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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3-D model that includes a new non-reflected wave generation system for oblique incident and 

multi-directional random waves, which enables us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various wave-types on 3-D wave fields in a coastal area with 
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s. Then, using the numerical results,the three-dimensional wave field characteristics around 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s are examined in cases of oblique incident and multi-directional random waves. Especially, the wave height, mean surface elevation and 

mean flow around the submerged breakwater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variation of incident wav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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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하고 있는 연안으로 유입되는 랑은 해 경사에 의한 

굴 의 향으로 거의 해안선에 법선방향으로 입사한다. 하지만 

해 경사에 향을 게 받는 역의 랑은 해안선에 해 일

정한 방향각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호안, 제방 등과 

같이 해안선에 인 한 해안구조물에 한 동장 해석의 경우 

법선방향에 한 고찰만으로도 고정도의 해석결과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나, 잠제와 같이 해안선에서 일정한 이안

거리를 유지함으로서 최 의 기능을 수행(허동수와 이우동, 2008b, 

2008c)하는 구조물인 경우 입사 의 방향성에 한 검토가 필요

하다. 한 외해로부터 되는 랑은 선이 짧은 단

(Short-crested waves)이며 여러 방향에서 진행해 온 랑이 

첩되어 생기는 다방향 불규칙 이다. 랑이 천해역으로 

되면서 해 경사의 향을 받아 정선에 도달할 때에는 일방향 

불규칙 의 성질을 가지게 됨으로 잠제와 같이 해안선에서 일

정거리를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건설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다방향 불규칙 에 한 검토(허동수와 이우동, 2011) 역시, 필

요하다고 단된다.

최근 동해안을 비롯하여 남동해안에서의 해안침식이 갈수록 

범 해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 수자원 확보를 해 하구가 

폐쇄되면서 토사가 해안까지 유입되지 못함은 물론 항만, 어항, 

해안도로 등 오랜 기간 바다와 연 해 있는 각종 해안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표사이동(공 /유출)의 불균형으로 침식피해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까지 겹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해안침식은 단순히 

모래유실만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를 괴하고 휴식ㆍ생활공간인 

국토를 잠식해 막 한 사회 경제  피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랑으로부터 해안선과 해안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 생태계의 보 이 가능한 다목  친자연 인 연안구조물의 

개발이 실하며, 이와 같은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최근 잠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잠제가 제 로 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잠제의 제원  평

면배치가 매우 요하며 평면배치에 있어서 잠제의 이안거리는 

입사 장 1.5-1.75배 정도일 때 연안에서의 처오름 높이감소에 

효과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허동수와 이우동, 2008a). 이와 같

이 잠제는 해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제 주변의 수리특성을 명확히 하기 해서는 경사입사 는 물론 

다방향 불규칙 에 한 검토가 실하다. 

경사입사 에 의한 잠제 주변의 수리특성을 논의하기 한 

연구들은 표 으로서, Kramer et al.(2005)은 경사입사 에 의한 

잠제 주변의 수리학  특성에 하여 3차원수리모형실험을 실

시하여 고찰하 고, Martinelli et al.(2006)는 2차원평면모델(MIKE 

21)을 이용하여 Kramer et al.(2005)의 수리모형실험을 수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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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여 검토하 다. 한 재까지는 부분의 연구들이 

규칙 를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규칙 에 해서는 

근래에 들어와서 단면 2차원에 한 수리/수치모형실험이 진행

되고 있다. 게다가 다방향 불규칙 에 한 3차원 수리모형실험

(Hur, 2004)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3차원 인 동장을 해석

하기에는 미흡함이 많다. 이에 다방향 불규칙 에 한 수치모

델을 이용하는 연구들은 거의 평면 2차원 모델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3차원 수치모델에서는 근래에 어들어 다방향 불규칙

를 도입하여 조 방법의 개발과 검증(Kim et al., 2001; Saka-

kiyama and Yoneyama, 2007, 허동수 등, 2011)을 실시하 을 

뿐, 아직 보편 인 해석에 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들은 이와 련된 선행연구로서 랑ㆍ불/투과구조물ㆍ

해빈/해 지반의 상호작용을 직  해석할 수 있는 3차원 수치

해석기법 LES-WASS-3D를 개발하 다(허동수 등, 2007). 아울

러 LES-WASS-3D를 이용하여 해빈 유무와 잠제의 마루높이 변

화에 따른 잠제 주변의 3차원 인 수리특성(허동수와 이우동, 

2007, 2008a), 잠제가 설치된 연안에서 잠제의 평면배치(허동수

와 이우동, 2008b)와 제원(허동수와 이우동, 2008c)에 따른 처오

름 높이특성, 해빈경사(이우동 등, 2009)  해빈의 곡률(허동수 

등, 2009)이 잠제 주변의 흐름에 미치는 향, 비 칭 잠제 주변

의 3차원 수리특성(이우동 등, 2011)에 해 논의하 다. 하지만 

자들의 이  연구 역시 잠제에 해 직각으로 입사하는 규칙

만을 상으로 하여 검토하 다. 게다가 무반사 조 가 가능

한 기존의 수치모델 LES-WASS-3D을 개량하여 경사입사 (이

우동 등, 2011)  다방향 불규칙 (허동수 등, 2011)의 조 방

법을 새롭게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존의 무반사 조 가 가능한 3차원 수치

동수조(LES-WASS-3D; 허동수 등, 2007)에서 새롭게 개발한 

경사조   다방향 불규칙 의 조 시스템을 용하여 이미 

검토되어 있는 직각으로 규칙 에 한 잠제 주변의 수리특성

에 한 검토을 바탕으로 경사입사   다방향 불규칙 에 의

한 잠제 주변의 3차원 인 동장특성에 해 논의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수치해석기법(LES-WASS-3D)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3차원 수치해석기법(LES-WASS-3D; 허

동수와 이우동, 2011; 허동수 등, 2011)은 기존의 수치모델(LES- 

WASS-3D; 허동수와 이우동, 2007)의 조 시스템을 개량하여 

경사입   다방향 불규칙 의 장시간 조 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기본 으로 랑ㆍ불/투과성구조물ㆍ해빈/해 지반의 상

호간섭을 직  해석할 수 있는 수치모델이다. 한 투과성구조

물의 특성(입경, 공극, 형상 등)에 따른 유체 항을 고려하기 

하여 성 항, 층류 항  난류 항을 도입하 으며, 한 자

유수면을 모사하기 한 VOF함수와 난류구조를 해석하기 한 

LES (Large Eddy Simulation)기법으로서 Smagorinsky sub-grid 

model(Smagorinsky, 1963)을 용하 다.

부분의 이  연구에서 랑이 경사로 입사할 경우, 수리/수

치모형실험에서 상구조물을 경사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Martinelli et al., 2006; Wang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직각격자체계에 따른 구조물 왜곡 상을 보완하기 하여 

허동수 등(2008)이 제안한 경사면처리기법을 용하여 잠제, 해

지반 그리고 해빈을 구성하 다.

2.1 기초방정식

불규칙 의 장시간 조 를 한 조 소스항이 포함된 연속방

정식과 투과성구조물을 용하기 하여 유체 항을 용하여 수

정된 Navier-stokes운동방정식  자유수면을 모사하기 한 

VOF함수의 이류방정식으로 구성된 3차원 수치해석기법이다. 지

면 계상, 수치해석기법에 한 세부 인 내용에 해서는 허

동수와 이우동(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경사입사파의 조파방법

경사입사 의 조 는 조 소스 라인에서 각각의 격자에 상

차를 주어 진 으로 조 한다. 각 격자간의 상차는 Taka-

yama(1982)이 제안한 식 (1)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θ는 

입사각, ε는 격자간의 상차, Li는 경사입사 의 장, Δys는 조

소스가 설치된 y방향의 격자크기, k는 수를 의미한다.

 sin


cos  cos (1)

안정 인 경사입사 의 조 를 해 조 소스 강도식 (2)와 

(3)을 용한다. 여기서 qx, qy는 x, y방향의 조 소스의 강도로

서 Stokes 의 3차 근사이론에 의한 수평유속 Vx, Vy를 용, t

는 조 를 시작한 시각으로부터의 경과시간, Ti는 경사입사 의 

주기를 의미한다. 갑작스러운 조 로 계산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해 t/Ti=3이 될 때까지는 서서히 조 소스의 강도를 

증가한다. 경사입사 의 조 방법에 한 세부 인 내용에 

해서는 허동수와 이우동(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p       ≤         

(2)

  exp      ≤        
   

(3)

2.3 다방향 불규칙파의 조파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3차원 수치 동수조에서의 다방향 불규

칙 의 조 방법은 허동수 등(2011)이 제안한 것으로 다방향 불

규칙 의 조 는 다음과 같은 조 소스 강도식 (4)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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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를 재 하기 한 스펙트럼은 식 (5)의 Bretschneider- 

Mitsuyasu의 스펙트럼을 용하고, S(f)는 랑에 지 도, f는 

주 수, H1/3은 유의 고를 나타낸다.



70 허동수․이우동

(a) Including oblique incident waves (b) Including multi-directional random waves

Fig. 1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wave channel

  
 

exp (5)

불규칙 를 재 하기 한 주 수 f의 선택방법에는 주 수 

스펙트럼을 등구간으로 분할하는 방법과 각각의 성분 의 진폭

이 거의 같도록 하는 등에 지로 분할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Bretschneider-mitsuyasu의 스펙트럼에 해 등

에 지로 스펙트럼을 분할할 수 있는 Goda(1977)의 식 (6)을 이

용하여 주 수를 선택하며, N은 성분 의 수, 상각은 [0, 2π]의 

범 의 일양난수(Uniform random numbers)를 이용하 다. 이

때 일양난수에 의해 생성되는 불규칙 의 시계열이 변화하므로 

100개의 성분 (N=100)를 이용하여 3가지 Mode의 일양난수에 

의한 불규칙 의 형을 생성하 다. 다방향 불규칙 의 조

방법에 한 세부 인 사항에 해서는 허동수 등(2011)을 참조

하기 바란다.

 

 ln
 



    (6)

2.4 수치해석방법의 검증

경사입사  와 다방향 불규칙 에 의한 잠제 주변의 동장

에 해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LES-WASS-3D의 검증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들의 기존 연구에서 실시한 직각입

사 에 의한 잠제 주변의 동장(Garcia et al., 2004; Kramer et 

al., 2005)  흐름(Osanai and Minami, 2003)에 한 검증에서 

수치모델의 타당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으로 이로 

신하기로 한다. 한 새롭게 경사입사  와 다방향 불규칙 의 

조 방법을 제안한 허동수와 이우동(2011)과 허동수 등 (2011)

에서 경사입사 는 미소진폭  이론에 의한 Stokes 의 3차 근

사이론의 시간 형  유속성분과의 비교, 다방향 불규칙 는 

에 지/방향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조 방법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수치해석기법에 

한 타당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한 참고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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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000/750 t/Ti=000/750 t/Ti=000/750

t/Ti=150/750 t/Ti=150/750 t/Ti=150/750

t/Ti=300/750 t/Ti=300/750 t/Ti=300/750

t/Ti=450/750 t/Ti=450/750 t/Ti=450/750

t/Ti=600/750 t/Ti=600/750 t/Ti=600/750

(a) CASE1 (θw=90°) (b) CASE2 (θw=80°) (c) CASE3 (θw=60o)

Fig. 2 Spatial distributions of free surface elevations due to the variation of incident wave angle (θw=90°, 80o, 60o)

2.5 수치파동수조 및 입사조건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입사 의 특성(규칙 , 경사입사 , 일방향 불

규칙  다방향 불규칙  등)에 따른 잠제 주변의 3차원 인 수

리특성에 해서 고찰하기 하여 Fig. 1과 같은 3차원 수치

동수조를 구성하 다. 경사입사   다방향 불규칙 의 장시

간 조 에 의한 재반사를 방지하기 한 무반사시스템을 용

하기 하여 조 소스(조 원천)와 Offshore측에는 부가감쇠

역을 고려함과 더불어 해석 역에는 바닥경사 1:100의 불투과성 

해 지반을 기 로 하여 잠제를 설치하 다. 여기서 잠제의 평

균입경(DP)은 4cm, 체 공극률(γv)은 0.4, 해빈은 모래로 고려하

여 평균입경 0.002cm, 체 공극률 0.3으로 구성하 다. 한 허

동수와 이우동(2008b, 2008c)에서 잠제가 설치된 연안역에서 체

으로 낮은 처오름 높이를 나타낸 경우를 고려하여, 잠제의 평

면배치(이안거리(Y/Li=1.50)  제원(천단수심(R/Hi=0.33), 천단

폭(B/Li=0.25), 사면경사(S=1:2))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수치계산에 있어서 계산격자(△x, △y, △z)는 4cm× 

4cm×1cm, 계산간격(△t)는 1/500sec으로 시뮬 이션을 실시하

며, 해석에 용하는 데이터는 정상상태 이후의 것을 취득하여 

실시하 다. 입사조건으로서는 규칙 와 경사입사 일 경우에

는 Hi=6cm, Ti=1.5sec, 일방향과 다방향 규칙 일 경우에서는 

H1/3=6cm, T1/3=1.5sec의 성분 를 100개 사용하 다.

3. 해석결과

3.1 잠제 주변의 자유수면형

3.1.1 경사입사파에 대한 특성

Fig. 2는 입사 랑의 입사각(θw)에 따른 잠제 주변의 3차원 

동장을 나타내며 표 으로 직각입사 랑인 (a) CASE1 (θ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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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000/750 t/(T1/3)i=000/750 t/(T1/3)i=000/750

t/Ti=150/750 t/(T1/3)i=150/750 t/(T1/3)i=150/750

t/Ti=300/750 t/(T1/3)i=300/750 t/(T1/3)i=300/750

t/Ti=450/750 t/(T1/3)i=450/750 t/(T1/3)i=450/750

t/Ti=600/750 t/(T1/3)i=600/750 t/(T1/3)i=600/750

(a) CASE1
(Regular wave)

(b) CASE2
(Uni-directional random wave)

(c) CASE3 
(Multi-directional random wave)

Fig. 3 Spatial distributions of free surface elevations due to the variation of wave type

90°)과 경사입사 랑의 (b) CASE2 (θw=80o), (c) CASE3 (θw=60o)

을 1주기 동안 t/Ti=150/750간격으로 나타내었다.

Fig. 2로부터 (a) CASE1 (θw=90o)의 직각입사 랑의 경우에서

는 잠제의 앙배후에서 잠제로 인한 굴   회 의 향으로 

첩 상이 발생하여 고가 상승하는 일반 인 경향(허동수와 

이우동, 2008a)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경사입사 랑의 동

장에서는 랑의 경사입사로 인하여 랑과 잠제와의 상호작용의 

상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직각입사 랑인 (a) CASE1 (θw= 

90o)과 달리 잠제 배후에서 비 칭 인 동장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상은 상차로 인하여 잠제 배후의 랑에 지의 균형

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개구부를 통과하는 랑의 회 과 경사

입사에 의한 랑의 굴 의 차이에 의해서 경사입사각이 가장 

작은 (c) CASE3 (θw=60o)의 경우에서는 뚜렷한 첩 상을 확

인할 수 없다. 그 결과 랑의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잠제 배후

의 선에 있어서도 입사각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경사입사에 의한 향으로 잠제의 천단상에서의 쇄 양상이 

한 차이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해서는 향후

에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1.2 다방향 불규칙파에 대한 특성

Fig. 3은 규칙 , 일방향 불규칙  그리고 다방향 불규칙 에 

따른 수면형의 시ㆍ공간분포를 동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의 

수면형을 1주기(t/Ti, t/(T1/3)i=750/750) 동안 t/Ti, t/(T1/3)i= 

150/750간격으로 (a)는 규칙 , (b)는 일방향 불규칙 , (c)는 다

방향 불규칙 의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Fig. 3으로부터 규칙 (CASE1)와 일방향 불규칙 (CASE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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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θw=90o) (b) CASE2 (θw=80o)

(c) CASE3 (θw=70o) (d) CASE4 (θw=60o)

Fig. 4 Spatial distributions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s due to the variation of incident wave angle (θw=90o, 80o, 70o, 60o)

비하여 다방향불규칙(CASE3)의 경우가 외해를 비롯하여 내해

에서도 수면형이 상당히 불규칙 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장의 양상은 다방향 불규칙 일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랑조건(주기, 고, 상 등)의 선이 짧은 단

(Short-crested waves)들이 잠제로 인한 굴   회 의 향으로 

제각기 잠제 배후로 유입되어 산발 인 첩 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잠제의 면  배후에서 상당히 불규칙 인 수면형을 

나타내는 반면에 규칙 (CASE1)와 일방향 불규칙 (CASE2)는 

선이 긴 장 (Long-crested waves)임으로 잠제의 법선

방향으로 랑이 유입됨으로 인하여 잠제로 인한 굴   회 이 

양측 개구부에서 칭 으로 나타남으로 잠제의 앙배후에서 

첩 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규칙

(CASE1)에서는 잠제 배후의 첩지 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

으나, 일방향 불규칙 (CASE2)에서는 랑의 주기에 따라 잠제

의 배후에서 첩지 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잠제 주변의 동장은 평균수 분포를 비롯하여 3차

원 인 흐름분포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3.2 잠제 주변의 파고분포

3.2.1 경사입사파에 대한 특성

Fig. 4는 입사 랑의 입사각(θw)에 따른 잠제 주변의 고를 

입사 고(Hi=6cm)에 해 무차원하여 나타낸 공간 고분포도로

서 Fig. 1의 사각형 A-B-C-D에 해 나타내고 있다. (a)는 직각

입사 랑의 CASE1(θw=90o), (b)-(d)는 경사입사 랑으로 (b)는 

CASE2(θw=80o) (c)는 CASE3(θw=70o), (d)는 CASE4(θw=60o)의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Fig. 4에서 붉은색 계열은 입사 고보다 

높은 고를 란색 계열은 입사 고보다 낮은 고를 의미(컬러 

스 일 참조)하고, 사각형 선은 잠제의 면, 실선은 잠제의 마

루, 일 쇄선은 해빈이 시작되는 해 면을 의미한다.

Fig. 4로부터 잠제의 면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잠제로 

인한 반사의 향으로 잠제 면에서 부분 복 동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분 복 동장은 입사 랑의 진행방

향에 해 법선방향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부분 복 의 선이 단 선을 이루며, 이 

상은 랑이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잠제의 개구부측 경사면에 

의한 반사가 크게 발생함으로 인하여 잠제 면의 부분 복

동장에 향을 주기 때문으로 단된다. 잠제의 배후에서는 입

사각이 작아질수록 술한 잠제 주변의 수면형분포에서와 같이 비

칭 인 동장이 형성되고, 양측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는 

랑이 첩하여 높은 고를 나타내는 지 이 y/Li의 양의 방향

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앞서 논의한 수면

형분포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사각에 따라 형성

된 동장은 잠제 주변의 평균수   3차원 인 흐름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어진다.

3.2.2 다방향 불규칙파에 대한 특성

Fig. 5는 입사 의 특성(규칙 , 일방향 불규칙 , 다방향 불

규칙 )에 따른 잠제 주변의 공간 고분포도이며 입사 고(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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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Regular wave)

(b) CASE2
(Uni-directional random wave)

(c) CASE3
(Multi-directional random wave)

Fig. 5 Spatial distributions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s due to the variation of wave type

(H1/3)i=6cm)에 해 무차원하여 고찰하며, 그림 의 붉은색은 

입사 고보다 높은 고를 란색은 입사 고보다 낮은 고를 

의미하고, 사각형 선은 잠제의 면, 실선은 잠제의 천단, 일

쇄선은 해빈이 시작되는 해 면을 나타낸다. Fig. 5에서 (a)는 

규칙 , (b)는 일방향 불규칙 , (c)는 다방향 불규칙 의 경우

이다. 한 (b)의 일방향 불규칙   (c)의 다방향 불규칙 의 

유의 고(H1/3)는 하향교차법(Zero-down cross)에 의해 개

개의 를 정의하여 산정하 다.

Fig. 5로부터 (a)의 규칙 (CASE1)의 경우에서는 잠제 면에서 

일정한 주기를 가진 입사 랑과 잠제에 반사 에 의한 부분

복 의 포락선에 의해 Node와 Anti-node가 잘 나타나는 반면에 

(b)의 일방향 불규칙 (CASE2)  (c)의 다방향 불규칙 (CASE3)의 

경우에서는 각기 다른 주기의 입사 랑과 잠제에 의한 반사

가 복됨으로 인하여 (a)의 규칙 와 같은 부분 복 의 Node와 

Anti-node가 나타나지 않으며, 게다가 (c)의 다방향 불규칙

(CASE3)에서는 잠제에 의한 반사  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더욱더 복잡한 고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잠제의 배후에서는 수면형의 수면형의 시ㆍ공간분포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양측의 개구부를 통과하는 랑이 잠제로 인한 

굴   회 의 향으로 잠제의 앙배후에서 발생하는 첩

상으로 높은 고가 나타나는 지 이 사 의 특성(규칙 , 일

방향 불규칙 , 다방향 불규칙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규칙 (CASE1)의 경우에서는 일정한 주

기를 가진 장 가 유입됨으로 인하여 동일한 지 에서 

첩 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특정부분에서 높은 고를 나타낸

다. 하지만 (b)의 일방향 불규칙 (CASE2)는 각각의 주기를 가

진 장 가 유입되기 때문에 입사 랑의 주기에 따라 앙

배후에서 첩지 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좁고 긴 역에서 높

은 고를 보인다. 한 (c)의 다방향 불규칙 (CASE3)에서는 

잠제배후로 단 가 유입되기 때문에 산발 인 첩으로 인

하여 큰 고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3.3 잠제 주변의 평균수위분포

3.3.1 경사입사파에 대한 특성

Fig. 6은 입사 랑의 입사각(θw)에 따른 잠제 주변의 평균수

(a) CASE1 (θw=90o)

(b) CASE3 (θw=70o)

(c) CASE4 (θw=60o)

Fig. 6 Spatial distributions of mean water level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ncident wave angle (θw=90o, 70o, 6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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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Regular wave)

(b) CASE2
(Uni-directional random wave)

(c) CASE3
(Multi-directional random wave)

Fig. 7 Spatial distributions of average surface level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wave type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1의 사각형 A-B-C-D에 해 나

타낸다. Fig. 6에서 (a), (b), (c)는 CASE1 (θw=90o), CASE3 (θw= 

70o), CASE4 (θw=60o)를 각각 나타내며, (a)는 직각입사 랑, (b)

와 (c)는 경사입사 를 의미한다. 여기서 평균수 ( )는 식 (7)

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ti는 데이터 취득 시 , Ti는 입사

의 주기이다.



 


 
 (7)

Fig. 6으로부터 모든 경우에서 유입되는 랑이 잠제를 통과

하면서 쇄 , 투수성, 마찰 등의 원인으로 유속이 약해짐으로 

선행 와 후속 의 속차이로 인한 병목 상으로 인해 잠제의 

천단상과 내해측에서 평균수 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입사각이 클수록, 경사입사 에 가까울수록 

뚜렷하게 나타내며, 이는 잠제의 경사면과 해빈의 경사면에 의해 

굴 의 향을 받은 선행 와 입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후속 의 

상호작용에서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병목 상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내/외해의 평균수 차이가 작게 나타나게 된다.

일반 으로 잠제 주변의 흐름은 내/외해의 수 차에 의한 흐

름과 입사 랑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으로 이상과 같은 

평균수 분포는 잠제 주변의 흐름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며 세부 인 논의는 후술하는 평균류분포에서 한다.

3.3.2 다방향 불규칙파에 대한 특성

Fig. 7은 입사 의 특성(규칙 , 일방향 불규칙 , 다방향 불

규칙 )에 따른 잠제 주변의 평균수 분포를 5주기(Ti, (T1/3)i) 

동안의 수면형 시계열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일방향 불규

칙 와 다방향 불규칙 의 경우에서는 용하는 수면형 시계열의 

구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반 으로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여기서, 정수면을 기 으로 

붉은색계열은 평균수 의 상승, 란색계열은 평균수 의 하강을 

의미한다.

Fig. 7의 (a)는 규칙 (CASE1), (b)는 일방향 불규칙

(CASE2), (c)는 다방향 불규칙 (CASE3)를 나타내며 그림으로

부터 모든 입사 의 경우에 있어서 내/외해의 평균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규칙 (CASE1)와 일방향 불

규칙 (CASE2)에 두드러지며 이는 장 일 경우 앞서 검토

한 수면형의 시ㆍ공간분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주기에 있어

서 동일한 상의 랑이 유입되기 때문에 잠제 면과 배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단되기 때문에 평균수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다방향 불규칙

(CASE3)일 경우에는 단 가 산발 으로 유입되어 양측에

서 동일한 조건( 고, 주기, 상 등)의 랑이 존재하기 어려움

으로 개구부를 통한 랑에 지의 소통이 규칙 와 일방향 불

규칙 에 비해 원활하기 때문에 내/외해의 평균수 차이가 작

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이상과 같은 평균수 분포는 잠

제 주변의 흐름에 큰 향을 미칠것으로 상되며 이에 한 

세부 인 고찰은 후술하는 평균류분포에서 한다.

3.4 잠제 주변의 흐름분포

3.4.1 경사입사파에 대한 특성

Fig. 8은 잠제 주변의 평균류분포도이며, 입사 랑의 입사각

(θw)에 의한 분포를 나타내며, (a)는 직각입사 랑의 경우

(CASE1; θw=90o), 경사입사 랑의 경우는 (b) CASE2(θw=80o), 

(c) CASE3(θw=70o), (d) CASE4(θw=60o)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

서 평균류( | U xy| z)는 바닥에서 자유수면까지의 x-y평면상의 각 

연직 치의 수평유속성분(u, v)을 3주기 동안 수심(연직)방향으

로 분한 평균유속이고 식 (8)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때 

해빈내의 유속은 고려하지 않았다.

 
 








 
  (8)

Fig. 8로부터 앞서 논의한 평균수 분포에 의하면, 개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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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θw=90o) (b) CASE2 (θw=80o)

(c) CASE3 (θw=70o) (d) CASE4 (θw=60o)

Fig. 8 Spatial distributions of depth-integrated mean flow due to the variation of incident wave angle (θw=90o, 80o, 70o, 60o)

통해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내/외해의 평균수 차가 가장 

큰 (a) CASE1(θw=90o)의 직각입사 랑이 클 것으로 상할 수 

있으나 그 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랑과 흐름의 상

호작용에 있어서 교차각이 180°에 가까울수록 유속의 상쇄가 

커지기(Lee et al., 2011) 때문이며, 경사입사 일 경우 교차각이 

180°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내/외해의 평균수 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잠

제의 단부를 심으로 발생하는 순환류에 있어서는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비 칭 인 순환반경을 나타내며, 이는 개구부를 

빠져나가는 흐름이 개구부로 유입되는 랑의 상의 향을 

받음으로서 나타나는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서는 잠제의 제장이 1Li임으로 랑의 입사각이 45°일 경우 개

구부에서 약 90°의 상차로 인하여 양측 개구부에서는 과 

곡이 존재하게 됨으로 상 으로 흐름에 항이 큰 측 

개구부보다 곡측 개구부로 흐름이 원활해진다. 이와 같이 입

사각이 작을수록 y/Li의 음의 방향 개구부에서 더 큰 순환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잠제의 표 인 기능으로서 표사제어를 들 수 있다. 이와 

한 잠제 주변의 질이동기구는 잠제 주변의 3차원 흐름장의 

향에 의해 결정됨으로 이상의 고찰결과로부터 입사 랑의 입

사각이 잠제 주변의 표사이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상할 

수 있다.

3.4.2 다방향 불규칙파에 대한 특성

Fig. 9는 입사 의 특성(규칙 , 일방향 불규칙 , 다방향 불

규칙 )에 따른 잠제 주변의 평균류를 5주기(Ti, (T1/3)i) 동안의 

수평유속(u, v)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일방향 불

규칙 와 다방향 불규칙 의 경우에서는 용하는 시계열의 구

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반 으로 유사한 

흐름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단된다. 여기서 평균류는 바닥에서 

자유수면까지의 x-y평면상의 각 연직 치의 수평유속성분 u, v

를 5주기 동안 연직방향으로 분한 평균유속성분의 합력을 벡

터로 나타낸 것이며, 이때 해빈내부의 유속은 고려하지 않는다.

Fig. 9의 (a)는 규칙 (CASE1), (b)와 (c)는 불규칙 로서 (b)는 

일방향 불규칙 (CASE2), (c)는 다방향 불규칙 (CASE3)를 나

타낸다. Fig. 7로부터 (a)의 규칙 (CASE1)에서는 내/외해의 평

균수 차에 의해서 개구부를 통해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과 

입사 랑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형 인 순환류(허

동수와 이우동, 2007; 허동수와 이우동, 2008a)가 나타나는 반면에 

불규칙 로서 (b)의 일방향 불규칙 (CASE2)와 (c)의 다방향 불

규칙 (CASE3)에서는 내/외해의 평균수 차에 의해 개구부를 

빠져나가는 흐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입사 랑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잠제의 천단상으로 유입되는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은 입사하는 랑과 이미 잠제 배후로 

유입된 랑과의 에 지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으로 단되다.

장 인 (a)의 규칙 (CASE1)  (b)의 일방향 불규칙

(CASE2)인 경우에서는 술한 바와 동일한 랑조건(주기, 고, 

상 등)이 유입됨으로 평균류분포에 있어서도 칭 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단 로 구성되어 잠제배후에서 산발 인 

첩 상이 발생하는 (c)의 다방향 불규칙 (CASE3)에서는 장

에 비해 매우 복잡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내/

외해의 평균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규칙 (CASE1), 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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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Regular wave) (b) CASE2 (Uni-directional random wave)

(c) CASE3 (Multi-directional random wave)

Fig. 9 Spatial distributions of depth-integrated mean flow due to the variation of wave type

불규칙 (CASE2), 다방향 불규칙 (CASE3)의 순으로 개구부를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 근거하여 잠제의 표 인 기능은 표사제어이

며, 잠제 주변의 질이동기구는 흐름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입사 의 특성(규칙 , 일방향 불규칙 , 다방향 불규칙 )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입사 의 특성(규칙 , 경사입사 , 일방향 불

규칙 , 다방향 불규칙 )에 따른 잠제 주변의 3차원 인 수리

특성을 악하기 하여 무반사 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사  

조   불규칙 의 장시간 조 에도 랑의 재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LES-WASS-3D를 이용함과 더불어 경사입사   다방향 

불규칙 의 조 방법을 토 로 수치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잠제 주변의 수면형의 시ㆍ공간분포, 고분포, 평균수 분포, 

평균류분포 등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주요 사항을 아래에 기술

하면 아래와 같다.

경사입 의 입사각에 따른 특성: (1) 입사 랑의 상차에 의한 

랑의 회 과 경사입사에 의한 랑의 굴 의 차이로 인하여 

입사각(θw)이 작아질수록(경사입사 할수록) 잠제의 제간부를 기

으로 비 칭 인 동장이 형성되었다. (2) 잠제 면에서는 

입사각의 법선방향의 부분 복 동장이 형성되며, 입사각이 작

아질수록(경사입사 할수록) 개구부측 경사면에 의한 반사의 

향으로 부분 복 의 선이 단 선을 이루었다. 잠제의 

배후에서는 입비 칭 인 고분포가 나타나고 첩지 이 

y/Li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 다. (3) 잠제 주변의 평균수 분

포는 입사각이 작아질수록(경사입사 할수록) 병목 상 작아지기 

때문으로 평균수 차이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개

구부를 통해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경사입사 할수록) 유입되는 랑과의 교차각이 180°를 벗어남

으로 인하여 유속의 상쇄가 작아져 상 으로 강한 흐름을 나

타내고, 잠제의 단부를 심으로 발생하는 순환류는 입사각이 

작아질수록(경사입사 할수록) 입사 랑의 상차에 향으로 

비 칭 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일방향/다방향 불규칙 에 따른 특성: (1) 장 (규칙 , 

일방향 불규칙 )에서는 잠제의 앙배후에서의 첩 상이 발

생하는 반면 단 (다방향 불규칙 )는 산발 으로 발생하

다. (2) 잠제 주변의 평균수 분포에서는 장 (규칙 , 일

방향 불규칙 )의 경우가 단 (다방향 불규칙 )보다 내/외

해의 평균수 차가 크게 나타났다. (3) 불규칙 의 경우 잠제 

단부를 심으로 발생하는 순환류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다방향 불규칙 에서는 더욱더 불규칙 이고 복잡한 평균류분

포를 나타내었다. 한 내/외해의 평균수 차가 클수록 개구부를 

통해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 다.

경사입사   다방향 불규칙 의 경우 복잡하고 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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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규칙 나 일방향 불규칙 로 동장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에 근거하면 규칙   일

방향 불규칙 의 특성으로부터 경사입사   다방향 불규칙 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된되며, 본 연구는 경사입사  

 다방향 불규칙 에 의한 잠제 주변의 동장 해석에 기 자

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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