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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연안지역의 표사의 침식 및 퇴적현상은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원

인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파랑의 내

습과 수온상승에 의하여 해수면 상승, 연안침수 등 연

안 자연 특성을 변화시킨다. 또한 해안 수공구조물 설

치에 따른 지형의 변화로 연안표사의 공급 및 차단, 파

랑장 변화가 원인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 10개

년계획에 따라 침식지역으로 판단되는 229개소에 대

하여 현지방문 및 과거 이력조사를 통하여 침식 모니

터링 결과 주요연안의 약 17 %에 대하여 침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백

사장 표사 유실, 호안 유실, 사구 포락, 토사포락 등 

다양한 형태로 침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안 25개

소, 남해안 89개소, 서해안 64개소로 극심하게 나타나

고 있다.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했었던 호안의 붕괴

로 도로피해, 붕괴 등 연안지역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

고 있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침식현상 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내습파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정량적인 부유사농도의 예측이 가능한 연구가 국내

에는 전무하여 기초 부유사농도 예측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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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plays principal roles in morphological process of natural coastals.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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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사면에서의 고립파 입사에 의한 침

식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립파는 매우 빠른 전파

속도와 파형이 유지되며 전파되는 대표적인 파랑으로 

연안 유사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세굴을 발생시켜 

침식을 발생시킨다. 관련 국외 연구에서는 Mostafa1)는 

하상 유사거동과 파랑이 작용하는 압력과의 상관관계

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유사거동 실험식을 제시하였다. 

Yeh et. al2)은 고립파의 세굴 메커니즘에 대한 수리실

험을 수행하여 전단응력은 상대적으로 세굴에 작은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바닥면에서의 입사파 파고를 주

요 인자로 제시하였다. Einstein3)은 시간에 따른 부유사

의 이송에 대하여 확률개념을 적용하여 유사 직경과 

비중 등의 상관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실험계수와 함께 

pickup 함수 (이하 提昇(제승) 함수)을 제시하였다. 바

닥면의 전단속도를 주요 인자로 설정하여 부유사의 불

확실성을 분석하였다. Takahashi et al.4)은 쓰나미

(tsunami)로부터 발생되는 대량의 유사이송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바닥면

에서의 전단응력과의 관계에서 부유사 제승 함수를 제

시하였다. Van rijn5)은 부유사 하강속도(fall velocity)와 

유사확산계수(sediment diffus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제승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유사 입자의 제승을 연속

되는 유사이송 현상 과정에서 수리실험을 통하여 실험

식을 제시하였다. Van rijn6)은 단위 시간과 면적에 대

하여 유사 질량의 이송이라는 제승 개념을 통하여 제

승 함수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고립파에 대한 연구는 

해안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7-10), 수리적인 변화 특성
11-14) 등 자체의 특성변화 및 안전성 관련연구에 집중되

고 있을 뿐, 하상이나 유사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립파로 인한 연안 경사면 유사의 침식현상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고립파에 의한 부유사의 정량적 결과 

도출이 수리실험을 통하여 세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사에 초점을 맞추어 제승이라는 개

념을 이용하였다. 경사면에서의 파고와 수심의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부유사 제승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반복 수행이 어려운 수리실험에서의 불확실성을 가지

는 부유사 제승률에 관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Bayesian 확률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쓰나미 및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파로 인한 

하상의 변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

며, 극치 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를 설

계에 반영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간안할 때, 기초자

료 또는 설계시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2. 수리실험

2.1 지배방정식

고립파는 심해에서 주기가 무한대인 장주기파로 천

해파의 특성을 가진다. 비선형 천해파 방정식을 축에 

대하여 식(1)과 (2)로 정의 할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파랑의 진폭, 는 수심, 는 수심 평균유

속, 는 중력가속도, 는 시간을 나타낸다.

Carrier & Greenspan15), Synolakis16)는 고립파를 주기

가 일정하고 수심에 대하여 선형 천해파로 가정하여 

비선형 천수방정식으로 해석하여 식(3), (4), (5)와 같이 

제시하였다15,16).

 




 (3)

  (4)

  




(5)

여기서, 와 는 수심과 파고이고 는 파속을 나타낸다.

2.2 고립파 수리실험

고립파 수리실험에서는 2차원 개수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길이 9.0 m, 폭 0.8 m, 높이 0.75 m, 경사 

1/6으로 측면은 강화유로 설계되어 고립파와 경사면 

유사의 순간적인 변화를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2에서와 같이 고립파 재현에 적합하도록 sluice 

gate를 설계하였다.

Sluice gate 개방속도 특성을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터

Fig. 1. Experimental channel. Fig. 2. Sluic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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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rve against sluice gate opening speed and solitary 
wave height.

(2HP, 2P, 3600rpm)를 이용하여 조절나사의 회전 속도

에 따라 수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수문개방속도를 조

절하였다. 수문개방속도는 0.2 m/s에서 0.75 m/s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수문개방속도에 따른 고립파 파고는 Fig. 3에서와 

같이 나타났으며, 고립파 발생조건을 수위차로 결정하

기 위하여 수문개방속도를 0.5 m/s로 고정하여 수행하

였다. 동일한 실험조건에 대하여 실험용 유사를 주문

진표준사와 안트라사이트 두가지 유사에 대하여 진행

하였고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Channel water
depth ()

Headtank water 
depth ()

Sluice gate 
opening speed

Case 1 0.15 m 0.20 – 0.35 m
0.5 m/s

Case 2 0.20 m 0.25 – 0.45 m

본 연구에서는 수문개방을 통한 고립파의 생성과 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유사농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정량적 결과제시를 제시하고자 수리실험으로 설계되

었다. 국내에서는 수행되지 않은 실험으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실험 방법 및 체계는 향후 국내 관련 

연구의 방향 설정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실험용 유사 특성

일반적으로 입사되는 고립파에 의하여 유사거동이 

발생될 때 소류사와 부유사로 나뉘어 거동을 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사 거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

상 조건에서의 고립파 전파에 따른 경사면의 부유사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문진표준사와 안트라사이트

(Anthracite)를 이용하여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용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유사의 입도 분포 곡선은 Fig. 4이며  0.58, 1.55 mm, 

균등계수(coefficient of uniformity) 1.68, 1.18의 비점착

성 유사를 사용하였다.

부유사의 포집을 위하여 Fig. 5의 포집장치(ASC, 

Absorptive SSC Collector)를 설계하여 5지점에 대하여 

부유사를 직접적으로 포집하도록 하였다. Xiao et al.17)

이 제시한 측정기법을 기초하여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2013)의 분석 기술 및 과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부유사 samping 측정방법으로 유사채집기

를 이용하여 부유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험실 규모에서 유사채집기의 체적은 무시하

지 못할 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채집기 주변에서 난류

로 인한 흐름 특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시간 채

집이 불가능하다. 이에 동시에 여러 군데의 채집기를 

수중에 넣은 후 순간적으로 채집을 해야 하는 번거로

움이 따른다.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난류 특성과 부유사와의 관계가 매

우 접하기 때문에, 반복 실험을 통해 평균적인 값을 

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3회 

측정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측정 

지점에서의 60% 수심에서 부유사를 포집하여 분석하

였다. Sampling한 부유사는 오븐에서 120℃로 24시간 

건조하여 측정하였다(USGS, 2013). 이때 측정된 부유

사의 질량으로 부유사 농도를 도출하였다.

Fig. 5. ASC(Absorptive SSC Collector). Fig. 6. Turbidit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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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 turbidity curve.

부유사의 질량은 미세하여 측정오차를 수반하게 되

어 신뢰도 높은 부유사농도 측정을 위하여 Fig. 6 탁도

측정기기를 이용하였다. Fig. 7에서와 같이 탁도-부유

사농도 상관관계에서 도출된 관계식으로 부유사농도

를 검증하였다. 모든 수리실험 조건에서 부유사농도와 

탁도를 최소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안트라사이트의 탁도와 부유사농도의 관계식은 

    (6)

주문진 표준사의 탁도와 부유사농도의 관계식은 

    (7)

식(6), (7)은   ,   을 가지며, 해당 

관계식은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다. 특히, 

관계식의 기울기는 주문진 표준사는 안트라 사이트보

Fig. 8.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 turbidity curve.

다 약 2.7배 크고 부유사농도의 지수는 약 1.4배 작다. 

탁도를 이용하여 환산된 부유사농도는 1.130 ~ 5.472 

mg/L에서 5.61% 이내의 오차를 가진다. 측정오차는 포

집되는 부유사 sample의 부피, 탁도측정기기의 오차, 

log scale의 식(6), (7)에서의 오차가 원인이 된다.

2.4 베이지안 확률(Bayesian probability)
베이지안 확률(Bayesian probability)는 지식과 믿음의 

정도를 해석하는 확률론의 일종이다. 이성적, 보편적으

로 증명이 가능하며 주관주의확률 이론의 관점에서 개

인적인 믿음의 정도(degree of belief)로 측정할 수 있다. 

통계적 추론으로 대상의 사전확률과 추가적인 관측으

로 사후확률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베이지안 확률론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대상을 확률변수로 하여 그 변수의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내에서는 수

리⋅수문학적 댐 위험도 분석 및 불확실성 변량에 대

한 수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부유사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립파로 발생되는 부유사를 추적하기 위

하여 image processing을 위하여 측정기기(Sony : HDR- 

XR550)를 이용하였다. Bayesian 확률을 분석하기 위하

여 image processing에서의 빈도수(frequency)를 이용하

여 제시하였다.

Video camera를 이용하여 고립파에 의한 부유사 특

성을 추적하여 최대 부유사 제승이 발생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Fig. 9에서와 같이 image에서의 grayscale

과 탁도와의 상관관계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립파에 의한 image에서의 해상도 변화를 줄이기 위

하여 암전에서 수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고립파의 전

파에 의한 image 변형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직접 포집

한 부유사 질량은 미세하여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Fig. 9. Grayscale - turbidity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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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인 부유사 제승률 분석을 위하여 Bayesian 확률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Bayesian 우도확률(likelihood)은 부유사 포집에서 발

생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계측오차, 포집시간(0.67 ~ 

0.72 s)동안 발생되는 불확실성으로 정의하였다. 

  ∝




    (8)

각 수리실험조건에 따라 sampling된 부유사는 51 ~ 

64개의 grayscale data를 가지고 있어 MCMC(Markov 

Chain Monte Carlo)기법으로 경사면에서의 고립파의 

처오름과 처내림에 대하여 확률 도 함수를 도출하였

다. 고립파의 처오름에서 도출된 확률 도 함수는 Fig. 

10에서와 같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의 형태를 

가진다. 반면 고립파의 처내림에서의 확률 도 함수는 

Fig. 11과 같이 웨이블분포(Weilbull distribution)를 나타

내었다. 처오름에 의한 부유사의 발생은 바닥면의 유

사의 교란에서부터 발생되어 최대 부유사농도를 발생

시킨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정규

분포의 grayscale 값을 가졌다. 반면 경사면에서 처내림

에의한 부유사농도는 최대 처오름 발생이후 측정을 시

작 고립파가 반사되어 나가는 동안 계속되는 교란으로 

웨이블분포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a) (b) (c)

Fig. 10. Runup of solitary wave image processing results, (a), 
(b), (c) grayscale Bayesian probability.

(a) (b) (c)

Fig. 11. Rundown of solitary wave image processing results, 
(a), (b), (c) grayscale Bayesian probability.

3. 결과 및 분석

고립파의 상대파고를 이용하여 경사면에서의 부유사 

제승률을 주문진표준사와 안트라사이트에 대하여 고립

Fig. 12. H/d - pickup rate curve.

파의 전파 특성인 상대파고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립파의 대표적인 특성인 상대파고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고립파의 상대파고와 부유사 제승률의 실험

결과는 Fig. 12와 같으며 경사면에서의 쇄파형태

(breaking type)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Spilling 

쇄파형태에서는 선형(linear)으로 부유사 제승률이 증가

하는 결과를 가졌다. 경사면의 처오름에서 부유사 제승

률은 417.9 ~ 530.1 g/m2s을 가지며 관계식의 기울기는 

924.4이다. 최대 처오름이 발생한 이후 처내림에서는 

703.6 ~ 814.3 g/m2s, 기울기는 759.7로 상대파고와 부유

사 제승률의 선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lunging 

쇄파형태에서는 지수(exponential)형태로 증가하는 실험

결과를 가졌다. Li and Ferdic18)는 경사면에서의 고립파

의 쇄파에 의하여 난류강도의 증가와 에너지소산의 증

가로 인하여 바닥면 유사의 교란을 증가시켜 부유사 거

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는 쇄파의 형태에 따라 

크기가 달리 나타난다. 고립파에 의한 경사면에서의 난

류강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최대 처오름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부유사 제승률은 552.1 ~ 655.4 

g/m2s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처내림에서 부유사 제승

률은 906.7 ~ 1613.3 g/m2s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졌다. 초기 처오름에 의하여 교란되어 있는 바닥면 

유사는 처내림에서 부유사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Bayesian 확률을 적용한 처오름에서의 부유사 제승

률은 Fig. 13과 같으며, 처내림에서의 결과는 Fig. 14이

다. 부유사의 불확실성을 68, 90, 95%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Plunging 형태의 쇄파 조건에서의 부유사 

pikcup rate의 결과는 Spilling 형태의 쇄파조건에서의 

결과보다 불확실성이 약 2.4 ~ 3.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내림에서의 불확실성은 처오름 조건에서 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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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d - runup pickup rate Bayesian probability curve.

Fig. 14. H/d - rundown pickup rate Bayesian probability curve.

확실성이 증가하였으며, 처오름조건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처내림에서는 지수형태로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불확실성도 증가한다. 부유사의 불확실성을 반

영한 제승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상대파고의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경사면에서의 쇄파에 따

른 난류강도와 에너지소산의 증가가 원인이 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연안지역에 입사되는 고립파의 

상대파고와 해안 경사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부유사 제승을 정량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며 침식 및 퇴

적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고립파에 의한 연안지역에서의 침식

현상에 관한 기초 연구로 파고와 수심 특성을 고려하

여 부유사 제승률을 분석하였다. 고립파에 의한 부유

사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량적 예측으로 연안표사의 

유실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전무하여 부유사 제승

률 개념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립파의 재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문을 개방

하여 발생시키는 방식을 수문개방속도를 고려하여 독

자적으로 수리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하였다. 경사면에

서의 고립파의 spilling, plunging 쇄파형태에 따라 결과

분석을 하였다. spilling 조건에서는 상대파고가 증가함

에 따라 선형적으로 부유사 제승률이 증가하였으나 

plunging 조건에서는 지수형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plunging에 의한 경사면에서의 유사 교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지역에서의 침식 메커니즘에 관

한 연구에서 경사면으로 입사하는 고립파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연안

지역 침식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하다. 또한 Bayesian 확률을 이용하여 부유사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였으며, image processing을 통하여 분석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Bayesian 확률을 통하여 

수리실험의 한계점이 개선 가능하며 현장계측에서의 

결과에 대한 Bayesian 확률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향후 고립파 발생조건, 경사면의 경사도, 유사 특성 

등에 따른 수리실험을 수행한다면, 본 연구결과와 함

께 고립파의 특성과 경사면 부유사 제승률을 더욱 정

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진해일과 같은 수

리실험을 수행할 시 본 연구의 수리실험 결과를 활용

하여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식현상 뿐만 아니라 구

조물 안정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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