.174 11.2 0.60 

27 0.09 2 16.9 0.23 - - 0.36 8 - 0.136 126.2 -

28 0.09 2 4.5 0.42 0.26 0.25 0.10 2.2 0.18 0.088 2.4 0.72 

29 0.09 2 12.2 0.16 0.08 0.08 0.26 5.8 0.17 0.132 48.1 0.23 

30 0.09 2 10.9 0.38 0.16 0.15 0.23 5.2 0.20 0.153 34.4 0.40 

31 0.09 2 8.9 0.56 0.26 0.25 0.19 4.2 0.23 0.165 18.6 0.56 

32 0.09 2 17.5 0.35 0.08 0.08 0.37 8.3 0.23 0.212 140.2 0.17 

33 0.09 2 15.6 0.54 0.16 0.15 0.33 7.4 0.25 0.236 100.4 0.32 

34 0.09 2 10.5 0.66 0.26 0.25 0.22 5 0.24 0.195 30.5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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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e)를 살펴보면 Ucw≤0.3 일 경우, KC 수에 대한 그래

프의 경사도는 Frc수에 대한 그래프의 경사도보다 작다. 따라

서 상대 세굴심은 Ucw≤0.3 구간에서 매개변수 KC 수 일 때가

Frc수 일 때보다 속도비 함수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는다. 그

러므로 이 구간에서의 상대 세굴심 추정은 KC 수와 속도비

로 이루어진 함수식이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한편 Ucw≥0.4 일 경우, KC 수에 대한 그래프는

특정 정상흐름의 값으로 접근하고 Frc수에 대한 그래프의 경

사도는 작아져서 속도비 함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의 민감도

역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 구간에서의 상대

세굴심 추정은 Frc수와 속도비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타당

하다. 0.3 < Ucw< 0.4의 구간은 KC 수와 Frc수의 영향을 동

시에 받는 천이영역으로 볼 수 있어 상대 세굴심은 속도비,

KC 수, Frc수의 함수로 표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와 흐름

이 결합된 흐름장에서는 속도비 함수(Ucw=Uc/(Uc+Um))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 Ucw≤0.3, Ucw→0; 파랑

2) 0.3<Ucw<0.4; 천이영역

3) Ucw≥0.4, Ucw→1; 정상흐름

따라서 파랑이 지배하는 구간에서의 세굴심은 KC 수 또는

수정 Ursell 수 의해 결정되며, 흐름이 지배하는 구간은 Froude

Fig. 4. Relative scour depths versus ratio of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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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결정할 수 있다.

Fig. 5는 KC 수에 따른 상대 세굴심 S/D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에 의한 이동상 세굴에서 수는 파일 주

변의 세굴과정에 주 지배매개변수이다. 따라서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경우 속도비 함수(Ucw)에 따라 흐름의 지배양상이 달

라지는 것을 보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Fig.

5(a))와 Ucw≤0.3보다 작은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Fig. 5(b))로

구분하여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파와 흐

름이 결합된 전체 데이터로 보면 흐름이 간섭으로 인해서 수

가 상대 세굴심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Ucw≤0.3 일 경우 수는 상대 세굴심과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가

지며 이 구간에서는 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수정 Ursell 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수정 Ursell 수는 상대수심(d/H), 파형경사(H/L), 상

대파고(H/D)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파랑만이 존재할 경우

상대 세굴심을 결정하는 주요 매개변수들 중 하나이다. 따라

서 KC 수와 유사하게 전체 데이터에서 상대 세굴심과의 상

관성은 아주 낮고 데이터의 분산도 크게 나타났지만(Fig. 6(a)),

Ucw≤0.3에서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6(b)). 

Fig. 7은 Frc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KC 수에 대한 상대 세

굴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Frc수는 에 함

수로서 정상유속과 수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수심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유속만의 함수로 볼 수 있다. 그

림에서와 같이 유속이 일정할 때 상대 세굴심은 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KC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KC 수와 Frc수는 상대 세굴심에 지수함

수적으로 비례한다.

Fig. 8은 Fr 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사용된 Fr 수의 속도 Vcw는 KC 수와 Frc수에 선

형 비례를 가정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V gh⁄

Fig. 5. Relative scour depth versus Keulegan-Carpenters numbers.

Fig. 6. Relative scour depth versus modified Ursell numbers.

Fig. 7. Relative scour depth versus KC numbers for constant values

of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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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여기서 V는 정상흐름에서의 평균유속, Um은 파랑하에서의 바

닥수립자속도이다.

그림으로부터 Fr 수가 상대 세굴심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Fr 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의

높은 상관성은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 파랑보다는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Ucw≥0.4

일 때 흐름의 지배가 더욱더 커져서 전체 데이터를 고려한 것

보다 훨씬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 세굴심

과 Fr 수와의 회귀분석을 통해 식 (17)와 식 (18)과 같은 회

귀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다. 

· All data : ,  (17)

· Ucw>0.4 : , (18)

Fig. 9는 Frc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Shields 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Frc수가 0.042일 때 동일 Shields 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대 세굴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파의 영향이 흐

름장을 지배할 때 Shield 수는 상대 세굴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흐름이 지배하는 경우(Frc>0.081, 정상흐름),

Shields 수의 영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즉, Shields 수

가 증가하면 상대 세굴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한 높

은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본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정상흐름만 존재할 경우, θ<θcr임으로 정지상 세굴에 속하

며, 그 외에 파만 존재하거나 파와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

θ>θcr임으로 이동상 세굴에 속하였다. 

Fig. 10은 Shields 수에 따른 상대 세굴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체 데이터에서 Shields 수와 상대 세굴심

의 관계는 비교적 작은 상관성을 가지며 데이터 분산도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흐름이 지배적인 구간(Ucw

≥0.4)에서는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Vcw V Um+=

S

D
---- 36.27 Fr

2.771×= R
2

0.836=

S

D
---- 18.483 Fr

2.276×= R
2

0.907=

Fig. 8. Relative scour depth versus Froude numbers.

Fig. 9. Relative scour depths versus Shields parameters for constant

values of Fr numbers.

Fig. 10. Relative scour depth verus Shields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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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공존역에서 파일 주변의

국부세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파일 주위에서 발생하는 세굴 영향인자들을 중심으로 실험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파와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파일 주변의 국부세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관경(D), 주기(T), 파고(H), 유속(V)등이

있으며, 이 인자들이 커질수록 세굴심과 세굴공이 증가하였다.

세굴 양상을 살펴보면, Ucw≤0.3 이고 Ucw→0 일 경우 세굴심

은 파랑의 지배를 받고, 0.3<Ucw<0.4일 경우는 천이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Ucw≥0.4 이고 Ucw→1일 때는 세굴심은 정상흐

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랑이 지배하는

구간에서의 세굴심은 KC 수와 속도비 함수로 결정되고, 흐름

이 지배하는 구간은 Frc수와 속도비 함수로 결정할 수 있다.

2.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 상대 세굴심은 속도비함수

(Ucw=Uc/(Uc+Um)), Frc수, KC수로 이루어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단일 매개변수로는 최대 유속(Vcw)을 사용해서 얻

은 Froude 수가 상대 세굴심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데, 이는 파와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최대 유속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최대세굴심의 발생 위치를 살펴보면, Ucw≤0.3 일 때 대체

적으로 파일 후면 중심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파일 정면에서

배후류 와가 발생할 때에는 한 방향 흐름이 배후류 와의 형

성을 억제하지만, 배후류 와가 파일 후면에서 일어날 때에는

한 방향 흐름은 상승효과를 발생시켜 더욱 강력한 배후류 와

를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Ucw≥0.4일 때는 정면과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상흐름이 흐름장을 지배하여 말굽형 와

에 의해서 세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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