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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류 제어를 통한 교각세굴 감소 효과 분석

Analysis on the Scour Reduction Effect by Controlling Downflow

이호진*·오현식**

Ho Jin Lee* and Hyoun Sik Oh**

요 약 세굴보호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부세굴의 주요 원인인 말굽형와류와 후류와를 감

소시키는 방법이다. 소형 원통형구조물 또는 분리된 연직반사판은 교각 앞에 설치하거나 스포일러처럼 교각에 부착하여 와

류의 세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하상재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층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블록매

트 또는 테트라포드를 사용함으로써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세굴감소

효과를 평가하였다. 반사판 간격과 세굴의 감소효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것은 반사판의 폭이 세굴 감소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KC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굴감소 효과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굴감소율은 U
R
=25 또는 KC = 8 일 때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핵심용어 반사판, 국부세굴, 세굴감소, Ur 수, KC 수

ABSTRACT Scour protection methods can be categorized as two types: The first is to reduce the horseshoe and wake vorti-

ces which are the main reasons for local scour. Either small cylindrical structures or separated vertical deflectors can be placed in

front of the pier or the horizontal deflector (or collar) can be attached to the pier like the spoiler to reduce the dynamics of vortical

structures. The second is to employ the protection layer to keep the bed material in place, which is a common method

with a merit of immediate effect by using block mat or tetrapo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cour reduction using

the former meth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flector interval and reduction of scour was not clear. It is assumed that

the width of the reflector is somewhat correlated with the reduction of the scour. As the KC numbers increases, the Effect

of Scour reduction rate is shown to decrease. Also, Scour reduction rate showed a rapid change at U
R
=25 or KC = 8.

KEYWORDS Deflector, Local scour, Scour reduction, Ursell number, KC number

1. 서 론

세굴(scour)은 유수의 힘에 의해 하안이나 하상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이동 또는 제거되는 현상이다. 국내에서는 세굴과

침식(erosion)이라는 용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

지만, 제방이나 교량과 같은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한 침식

이라는 점을 구별하기 위해 ‘세굴’이라는 구체적 용어를 사

용한다. 수로의 확장이나 보, 댐의 건설 및 유역 조정에 의

해 발생하는 세굴을 전면세굴(global scour)라고 하고, 구조물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세굴을 국부세굴(local scour)라고

한다. 국부세굴의 발달과 세굴공의 형태는 유수의 흐름형

태(한 방향 흐름 또는 진동형 흐름), 상류부 유사의 유입여

부(이동상 및 정지상 흐름)에 의해 좌우된다.

세굴 과정은 20세기 초부터 하천에서의 한 방향 흐름을

대상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해안 환경에서의

세굴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Herbich(1984)의 연구를

필두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해양 세굴은 파랑 및 조류

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파랑은 반주기마다 구조물을 중심

으로 반대 방향의 흐름을 발생시킨다. 또한 조류는 하천에

서의 한 방향 흐름과 같은 효과를 유발한다. 또한 파는 회절

및 굴절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해안 환경에서의

세굴을 일으키는 영향인자는 강이나 하천에 비해 다양하고

그 해석 방법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

많은 공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도류제, 이안제 및 방파제

등의 천단부와,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및 케이블 등과 같은

대표적 해상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세굴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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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굴을 방지하거나 세굴량을 감소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유사 물질의 이탈을 막는 직접

적인 방편으로, 충분한 크기의 사석이나 돌망태, 테트라포

드, 해저매트 및 교량 기초의 확대 등과 같은 1) 기초 재료의

저항력을 증가 방법과, 2) 구조물 주변부의 흐름을 제어하

여 세굴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대별된다. 후자의 예

로써 교각 상류부에 다수의 희생 말뚝을 설치하여 교각에

접근하는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법과 교각의 단면에 인위적

인 공동(slot)을 두거나 스포일러 형태의 구조체를 교각에

부착하여 국부세굴의 원인인 말굽형 와류(horseshoe vortex)

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해양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자의 방법은 추

후 관리적 측면과 시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적용성이 떨어

진다. 본 연구는 교각에 원형 반사판을 부착하여 그 실효성

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 기본이론

2.1 세장형(slender) 단일 파일 주변의 세굴

파의 회절효과는 직경과 파장의 비(D/L)가 0.1 보다 클 때,

중요하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된다(Isaacson, 1979, see

also, e.g., Sümer and Fredsøe, 1997). 파일 직경이 파장에 비

해 작다면, 가는 파일영역이 지배적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

으면 파일의 존재는 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소위 회절효과

를 일으킨다. 

한 방향 단일 흐름에서, 교각과 같은 연직 파일 주변의 흐

름은 Fig. 1과 같이 파일의 크기와 접근 유속의 크기에 비례

하여 일정한 두께의 유입 경계층(δ)을 만들고, 파일 전면의

하강류와 거리 X
s
에서 박리된 흐름은 말굽형 와를 형성한다.

이 와류는 파일의 양 옆을 지나 상승하며 세굴공의 깊이와

폭을 확장시키고 후면에 후류와를 일으키며 소멸한다.

바닥 유사는 이러한 재순환 영역들에 대해 반응 한다. 모

래 크기가 비교적 작으면, 모래는 파에 의해 교란되어서(파

에 의해 유발된 위상분리 흐름 성분에 의해) 부유되어 더 높

은 곳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부영역에 반응한다.

반면에 모래입자가 비교적 굵으면 모래는 부유하지 않는

영역내에서 이송되고, 주로 저부층의 영역에만 반응하게

된다. 또한 방파제의 길이를 따라 발생되는 질량수송의 존

재는 추가적인 세굴을 유발할 것이고, 따라서 세굴심은 이

추가적인 효과에 의해 증가된다.

2.2 파랑하에서의 세굴의 발달

Isaacson(1979)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파장의 비(D/L)

가 0.1 보다 큰 영역에서의 세굴은 KC 수(Keulegan-capenter

number)와 관련이 있다. KC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U
m
은 바닥 접근유속의 최댓값이고 T

w
는 파의 주

기, a는 수립자의 진폭이다.

2a는 한 주기 동안의 수집자의 궤도운동이므로 KC 수가

작다는 것은 구조물의 크기에 비해 수립자의 궤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KC 수가 매우 작다면 말굽형 와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 경계층 두께가 작게되어 국부세굴은 발

생하지 않을 것이다.

파랑 하에서 세굴을 설명하는 또 다른 무차원 수로 Ursell

수가 있다. Ursell 수는 해저까지의 거리에 대한 파의 유체

력의 비로써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쇄파대를 포함하는 천해

역에서 상대 세굴심과의 상관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

Fig. 2는 파랑에 의해 구조물 주변부에서 수립자가 1주기

동안 움직일 때 국부세굴의 발생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KC
U

m
T
w

D
-------------

2πa

D
---------= =

U
R

HL
2

h
3

---------=

Fig. 1. Separation line on the bed boundary layer Fig. 2. Horseshoe vortex in phase space (Sümer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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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ümer 등(1993)의 실험에서 Re = 103인 경우 파일 표면에서

의 흐름 분리는 KC ≥ 1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Fig.

2의 결과는 파일 전면부의 흐름이 파일의 표면에서 흐름 분

리에 필요한 KC 수보다 훨씬 큰 KC = 6에서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KC 수가 6 이하 일 때 파일 전면(front)

에서의 경계층 분리를 억제하는 것은 역 압력 경사와 관련이

있다. 즉, 포텐셜흐름의 이론을 적용하면 파일 전면부에서

역 압력경사의 최댓값은 파일 표면에서 역 압력경사의 최

댓값 보다 5배가 작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Sümer 등, 1997).

말굽형 와는 KC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더 큰 ωt의 폭에

걸쳐 유지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굽형 와의 수명은 KC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예를 들면 KC = 10일 때 말굽형

와는 약 ωt = 50°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약 ωt = 160°에서

사라진다. 즉, 그 수명은 110°가 되는데, 반면에 KC = 25인

경우에는 출현과 소멸의 ωt의 값이 각각 23°와 160°로서 그

수명은 137°가 된다. 

Fig. 3은 원형 파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세굴심을 KC 수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Sümer et al.(1992a, 1993)). KC 수가 커

질수록(KC→∞, 주로 주기에 기인한다.) 세굴심이 정상 흐

름과 유사한 거동을 한다. KC 수가 큰 경우(KC>100) 세굴

심은 말굽형 와의 영향이 큰 반면에 KC 수가 작은 경우(KC

<10)에는 말굽형 와는 크기와 수명의 주기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 그리 크지 않고 와 유출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주 작은 KC 수에서의 세굴 과정은 배후류 와의 영

향이 크다. 

2.3 국부세굴 방지대책

가장 일반적인 국부세굴 방지를 위한 공법은 인공적인

구조물을 이용하여 장갑화를 꾀하는 것이다. 인공적인 구

조물로는 사력 방호공, 콘크리트 블록 매트, 돌망태, 테트라

포드, 확대(연장)기초 등이 있다. 해양에 설치된 교각의 주

변부 세굴은 파랑 및 조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 범위가 매우 넓어 대량의 재료가 투입되어야 하며, 주

변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수심이 깊어 추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하천에 비해 경사가 급한 경우 기초

지지층이 침하, 이동되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국부세굴을 유발하는 인자를 약화시키거나 제

거하는 방법으로 교각 하단에 흐름을 통과시키는 공동부를

두어 말굽형 와류의 형성을 막는 것이다. 이 방법은 흐름의

방향이 일정하고 교각에 공동부를 두어도 구조적으로 안정

성이 확보될 때에 가능하다.

교각의 주변에 작은 파일(sacrificial pile)을 세우는 방법은

교각주변의 흐름을 분산시켜 세굴을 일으키는 배후류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Breusers(1977)의 실험에 의하면 세굴

심을 50%, Chiew(1992)의 경우는 41%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자연 조건 하에서 검증 문제가 남아있

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뿐만 아니라 교각주변에 파일이나 벽체를 설

치하는 것은 그룹 파일의 거동으로 적용될 수 있어 또 다른

세굴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파랑과 같은 진동형 흐름

장에서는 최소 교각 상하류부에 각각 설치되어야 하며 주

기가 짧거나 매우 긴 경우 희생 파일의 간격 및 주 교각과의

거리 산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교각 주변부에 일종의 스포일러 혹은 고리형

반사판을 부착하여 하강류 유입 경계층을 소멸시켜 말굽형

와류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앞선 방법에

비해 비용, 추후 관리 및 시공 기간에 대해 유리하다는 장점

이 있다. 다만 세굴 감소량이 타 방법에 비해 적고 반사판의

위치와 크기 및 단면 형상이 세굴 감소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좀 더 효율적인 세굴 감쇠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에

나열한 여러 공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또 다

른 방법이 될 것이다.

3. 실험조건 및 방법

실험은 Fig. 4와 같이 구성하였고, 모래의 중앙 입경은

d
50

= 0.52 mm, 균등계수는 C
u
= 3.43이다. 파일의 직경은 6 cm

이고 파일에 부착된 원형 고리는 두께(b)를 1 cm와 2 cm로

하였고, 고리의 간격(i)은 파일 직경의 1, 0.5배의 크기로 정

하였다(Fig. 5). 하상의 높이는 초음파식 사면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파일을 중심으로, 폭과 길이가

각각 0.8 m×1 m 이다.

실험 조건은 직경 6 cm의 단일 파일에 대해 주기와 파고를

변화시키며 세굴 실험을 한 후(Table 1), 반사판 고리의 두께

(b)와 간격(i)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한 후 반사판이 없는
Fig. 3. Equilibrium scour depth. Circular pile. Live bed condition
(Sǜmer et al., 19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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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비교하여 세굴 감소율을 계산하였다.

4. 실험결과의 고찰 및 결론

사면계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는 실험 조건에 따라 모두 2

차원, 3차원 그래프로 도시하였고, 세굴심을 표시한 등위도

로부터 파일에 인접한 최대 세굴심(S)을 측정하였다. 모든

세굴 자료는 반사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세굴심과 비

교하여 그 감소율을 비교, 검토하였다.

Table 1에서의 Run number는 파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커지고, 파의 에너지는 KC 수나 Ursell 수와 같은 무차

원 수로 표현된다.

Fig. 7~8은 Ursell 수에 따라 세굴 감소율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Ursell 수가 클수록

감소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20≤U
R
≤30

일 때 감소효과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run 4와 5의 실험에

Fig. 5. Schematic description of deflector attached to the pile

Table 1. Wave conditions

Scour condition

Run No.

Pile diameter

D (cm)

Wave period

T (sec)

Wave height

H (cm)

Run 1

6 cm

1.0sec 15 cm

Run 2
1.5 sec

10 cm

Run 3 15 cm

Run 4
2.0 sec

10 cm

Run 5 15 cm

Run 6
2.5 sec

10 cm

Run 7 15 cm

Table 2. Deflector conditions

Protection number Protection interval(i) Width of protection(b)

4, 6, 10* 6 cm, 3 cm

1.0 cm

1.5 cm

2.0 cm

*반사판의 간격과 폭이 각각 1 cm, 3 cm일 때에 한해 1회 추가실험

Fig. 6. Schematic description of deflector attached to the pile

Fig. 4.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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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즉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폭풍 해일과 같이 파랑

에너지가 큰 경우 세굴 감소효과는 큰 폭으로 떨어지며,

U
R
>30 인 영역에서는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

단된다. Fig. 7은 반사판의 간격에 따른 세굴감소율을 나타

낸 것으로 부착된 반사판의 수에 따른 세굴감소효과는 큰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반사판의 간격 i=3 cm에 비해 i=6 cm

에서 대해 세굴 감소율이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만 작은 KC 수 또는 Ursell 수를 갖는 영역에서는 세굴심의

측정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표본의 수 또

한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ig. 9는 상대세굴심(S/D)과 세굴 감소율과의 관계를 KC

수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종축은 상대 세굴심을 나타내고,

종축은 세굴 감소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에서 실선은

S/D를, 점선은 KC 수와 세굴 감소율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

다. KC 수가 커짐에 따라 상대세굴심의 또한 비례하여 증가

하다가 KC = 8을 경계로 세굴 감소율이 떨어짐에 따라 상

대 세굴심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의 크기가 20≤U
R
≤30인 영역에 해당한다. Sümer,

B. M.와 Fredsøe(1997)는 KC=6 부근에서 세굴의 급격한 개

시를 목격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영역인

7≤KC≤8에서 전개되었다. 이것은 파일에 부착한 반사판이

말굽형 와의 형성과 흐름의 분리를 차단하여 세굴의 전개

시점을 늦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세굴 감소율은 반사판의 간격보

다는 반사판의 두께에 대한 상관성이 더 커보인다. 파랑의

세기가 커질수록 세굴 감소율이 떨어지며, 20≤U
R
≤30 구간

Fig. 7. Scour reduction ratio by deflector interval

Fig. 8. Scour reduction ratio by deflecto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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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U
R
≤21 구간에

서는 평균 48.8%의 세굴 감소율을 보였으나 U
R
≥22에서는

15.4%로 크게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이동상 조건에서 작은 파랑 작용으로 인한

세굴 현상은 해저 구조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폭풍 해

일과 같이 큰 주기와 파고를 갖는 경우 해저 바닥은 크게 교

란되고, 파일 주변에 막대한 국부세굴이 발생하여 지지력

을 잃게 된다. 따라서 반사판 간격과 크기에 따른 세굴 감소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영

역을 KC>13 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굴방지공 형

상(특히 반사판의 폭)과 세굴 감소율의 한계 구간을 보다 큰

파랑 하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는, 추가적

인 실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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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ve S/D and Scour reduction ratio according to KC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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