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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

1. 개 요

파랑·해일·월파 등을 1차적으로 억지하는 제체

피복재에 대한 적정의 형식과 규모 선정은 우리 연

안·항만 기술자와 연구자의 주요 과제중 하나이다.

특히 자연재해의 대형화·다발화와 시설해역의 고파

랑·대심도화 추세에 따라 피복재가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는 오늘날, 설계경제성에 대한 요구도와 신뢰

성 검증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

른 우리의 책임과 고뇌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피복재의 중량 산정식에 대해 살펴보면, 1950년대

에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Hudson

식에 이어 1980년대부터 van der Meer는 Hudson식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실험과 연구를 통해

보다 진전된 실험식을 발표하 다. Meer식은 피복석

(Rock Layers)과 피복블록(Concrete Armour Layers)

에 관한 산식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피복블록에 관

한 Meer식은 파랑역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For Design

으로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간략성과 실현

상 대응력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항만설계기준

서와 송태관의 논문 등에 참고자료로 소개·인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까닭에 피복블록의 중량산정 기준은 아직까

지도 Hudson식이 유일한 실정으로서, 임의의 실현상

조건에 합리적 대응이 가능하고 실무적용이 용이한

제 2의 비교산식 정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Meer식이 갖는 특장점의 활용과 문

제점의 개선을위한 설계 보완방안을고찰하고자한다.

2. Meer식의 설계적용 방안 고찰

본 장에서는 피복블록에 관한 Meer식의 전개특성

을 소개하고, 설계 적용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 재 택

(주)다산컨설턴트 항만부

전무이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ohjjtt@hanmail.net

윤 호 권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장

hg56@korea.kr



학학 술술 기기 사사

2200 ││해안과 해양

또, 이에 따른 파랑역학적, 설계기술적(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의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검

토·제시하고,

보완방안의 설계적용 결과에 대한 실현상 근접

성과 조건 대응성 등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Meer식의 설계 활용을 위한 Design Guidance

(Interim)로서의 설계적용 방안(보정산식)을 제

안토록 한다.

2.1 피복블록에 관한 Meer식의 이해

1) Meer식의 개괄

- 피복블록의 안정계수에 관한 Meer식이

Breakwaters Conference에 초기 발표(1988c)된

이래, 세계적으로 보급된 상용블록(TTP,

Accropode, CoreLoc, Cube)에 대한 설계 실무

용(For Design)으로 Coastal Structures에 후속

발표(1999) 되었으며, 후자에서 제안된 식의 함

수구조는 다음과 같다.

Ns
1) = Hs/ΔDn = f (sm, N, Nod)Block(이하 전개식)식(2.1)

= CBlock (이하 간편식)식(2.2)

- 한편, 피복석에 관한 Meer식(1988a)과 피복석

및 블록에 공용되는 Hudson식을 참고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Ns = f (ξm, N, P, S, cotα)Rock 식(2.3)

Ns = f (KD, cotα)Rock & Block 식(2.4)

- Meer의 피복블록 전개식(2.1)은 피복석 산정식

(2.3)에 비해 제체의 투수율과 사면구배에 관한

단일조건를 적용함으로써 상당부분 간략화된 점

이 있다. 한편 Hudson식과 비교해 볼 때, Meer

의 전개식(2.1)은 파형경사, 피해율, 파랑 작용

수(내습시간)를 감안할 수 있는 반면, 간편식

(2.2)은 비쇄파대 조건과 사면구배 변화에 대응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의 설계적용상의 문제점에서 상세 고찰하겠다.

2) Meer의 피복블록 산정식

- Meer의 피복블록 산정식은 TTP/Cubes,

Accropode, CoreLoc에 대한 실험식으로서 블록

종류별 고유 사면구배(cotα), 해저경사( )=1/30,

투수율(P)=0.4를 실험조건으로 적용하 다.

- 한편, Meer 전개식은 심해파의 파형경사를 기준

토록 되어 있으며, 간편식은 쇄파대 조건에 한정

하여 피해율과 안전율의 연관관계 즉, Start of

Damage(Nod=0) 및 Failure(Nod>0.5) 수준에 해

당하는 일정값의 안정계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에 관한 블록별 각 산식(안정계수)과 안전율을

다음의 <표 1, 2>로 요약 정리하 다.

2.2 Meer식의 설계적용상의 문제점

전항에서 소개한 Meer식의 개괄적 이해에 따

<표 1> Meer의 안정계수(전개식)

구 분 Nod Ns 비 고

TTP
(2Layer) ≥0

[3.75*(Nod/N
0.5)0.5+0.85]*Som

-0.2 Surging

[8.6*(Nod/N
0.5)0.5+3.94]*Som

0.2 Plunging

Cube
(2Layer) ≥0 [6.7*(Nod

0.4/N0.3)+1.0]*Som
-0.1 Surging

<표 2> Meer의 안정계수(간편식)와 안전율

주 *) 무월파조건에 제한적으로 적용

구 분 Nod Ns Sf 비 고

Accropode(1Layer)
0

2.5
1.50

쇄파대 조건

0.5 1.64

CoreLoc(1Layer) 0 2.78 ≥1.50

Cube(1Layer)*
0

2.2
1.36

0.5 1.70

1) 산식기호설명은생략함 (후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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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그 원인 특성

별로 항목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먼저, 설계기준상의 문제점으로서

첫째, 비쇄파대(수심/주기 변화)에 대한 적용

기준의 불분명

둘째, 사면구배 변화에 따른 실현상 대응의

불가

셋째, 기타 통제변수(피해율, 파랑작용수, 안

전율 등)에 관한 적용기준의 불분명

▶ 또한, 이에 수반되는 실무상의 애로점으로서,

첫째, 산식의 전개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간편

성에 대한 과신 즉, 파랑특성과 단면조

건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산정식으로

오인함으로써 타 산식값을 일방적으로

기각하거나 비교검증을 생략하는 등의

설계오류 유발

둘째, 통상적인 설계기법 즉, 각 산정식별 결

과값을 비교한 후 임의의 최대값(안전

측)을 취함으로써 과다중량 산정에 따

른 설계경제성 결여

셋째, 상기와 같은 오류배제를 위해서라도

Hudson식에 버금가는 비교산식이 요긴

(대형 Project일수록) 함에도 수리실험

이외의 실무대안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상기의 문제 항목별 설계적용 사

례를 제시하고, 이에 바탕한 Meer-Hudson식간

의 정성적, 정량적 편차도를 비교·평가함과 아

울러 문제점별 발생기전과 그 개선방향을 분

석·제시토록 한다.

1) Meer식의 설계사례 검토

- Meer식의 적용사례 검토는, Meer식과 Hudson

식에 의한 각 중량산정 결과를 제시하고 아래와

같은 Meer-Hudson 상관식의 등치개념에 따라

결과 분석토록 하며, 비교의 기준은 Hudson값

을 기준하 다.

Ns = Hs/ΔDn = (KD * cotα)1/3 식(2.5)

- 전개식의 쇄파형태는 최대파력 조건의 Surging

Breaker를 기준하 으며, 파랑조건은 지면 관계

상 1개 Case로 하고 사면구배는 Meer의 실험조

건과 같은 블록종류별 표준구배를 적용하 다.

- 한편, Hudson식의 블록별 KD값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Sogreah의 Application Brochure,

WES(USACE)의 Technical Guideline의 특성값

을 적용하되 필요시 외삽하 으며, 단위는 CGS

단위계를 사용하 다.

- 이상에 따른 사례검토의 적용 제원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설계사례 적용제원

주) Italic체는 TTP의 쇄파/비쇄파 특성비율에 따른 쇄파기준의 외삽값
주) *는사례검토용으로서 TTP의적용기준은 1.5이상(항만·어항설계기준)

구 분
Meer식 Hudson식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안정
계수

(Ns/KD)

TTP(2층) 2.2 - 7 8

Accropode(1층) 2.5 - 12 14

CoreLoc(1층) 2.8 - 16 19

피 해 수 준 Nod=0.5(S=2) Dr=5%
파랑 작용수 N=1,000파

사면
구배
(cotα)

TTP(2층) 1.5

1.33*, 1.5, 2.0Accropode(1층) 1.33

CoreLoc(1층) 1.33

파랑
제원

파고(Hs) 9.0m

주기(T) 11.0sec

수심(h) 15m(쇄파)

블록
제원

단위중량 2.45 t/㎥

상대비중 1.38

비 고 1) Surging Breaker기준
2) 산정중량(ton)은 Net중량



ⅰ) 쇄파대에 관한 사례 검토

■ 피복블록에 관한 Meer 전개식의 장점중 하나

는 전항의 식(2.1)에서 보듯, 파형경사(Sm)를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심해파의 파형경사(Som)를 적용토

록 함으로써 설계 주대상인 천해역에서의 실현

상(쇄파/비쇄파) 대응이 불가하며, 간편식에서

는 파형경사항(Sm) 마저 생략됨으로써 애석하

게도 기존의 Hudson식 수준으로 Downgrading

되어 있다.

■ 이에 따른 설계사례 검토를 위해, 상기의 제원

에 대해 쇄파대 조건에서의 Meer식과 Hudson

식의 중량을 산정하고 다음의 <표 4>와 <그림

1>에 비교·제시하 으며, 참고를 위해 Meer

전개식에 의한 산정결과(TTP)도 제시하 다.

■ 상기의 산정결과를 분석해 볼 때, 쇄파대의 경

우 간편식에서 Hudson 대비 Meer 중량비는

블록별로 ±3% 수준에서 거의 일치함으로써

쇄파대의 설계적용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개식(TTP)에서는 -27%의 과도한 차

인을 나타내어 산식간 결과상충(Safety Factor

불감안시)을 보인다.

이는 전개식에서의 심해파의 파형경사 적용(수

심변화 대응불가)에 따른 차인으로서 Meer 간

편식의 도입과정에 대한 불명확성과 설계 적용

성의 결여로 귀결된다.

■ 한편, 비쇄파대2)의 간편식에서는 중량비

(M/H) 113%~119%로서 최소 10% 이상의 과중

량으로 산정되어, Hudson식과의 상충은 물론

대심도(비쇄파대) 해역일수록 경제성 결여로

나타난다.

■ 따라서, Meer식의 설계적용을 위해서는 수심-

주기-파고에 관한 천해파 특성에 대응할 수 있

는 쇄파/비쇄파대 평가기준의 보완이 요망되

며, Hudson식의 검증을 위한 비교산식의 필요

성 측면에서도 Meer식의 활용방안이 절실하다

하겠다.

ⅱ) 사면구배에 관한 사례 검토

■ Meer식은 블록별 표준구배에 한정된 실험식이

므로 Hudson식과 달리 사면구배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불가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Meer식의

안전율 범위내에서 임의 사면구배에 대응가능

한 만능식으로 오인할 수도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블록종류별, 사면구배별 설계적용 사례를 다음

의 <표 5>와 <그림 2>에 비교·제시하 다.

학학 술술 기기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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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쇄파대 설계사례 비교

주) Italic체는 쇄파대 중량을 비쇄파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참고용)

구 분
중량비(M/H) Meer식 Hudson식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TTP 9999%% 113% 64.0 64.0 64.9 56.8

Accropode 110022%% 119% 43.6 43.6 42.7 36.6

CoreLoc 9977%% 115% 31.1 31.1 32.0 27.0

TTP(전개식) 7733%% 84% 47.6 47.6 64.9 56.8

<그림 1> 쇄파대 설계사례(중량비) 비교

2) 논리상 산정 불가하여 분석의 의미가 없겠으나, 쇄파~비쇄파대
를아우러는만능식으로의오인(설계오류)에대비한참고검토임



■ 상기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기준구배에서는

중량비 ±3% 수준에서 Hudson식과 거의 일치

하나 급구배에서는 -13%, 완구배에서는

+31~54%로서 구배변화에 따른 과도한 편차도

를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기검증된 Hudson식과의 차인이 과다

발생하는 한, Meer식의 설계적용을 위해서는

사면구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용기준의

보완이 요망된다 하겠다.

ⅲ) 기타 통제변수에 관한 사례 검토

■ Hudson식에 대한 Meer식의 특장점으로서 전

항의 파형경사 도입 외에도 기타 통제변수 즉

피해도와 파랑 작용수 및 이에 연계된 설계안

전율의 제시를 들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설계적용상의 주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먼저, 피해도(Number of Damage, Nod)에 대

해 살펴보면,

- Meer 전개식에서 피해도(Nod)는 사면길이(Ls)

와 피해율(Dr)의 함수 즉, Nod=Dr(%)xLs(m)로

정의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동일한 피해율에

서도 사면길이(수심)가 클수록 피해도가 커지

는(블록중량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S.P.M에 인용(Jackson, 1968a) 제시된

수면부의 일정구간에 피해가 집중하는 실현상

의 피해특성과도 상충되고 있다.

- 한편, 간편식의 경우 For Design으로 비교 제

시된 <표 6>에서 보듯, 피해수준별 피해도 즉,

Start of Damage(Nod=0) 및 Failure(No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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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면구배 적용사례 비교

구 분
Meer식 Hudson식

기준구배 1.33 1.5 2.0

TTP 6644..00 73.2 6644..99 48.7

Accropode 4433..66 4422..77 37.9 28.4

CoreLoc 3311..11 3322..00 28.4 21.3

구 분
중량비(M/H)

기준구배 1.33 1.5 2.0

TTP 9999%% 87% 9999%% 131%

Accropode 110022%% 110022%% 115% 154%

CoreLoc 9977%% 9977%% 109% 146%

<그림 2> 사면구배 적용사례(중량비) 비교

피해도(Nod) 산정예시(Dr=5% 기준시)
: H=7.0m, T=6.0sec, cotα=1.5
Ls=10m 일때 ==> Nod= 0.05 x 10 = 0.5 (W=39.8ton,
TTP)
Ls=20m 일때 ==> Nod= 0.05 x 20 = 1.0 (W=26.3ton,
TTP)

<표 6> 블록종류별 피해도와 안전율

주) *는 Accorpode에 비해 안정도가 높다는 Meer의 실험결과에 따른
필자보정

구 분 Nod Ns Sf 비 고

TTP/Cube
(2Layer)

0
2.2

1.50

0.5 1.64

Accropode
(1Layer)

0
2.5

1.50

0.5 1.64

CoreLoc
(1Layer)

0
2.78

1.55*

0.5 1.70*

Cube
(1Layer)

0
2.2

1.36 무월파조건에
한해 제한적용0.5 1.70



에 해당하는 설계안전율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값의 피해율(5%, H/HD=0=1.0)에 국한된

Hudson식의 수준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이 또한 전개식(소요중량)과 간편식

(안전율)간의 연계성 미흡 및 Hudson식과의

결과상충 등으로 인해 설계 적용상의 논란과

혼선이 비등한 실정으로서, 피해도(Nod)-안전

율의 연계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개념일원화와

기준 정립이 요긴하다 하겠다.

- 이에 관한 사례제시는 지면상 생략토록 하고

후술의 보완방안 검토에서 상세 고찰하겠다.

■ 다음은, 파랑수(Number of Waves, N)의 문제

이다.

- 동일한 내습시간(t) 일지라도 입사파의 주기

(T)가 다를 경우, 작용 파랑수 및 누적 에너지

량이 상이하게 되므로 파주기에 따라 안정계수

(또는 피해율)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

한 Meer의 파랑수(N) 도입은 기존 Hudson식

의 한계를 능가하는 파랑역학적, 설계기술적

(특히 설계경제성 측면) 도약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Meer에 의하면‘전개식의 적용은 최소

700파 이상에서 유효하다’고 제시할 뿐 파랑

수, 피해율(누적) 등과 관련한 상대기준이 모

호하고 주기특성에 관한 설계 대응방안이 없

다. 더욱 아쉽게도 간편식에서는 파랑수에 관

한 통제항 자체가 생략됨으로써 Hudson식 이

상의 설계정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Meer 전개식에 내재된 주기(파랑수)

의 통제기능을 설계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정계

수(Ns)-기준파수(Nr)-내습시간(t)에 관한 상대

평가기준으로서의 개념 일원화와 아울러 주기

(T)-파랑수(N)에 관한 적용기준의 보완이 요

망된다 하겠다.

- 이에 관한 사례제시는 지면상 생략토록 하고

후술의 보완방안 검토에서 상세 고찰하겠다.

ⅳ) 기타 실험조건에 관한 검토

■ Meer 전개식의 통제변수는 아니나, 중량산정

의 향인자로 볼 수 있는 실험조건으로서 제

체 투수율(P)과 해저구배( )를 들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례검토는 생략토록 하고 후술의

보완방안 고찰에서 상세 언급하겠다.

2) Meer식의 문제점 검토 결과

- 전항의 적용사례와 Hudson식과의 비교·평가

에서 제시한 Meer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

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ⅰ) 쇄파대에 대해

쇄파대 조건에 한정된 산식으로서, 설계 주대상인

천해역에서의 파형특성(쇄파/비쇄파) 평가에 한계

가 있어 수심-주기-파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쇄파대 보정방안이 요망된다.

ⅱ) 사면구배에 대해

블록별 표준구배에 한정된 산식으로서, 사면구배

의 변화에 따른 실현상 대응이 불가하여 Hudson식

의 구배적용 개념에 상응하는 사면구배 보정방안이

요망된다.

ⅲ) 피해도에 대해

사면길이에 비례하는 피해도 개념은 수면부의 일

정 사면에 피해가 집중되는 실현상 특성과 상충되

고 피해도-안전율의 도입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피해도에 관한 합리적인 개념 일원화와 통합

기준 설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ⅳ) 파랑 작용수에 대해

안정중량에 관한 파랑수의 도입은 설계기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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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해안과 해양



약적 성취이나, 파랑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

무 적용기준이 없어 파랑수-주기-내습시간에 관한 통

합기준 설정과파랑수(주기) 보정방안이요망된다.

ⅴ) 기타 실험조건에 대해 (사례검토 생략)

2.3 Meer식의 설계 보완방안 검토

앞 절에서 제시한 항목별 문제점에 대해, 파랑

역학적, 설계기술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보완

이 될 수 있는 보완원칙을 설정하고 실현상 대

응성과 실무 적용성에 손색이 없는 Meer 간편식

의 설계적용 보완방안을 검토·제시토록 한다.

1) 보완의 원칙과 방법

- Meer식과 Hudson식은 모두 실현상에 바탕한

실험식이므로 검토조건별 산정결과는 상호 일치

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보완후의 결과 편

차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한다.

또한, 보완 방법의 논리성과 결과 검증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보완 항목별로 비교

규준을 적용토록 하고, 그 우선순위는 1)실험검

증 2)통용규준 3)신규제안의 순으로 설정하 다.

▶ 비쇄파대의 보완

Hudson식의 비쇄파대 안정계수(KD)는 기검

증된 경험계수로서 Hudson식에 규준한다

▶ 사면구배의 보완

Hudson식의 사면구배별 중량산식은 기검증

된 경험식으로서 Hudson식에 규준한다.

▶ 피해도의 보완

Hudson식의 피해율(Dr=5%)은 통상적인 설

계규준(H/HD=0=1.0)이며 Meer식의 초기 피

재율(S=2, Dr=5%)과도 부합하므로, 사면길

이와 무관한 Hudson개념(단일 피해율)에 규

준한다.

▶ 파랑수(주기)의 보완

Meer에 의해 도입된 통제개념으로서,

Hudson식에는 없으므로 Meer 전개식과 파

랑역학적 논리에 규준한다.

▶ 기타 실험조건의 보완

Meer식에 적용된 실험조건으로서, 블록중량

과는 직접적 함수관계가 아니므로 통상의 설

계조건과 허용범위에 규준한다.

- 보완방법으로는, 앞 절의 문제점 검토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적용기준 보정’과‘개념 일원화’

로 구분하 으며,

▶ 먼저‘개념 일원화’는 산정식별 전개과정과

실험조건에 관한 충돌배제와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개념보완으로서, 피해도, 기준주기, 파

랑 내습시간 등에 관한 통합기준 설정이며,

▶‘적용기준 보정’은 산정식별 안정계수와 안

전율의 범위내에서 실현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식보완으로서, 비쇄파대, 사면구배

및 파랑수에 관한 보정계수 산정이다.

2) 설계적용 보완방안

- Meer식의 합리적인 설계적용을 위해, 전항에서

제시한 보완의 원칙과 항목별 비교규준에 따라

파랑역학적 논리와 블록종류별 해당문헌상의 수

리특성에 부합함은 물론 검토조건별 실현상 대

응이 가능하고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보완방안

을 검토하 다.

ⅰ) 비쇄파대 보완 [보정계수 산정]

■ Meer 간편식은 쇄파파고를 기준한 안정계수

산식으로서, 비쇄파대의 안정계수 보완방안

을 아래와 같이 산정토록 한다.

- 심해파형(Som)을 적용하는 Meer 전개식

(TTP)의 논리에 근거하되, 설계 주대상인

천해역에서의 쇄파/비쇄파간의 파형 특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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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산정하고 이를 비쇄파 보정계수(fn)로

정의하여 기정의 안정계수(쇄파대)에 할증

적용한다.

■ 보정계수(fn) 산정에서,

- 쇄파형태는 최대파력 조건의 Surging

Breaker3)를 적용하고, Surging과 Plunging

의 경계는 쇄파상사지수(Ir)=1.5를 기준으로

구분하 다.

- 한편, 쇄파대의 파형경사에 대해서는 Y.

Goda의 쇄파이론에 따라 쇄파대에서의 파

장변화율(ΨL)을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한다.

파 장 변 화 율 의 범 위 는 13~25%로 서

Ir=1.5(Surging의 구분기준과 동일)일 때 기

준증대량 13%를 적용하여 쇄파상사지수

(Ir), 즉 파형경사(Sp)에 대응되도록 하 다.

파장변화율(ΨL)
4) = Ir / 1.5 × 13% = 0.867 Ir

= 0.0867 / 1.5 Sp
0.5 = 0.0578 / Sp

0.5 식(2.6)
☜ 전개식(TTP)의 표준구배는 1:1.5

Ir = tanα/Sp0.5 = 1/1.5Sp0.5 식(2.7)
여기서, Sp(천해파 파형경사)=Hs/L, L : 천해파장

■ 이상의 비쇄파대 보완을 위한, 안정계수(Nsn)

및 보정계수(fn)의 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한편 Meer식의 비쇄파대 적용과 관련하여, 개

념혼돈에 의한 실무상의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접근방식(파고분리 개념)에 대해 검토하

으며, 다음의 해석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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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ssnn == NNss ×× ffnn 식(2.8)
여기서, Ns : 블록종류별 안정계수(쇄파대)
※ 상기의 보정식은 심해역에도 적용 가능함

◎◎ 비비쇄쇄파파대대 보보정정계계수수((ffnn)) 산산정정

fn = ( Sp / Sp’)
0.2 = ( L’/ L )0.2 식 (2.9)

L’(보정파장) = max.{ L×( 1+ΨL ), Lo } 식 (2.10)
여기서, Sp‘(보정 파형경사)=Hs/L’

L   : 천해파장
L’: 보정파장
Lo : 심해파장
ΨL : 파장변화율

※※ 비비쇄쇄파파대대 적적용용에에 관관한한 유유의의사사항항

◎ Meer 간편식의 비쇄파대 적용에 관한 오해사례(파
고분리 개념)로서,

- Hudson식과의 상관관계인 W=HsM
3/Ns

3=Hs3

/KD*cotα에 따라, 아래와 같이 Meer의 설계파고
(HsM)를 쇄파/비쇄파대로 분리적용하여 Meer의 안
정계수(쇄파대)에 의한 쇄파/비쇄파대 중량을 산출
해 볼 경우,
▷ 쇄 파 대 : 쇄파대내의 유의파고(Hss) 적용
▷ 비쇄파대 : 비쇄파대의 진행파고(Hs) 적용
☞ 예시(h/Ho’=1.5, Ho’/Lo=0.03, =1/30)
: 쇄파/비쇄파 파고비=1.05==> Hudson KD비
=1.16, ==> Meer Ns비=1.05가 되어,

- 그 산정결과는 Hudson식 및 본 고찰의 보정식에 의
한 산정값과 거의 일치하게 되며, 쇄파대에서의 수
심, 파형경사 등의 천해특성에 대응할 수 있어 Meer
식의 고유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음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접근방식은 그 결과의 일치도
또는 적용상의 장단점을 떠나 아래의 해석에 주목해
볼 때 적적용용오오류류임을 알 수 있다

- 본 고찰의 설계적용 사례에서 보듯, 동일한 파고
(Hs)에서 Meer/Hudson의 쇄파대 중량비는 거의
100% 일치하므로, Meer의 설계파고(HsM)와
Hudson의 진행파고(Hs)는 동일한 값, 즉 HsM=Hs의
단일 파고가 되어야 함. 따라서 상기의 파고분리에
의한 산정결과가 일치한다면 역설적으로 Meer식은
Hudson식과 상충됨을 의미함

- Meer 간편식의 이해에 있어, ‘쇄파고 조건==>쇄파
대 안정계수’로 인해, ‘비쇄파고 조건==>비쇄파대

3) Plunging Breaker의 경우 쇄파≒비쇄파가 되므로 산정결과에
대차없음

4) 쇄파대내 파장 증대량(13~25%)에 대해, 하한제한(13%)을 하여
야 하나 Ir < 1.5의 경우는 Plunging Breaker가 되므로 산정결
과에 대차 없으며, 상한제한(25%)을 하여야 하나 천이역(장주기
파)에대한확장대응이가능하도록각제한을불적용함



ⅱ) 사면구배 보완 [보정계수 산정]

■ 블록종류별 임의 사면구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계수 보완방안은 다음과 같다.

- Meer식과 Hudson식의 아래 등치개념에 따

라, 안정계수와 사면구배간의 상관 변화율을

구배 보정계수(fα)로 정의하고 이를 기정의 안

정계수(표준구배)에 할증 적용한다.

Ns = (KD × cotα)3 식(2.5)

■ 보정계수(fα) 산정에서,

- Hudson식의 사면구배 대응개념에 근거하여,

블록종류별 표준구배(cotαr)에 대한 검토구배

(cotα)의 비율인 상대구배율(Ψα)을 아래의 식

(2.11)과 같이 산정토록 하며, CoreLoc에 대한

산정결과를 <표 7>에 예시 하 다.

상대구배율(Ψα) = cotα / cotαr 식(2.11)

■ 상기의 사면구배 보완을 위한, 안정계수(Nsα)

및 보정계수(fα)의 산정방안은 다음과 같이 적

용한다.

ⅲ) 피해도의 보완 [통합기준 설정]

■ Meer 전개식의 피해도-피해율 관계는 ,

Hudson식의 단일 피해율(5%)에 의한 절대개

념이 아닌 사면길이를 변수로 하는 상대개념으

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산정식간의 결과 합

치라는 필연성에 입각하여 우선 개념 일원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앞 절의 문제점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eer는 피해도 수준을 Start of Damage

(Nod=0)와 Failure(Nod>0.5)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블록별 각 안전율을 적시하면

서, 설계 경제성측면에서의 Design Guideline

으로 Failure단계(S=2~3, Dr≒5%)의 피해도,

Nod=0.5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 한편, 전항의 <표 6>에서 보듯 피해도 0~0.5의

범위에서 블록종류별 설계안전율은 대동소이

한 수준에 있으며, 상기의 Meer의 권고 또한

Hudson식의 단일 피해율 적용과 일맥상통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Meer식

피해도-안전율의 설계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념 일원화하고 통합기준으로 설정토록

제안한다.

■ 다만, 여건에 따라 피해도(누적)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실험결과

에 의하거나 안전율의 범위에서 안정계수(Ns)

의 조정 적용을 권고한다.

ⅳ) 파랑수(주기)의 보완 [통합기준 설정 및 보정

계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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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ssαα == NNss ×× ffαα 식(2.12)

◎◎ 사사면면구구배배 보보정정계계수수((ffαα)) 산산정정

fα = Ψα1/3 식(2.13)
여기서, Ψα : 상대구배율

◎◎ 피피해해도도((NNoodd)) 적적용용기기준준

Nod = 0.5 (Failure)
안전율(Sf)=1.5, 피해율(Dr)=5%

안정계수’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유유의의요요망망되며,
쇄파고 조건을 쇄파파고(Hss)가 아닌 쇄파대에서의
진행파고(Hs)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표 7> 상대구배율 산정예(CoreLoc)

검토구배 표준구배 Ψα

2.0

1.33

1.504

1.5 1.128

1.33 1.0



■ Meer식의 파랑수(N) 개념은 파랑 내습시간중

의 파고계급별 누적 피해도에 대한 평가항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2가지 요건 즉, 안정

계수(Ns)에 대한 기준파수(Nr, 최소 파랑수)의

설정 및 쇄파이론과 Meer 전개식과 에 근거한

파주기(T)별 특성값 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제안한다.

■ 우선, 기준파수(Nr)에 대해 검토해 보면,

- 파주기별 내습시간에 따른 작용파랑수(N)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블록종류별 안정계수

(Ns)에 대한 기준파수(Nr)가 대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파랑 내습시간(t)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파 내습시간을 심해파의 발생~소멸까지

를 통틀어 평균계급의 통과시간으로 정의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상 최대 2.5~3.0hr

(50년 빈도)으로 보아 내습시간(t)을 3.0hr으

로 설정토록 한다.

- 한편, 심해파 주기(50년 빈도)를 10~11sec(안

전측 )로 하면 내습시간중의 파랑수는

982~1,080파(=3.0hr×3,600sec/10sec)가 되

며, Meer의 실험조건상 최소파수인 700파를

상회한다. 따라서 Meer식의 안정계수에 대응

하는 기준 파랑수(Nr)를 1,000파5)로 일원화 하

도록 한다.

■ 다음으로, 파랑수(N)에 대해 검토해 보면,

- 파랑수(N), 즉 주기(T) 변화에 따른 상대 특성

치로서, 우선 안정계수(Ns)에 대응하는 파고계

급별 표준주기(Ts)를 설정토록 한다. 이때 고

파랑 천해역에서의 유한진폭파6) 특성이 반

될 수 있도록 표준주기에 대한 주기변화율(ΨT)

을 산출·보정하여 이를 기준주기(Tr)로 정의

한다.

- 전항에서 제안한 파랑 내습시간중의 기준 파

랑수(1,000파)와 전개식에 근거하여, 검토주

기(T)에 대한 기준주기(Tr)의 특성차7)를 파랑

수 보정계수(fN)로 하고 이를 기정의 안정계수

(기준주기)에 할증 적용한다.

■ 보정계수(fN) 산정에서,

- 표준주기(Ts)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제시

된 풍역에서의 파고-주기에 관한 경험식에 근

거하여 아래와 같이 파고계급별 유의파 주기

를 산정·적용토록 한다.

표준주기(Ts, 유의파주기) = 3.86 × Hs0.5 식(2.14)

- 주기변화율(ΨT)은 심해~천해역에서의 수심

과 파고의 변화에 따른 대응수단으로서, 미소

진폭파의 파랑분산식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천해파속(C)에 대한 심해파속(Co)의 상대비로

정의한다.

주기변화율(ΨT) = (C/Co)
-1

= [tanh(k*h) / tanh{(k*(h+z)} ]0.5 식 (2.15)
여기서, k(파수) = 2π/L, z(진폭) = Hs/2

h : 전면수심, L : 천해파장

■ 상기의 파랑수(N) 보완을 위한 안정계수(NSN)

및 보정계수(fN)의 산정방안은 다음과 같이 적

용한다.

학학 술술 기기 사사

2288 ││해안과 해양

5) 파랑수가 20% 증가할 경우, 전개식의 블록중량은 6% 증가하고 간편식의 파랑수 보정량은 1% 미만(후술의 파수 보정계수 참조)이 되므
로, 기준파랑수(Nr) 변화에의한실제적인중량상관도는미미함

6) 심해역의경우상대수심, 파형경사등에따라주기변화율≒1로수렴함
7) 파랑내습시간이일정(3.0hr)하므로파랑수(N)는주기(T)의역함수임

NNSSNN == NNSS ×× ffNN 식(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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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파랑수(N) 보정에 관한 본 고찰결과에

의거하여, Meer식에 의한 보정전후의 중량 증

감율을 Hudson식의 산정결과에 (역)적용하게

되면 주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Hudson식이

됨으로써 Meer식에 대한 비교산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의 공용화

를 위해서는 파랑수(주기)별 수리실험을 통한

체계적인 검증과 아울러 실용성있는 Data

Base의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겠다.

ⅳ) 기타 조건(투수율, 해저구배)의 검토 [통합기

준 설정]

■ Meer의 안정계수 실험에서 제체의 투수율(P)

은 0.4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피복석 중량산

식 연구에서 유래된 것이다.

- 투수율(P)의 선정에 관한 설계 실무상의 주안

점은 제체~피복재까지의 단면구성에 관한 재

료특성으로서, 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매우

Typical하며 그 투수율(P) 또한 대동소이하다

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통상적이며 평균적인

제체 투수율인 P=0.4로 일원화하여 설계 적용

토록 한다.

- 다만, 특이여건이나 피복층 투수성의 정 검

토를 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실험 또는 관

련문헌 등에 의한 산정식의 조정 적용을 권고

한다.

■ Meer의 실험식은 해저구배( )가 1/30로 조건

되어 있으므로 지형변화에 따른 설계적용상의

보완이 요구될 수도 있다.

- 그러나, 실 해저지형이 실험조건상의 구배와

크게 다르지 않는 한, 블록의 소요중량(안정계

수)은 해저구배보다도 수심급변에 지배되는

점에 입각해 볼 때, 실험구배인 =1/30로 일

원화하여 설계 적용하여도 무리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다만, 천해역에서의 수심변동이나 특이지형에

따른 충격쇄파압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문헌지침이나 수리실험에 의할 것을

권고한다.

2.4 Meer식의 설계 보완결과 검토

설계적용 항목별로 Meer 간편식의 보정사례를

제시하고 Hudson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보

정결과의 검증 및 보정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1) 설계적용 보완사례 검토

- 보완방안 적용사례 검토에서는 전항에서 고찰한

피해도(Nod)와 기준 파랑수(Nr)에 관한 통합기준

을 우선 적용하 다.

- 파고계급별 쇄파/비쇄파대, 파형(수심, 주기, 파

고) 및 사면구배의 제 변화조건에 임의 대응할

수 있는 검토제원을 설정하고, 결과 비교를 위한

Hudson식의 KD값 등은 앞 절의 문제점 검토와

동일하게 적용하 으며, 지면 관계상 보완항목

을 가급적 동시적용하고 검토 case를 최소화하

다.

- 이상에 따른 사례적용 제원은 <표 8>과 같다

◎◎ 파파랑랑수수((주주기기)) 보보정정계계수수((ffNN)) 산산정정

fN = { 0.47×( Tr/T )
-0.25+0.85 } / 1.32 식(2.17)

Tr (기준주기) = Ts × ΨT 식(2.18)
여기서, Tr : 기준주기

T : 검토주기
Ts : 유의파 주기
ΨT : 주기변화율



ⅰ) 비쇄파대 보정사례 (기준구배 적용시)

■ 파고, 주기 및 수심 변화에 따른 쇄파/비쇄파

대 조건에서의 보정사례를 검토하고 각 Case

별 산정결과를 다음의 <표 9, 10>과 <그림 3>

에 비교하 으며, <그림 3>에서는 비쇄파대의

비보정(TTP) 결과도 같이 제시하 다.

▶ Case NA
: H=9.0m, T=11sec, h=15m(쇄파대), 
h=22m(비쇄파대)

파장변화율 = 23% L = 141.7m
비쇄파 보정계수 = 1.042 L’= 174.2m

▶ Case NB
: H=6.0m, T=8sec, h=11m(쇄파대), h=15m(비쇄
파대)
파장변화율 = 20% L = 73.4m
비쇄파 보정계수 = 1.038 L’= 88.3m

■ 이상의 비쇄파대 보정사례를 분석해 볼 때, 블

록종류별 Meer의 보정중량은 Hudson식 대비

최대차인 +6%로서 Hudson 중량과 거의 일치

하고 있다. 특히 앞 절의 설계사례에서 검토한

<표 4>의 비보정시 최대차인 +19%(Accropode)

에 비해 현저한 보정효과를 보임으로써 본 고

의 비쇄파대 보완방안에 따른 실현상 근접도

즉, 설계정도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동일한 파고계급에서의 주기변화에 따른

비쇄파대 보정사례(TTP)에 대해, 다음의 Case

NC의 <표 11>을 분석해 보면, Meer의 전개식

과 같이 주기가 짧을수록(파형경사가 클수록)

비쇄파 중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간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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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완사례 적용제원

주) *는사례검토용으로서 TTP의적용기준은 1.5이상(항만·어항설계기준)

구 분
Meer식 Hudson식

쇄파대 비쇄파 쇄파대비쇄파

안정
계수

(Ns/KD)

TTP(2층) 2.2

Ns*fn

7 8

Accropode(1층) 2.5 12 14

CoreLoc(1층) 2.8 16 19

피 해 수 준 Nod=0.5(S=2)

Dr=5%
파랑 작용수 (Ns)*fN

Nr=1,000파(3hr)

사면
구배
(cotα)

TTP(2층)
(Ns)*fα

1.33, 1.5, 2.0 1.33*, 1.5, 2.0Accropode(1층)

CoreLoc(1층)

파랑
제원

파고(Hs) 11.0m, 9.0m, 6.0m

주기(Ts) 6.0~14.0sec

수심(h) 11∼18m(쇄파), 
15∼24m(비쇄파)

블 록 제 원 전항과 동일

비 고 1) Surging Breaker기준
2) 산정중량(ton)은 Net중량

<표 9> 비쇄파대 보정사례 비교(Case NA)

구 분
중량비(M/H) Meer식 Hudson식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TTP 99% 110000%% 64.0 56.6 64.9 56.8

Accropode 102% 110055%% 43.6 38.5 42.7 36.6

CoreLoc 97% 110022%% 31.1 27.4 32.0 27.0

<표 10> 비쇄파대 보정사례 비교(Case NB)

구 분
중량비(M/H) Meer식 Hudson식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TTP 99% 110000%% 19.0 16.9 19.2 16.8

Accropode 102% 110066%% 12.9 11.5 12.7 10.8

CoreLoc 97% 110033%% 9.2 8.2 9.5 8.0

<그림 3> 비쇄파대 보정사례(중량비) 비교(Case NA)



쇄파대(안정계수)를 기준으로 역해석하여 비

쇄파 보정율을 적용한 결과로서 실현상의 쇄파

대에서 주기가 길수록(파형경사가 작을수록)

파고(소요중량)가 증가하는 쇄파이론과 잘 부

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 Case NC (TTP)
: H=9.0m, T=8~14sec(기준주기=11sec),
h=22m(비쇄파대)

■ 나아가, 이러한 Meer 간편식(보정)에 의한 파

형특성 반 은 기존의 Hudson식으로는 대응

할 수 없었던 피복블록 설계기술의 도약으로서

실무에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기변화에 관한 쇄파/비쇄파대의 구체

적인 사례적용과 특성비교는 후술의 파랑수 보

정사례에서 고찰토록 하겠다.

ⅱ) 사면구배 보정사례

■ Meer식의 임의 사면구배 적용에 관한 쇄파대

조건의 보정사례를 검토하 다. Hudson식을

기준한 블록종류별 구배 보정계수 및 중량산정

결과는 다음의 <표 12~14>, <그림 4>와 같으

며, 보정 전후의 비교를 위해 <그림 4>에 미보

정시의 산정결과(TTP)도 제시하 다.

▶ Case S
: H=9.0m, T=11sec, h=15m(쇄파대)

■ 사면구배 보정사례인 <표 12~14>와 <그림 4>

를 분석해 볼 때, 블록종류별 보정 중량비

(M/H)는 비보정시의 중량비(M/H)와 일치하고

있으며, 기준구배와 Hudson값에 대한 Meer값

의 중량비인 M/M과 M/H가 서로 동일하고 블

록별/구배별 각 중량비(M/H)가 일정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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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Bold체는 블록별 표준구배에 해당함

<표 12> 블록종류별 상대구배율과 구배 보정계수

구 분
표준
구배

상대구배율 구배 보정계수

1.33 1.5 2.0 1.33 1.5 2.0

TTP 11..55 0.887 11..00 1.333 0.961 11..00 1.101

Accropode 11..3333 11..00 1.128 1.504 11..00 1.041 1.146

CoreLoc 11..3333 11..00 1.128 1.504 11..00 1.041 1.146

주) Bold체는 블록별 표준구배에 해당함(보정전 중량과 동일)

<표 13> 사면구배 보정사례(중량) 비교

구 분
Meer식 Hudson식

1.33 1.5 2.0 1.33 1.5 2.0

TTP 72.2 6644..00 48.0 73.2 6644..99 48.7

Accropode 4433..66 38.7 29.0 4422..77 37.9 28.4

CoreLoc 3311..11 27.5 20.6 3322..00 28.4 21.3

주) Bold체는 블록별 표준구배에 해당함

<표 14> 사면구배 보정사례(중량비) 비교

구 분 중량비
(M/M)

중량비(M/H)

1.33 1.5 2.0

TTP 9999%% 99% 9999%% 99%

Accropode 110022%% 110022%% 102% 102%

CoreLoc 9977%% 9977%% 97% 97%

<표 11> 비쇄파대(주기별) 보정사례(Case NC)

구 분 Meer식 Hud-
son식주기(T) 8s 10s 11.0s 12s 14s

비쇄파 보정
계수 1.019 1.040 1.042 1.044 1.048 -

중 량 60.5 56.9 56.5 56.2 55.6 56.8

중량비(M/H) 106% 100% 9999%% 99% 98%

<그림 4> 사면구배 보정사례(보정/미보정) 비교



난다. 이는 Meer식에 대한 사면구배 보완방안

이 Hudson식의 구배적용 개념 및 산정결과에

대해 수치해석적으로 정확하게 논리 부합함을

뜻한다.

■ 따라서 Meer식의 사면구배 보정산식은 실현상

의 구배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설계

지침으로서 주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파랑수(주기)의 보정사례 (기준구배 적용시)

■ 일정의 파랑 내습시간과 파고계급별 표준주기

에서의 기준파수에 대한 파랑 작용수의 변화에

따라 쇄파/비쇄파대 조건에서의 보정사례

(TTP)를 검토하 다. 이 경우 비쇄파대 조건에

서는 전 항의 비쇄파 보정계수를 적용하 으며

각 Case별 산정결과는 다음의 <표 15, 16> 및

<그림 5>와 같다.

▶ Case TA
: H=9.0m, T=8~14sec, h=15m(쇄 파 대 ),
h=22m(비쇄파대)
표준주기 = 11.6s (H=9.0m 적용시)
쇄파대 : 주기변화율 = 0.924,
기준주기 = 10.7s
비쇄파대 : 주기변화율 = 0.953,
기준주기 = 11.0s

▶ Case TB
: H=6.0m, T=6~12sec, h=11m(쇄파대),
h=15m(비쇄파대)
표준주기 = 9.5s (H=6.0m 적용시)
쇄파대 : 주기변화율 = 0.932,
기준주기 = 8.8s
비쇄파대 : 주기변화율 = 0.955,
기준주기 = 9.0s

■ 파랑수 보정사례인 상기의 표와 그림에서 보

듯, 일정한 파고계급에서도 입사주기에 따라 -

10%~+10%(쇄파대), -10%~+20%(비쇄파대)의

중량편차를 나타냄으로써, 동일한 내습시간에

서도 총 파랑 작용수(누적피해량)에 의한 안정

계수(소요중량)의 변화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쇄파/비쇄파대 조건 또는 그 편차크기에 불문

하고 주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Meer 전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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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파랑수 보정사례 비교(Case TA)

구 분 Meer식 Hud-
son식

쇄
파
대

주기(T) 8s 10s 10.7s 12s 14s

파수보정계수 0.973 0.994 1.0 1.011 1.027 -

중 량 69.6 65.3 64.0 61.9 59.1 64.9

중량비(M/H) 107% 101% 9999%% 95% 91%

비
쇄
파
대

주기(T) 88ss 1100ss 1111..00ss 1122ss 1144ss -

파수보정계수 0.970 0.991 1.0 1.008 1.023 -

비쇄파보정계수 1.019 1.040 1.042 1.044 1.048 -

중 량 66.2 58.6 56.5 54.9 51.9 56.8

중량비(M/H) 117% 103% 9999%% 97% 91%

<표 16> 파랑수 보정사례 비교(Case TB)

구 분 Meer식 Hud-
son식

쇄
파
대

주기(T) 6s 8s 8.8s 10s 12s

파수보정계수 0.964 0.991 1.0 1.012 1.031 -

중 량 21.2 19.5 19.0 18.3 17.3 19.2

중량비(M/H) 110% 101% 9999%% 95% 90%

비
쇄
파
대

주기(T) 66ss 88ss 99..00ss 1100ss 1122ss -

파수보정계수 0.963 0.989 1.0 1.010 1.028 -

비쇄파보정계수 1.011 1.039 1.042 1.045 1.050 -

중 량 20.5 17.5 16.7 16.1 15.1 16.8

중량비(M/H) 122% 104% 9999%% 96% 90%

<그림 5> 파랑수 보정사례 비교(Case TA)



(보정)의 활용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 특히, 파랑수에 의한 중량보정은 기존의

Hudson식이나 통상의 수리실험8)으로는 평가

불가한 통제수단으로서, 주기별 소요중량의 감

소/증가 즉, 설계 경제성/안전성에 직결되는

만큼 설계지침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편, 주기별 편차도에 있어 기준주기를 전후

하여 누적 편차도는 점증(특히 단주기측)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설계주기/기준주기의 차가

클수록 보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겠다.

또한 비쇄파대의 경우는 과도한 편차를 보이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쇄파/비쇄파간

의 파형 특성차(비쇄파 보정계수 반 )에 의한

상대적 결과로서 그 절대량은 쇄파대와 유사하

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터링(비쇄

파대 보정량 제외시) 결과를 다음 Case TF의 <

표 17>과 <그림 6>에 참고용으로 제시하 다.

▶ Case TF (Case NA의 Filtering : 비쇄파대 보

정량 제외)
: H=9.0m, T=8~14sec, h=15m(쇄파대),
h=22m(비쇄파대)
주기변화율 및 기준주기는 Case NA와 동일

ⅳ) 통합보정 사례

■ 이상의 설계적용 항목별 보완사례를 전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는 통합보정 사례(Accropode)

에 대해 검토하고 쇄파/비쇄파대 조건에서의

보정 전후의 산정결과를 아래의 <표 18>과 <

그림 7>에 비교·제시하 다.

▶ Case O (Accropode, Ns=2.5, 사면구배

=1:1.5)
: H=11.0m, T=13sec, h=18m(쇄파대), h=24m(비
쇄파대)

① 비쇄파 보정계수(fn) =1.043 파장변화율 = 24%
② 사면구배 보정계수(fα)=1.041 상대구배율 =

1.128
③ 파랑수 보정계수(fN)=1.009 [쇄파대]

=1.007 [비쇄파대]
표준주기 = 12.8s
주기변화율 = 0.915 기준주기 = 11.7s [쇄파대]
주기변화율 = 0.944 기준주기 = 12.1s [비쇄파대]

■ 전항의 보완 항목별 보정결과와 같이, Meer의

통합보정 결과 또한 쇄파/비쇄파대에 불문하

고 ±3%의 수준에서 Hudson값과 정확하게 일

치함으로써 비쇄파대 특성과 사면구배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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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리실험은피복재의형상/중량과한계안정파고에대한정성적
평가수단이므로, 주기변화/지속시간에따른피해율또는설계안
전율에관한정량적인평가에는한계가있음.

<표 17> 파랑수 보정(Filtering) 사례(Case TF)

구 분
Meer 중량비(M/M)

8sec 10sec Tr 12sec 14sec

쇄파대 109% 102% 100% 97% 92%

비쇄파대 110% 103% 100% 98% 93%

<그림 6> 파랑수 보정(Filtering) 사례(Case TF)

◎◎ 통통합합((보보정정)) 안안정정계계수수 산산정정
Nsc = Ns × fn × fα × fN 식(2.19)

Nsc(쇄파대) = 2.5×1.0×1.041×1.009 = 2.627
Nsc(비쇄파대) = 2.5×1.043×1.041×1.007 = 2.733



관한 탁월한 보정효과와 현상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보정시의 중량(쇄파

대)에 비해 -15%의 차인을 보임으로서 Meer

간편식에 대한 보정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 한편, 본 사례의 경우에서는 파고계급에 따른

표준/검토 주기가 거의 동일하여 파랑수 보정

량(0.9%)과 그 효과가 미미하 으나, 앞서 강

조한 바와 같이 파랑수(주기) 변화에 대한

Meer식의 보정(또는 Hudson식의 역보정) 필

요성은 변함없다 하겠다.

2) 보완사례 적용 결과

- Meer식의 설계보완을 위한 검토 항목별 사례적

용의 결과와 이에 관한 검증 및 제언 등을 아래

와 같이 요약하 다.

ⅰ) 비쇄파대 보정에 대해

■ Meer의 비쇄파대 보정중량은 Hudson중량과

거의 일치하며 비보정시에 비해 상당한 보정효

과를 나타낸다. 또한 주기(T)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본 보완방안은 천해역의 쇄파이론에 잘

부합하는 보정산식으로 검증되었으며 심해역

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

■ Meer 간편식(보정)에 의한 파형특성 반 은 기

존 Hudson식으로는 적용 불가한 사안으로서,

블록중량산정에관한 Design Guidance(Interim)

로제안한다.

ⅱ) 사면구배 보정에 대해

■ Meer의 보정중량은 사면구배 변화에 불문하고

비보정시의 Hudson식 대비 중량비와 동일하

고 블록종류별, 구배별 중량비가 기준구배시와

정확하게 일치하여, Hudson식과 수치해석적

으로 동일한 보정개념임을 확인하 다.

■ Meer 간편식(보정)에 의한 구배특성 반 은

Hudson식과 같이 실현상에 대응 가능한 보정

산식으로서, 블록중량 산정에 관한 Design

Guidance(Interim)로 제안한다.

ⅲ) 파랑수 보정에 대해

■ 일정한 파고계급과 동일한 내습시간에 있어서,

주기변화-총 파랑 작용수(누적 피해량)와 소요

중량(안정계수)간의 상대 변화도를 정량적으

로 확인하 다.

■ 이는 기존의 Hudson식이나 통상의 수리실험

으로는 평가 불가하여 Meer 전개식에 내재된

통제수단의 활용 필요성을 반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Meer 간편식(보정)에 의한 주기특성 반

은 실현상 대응이 가능한 보정산식(또한

Hudson식의 역보정시의 비교산식)으로서, 블

록중량 산정에 관한 Design Guidance(Int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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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Italic체는 쇄파대 중량을 비쇄파대에 동일하게 적용(참조용)

<표 18> 통합 보정사례 비교(Case O)

구 분
중량비(M/H) Meer식 Hudson식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쇄파 비쇄파

안정계수
(미보정) - - 2.627

(2.5)
2.733
- 12 14

보보 정정 시시 9999%% 110033%% 68.7 61.0
69.1 59.3

미미보보정정시시 111155%% 113344%% 79.6 68.3

<그림 7> 통합 보정사례(보정/미보정) 비교(Case O)



로 제안한다.

ⅳ) 개념일원화에 대해

■ 항목별 보정방안의 선결 요건으로서 피해도와

내습시간, 기준파수에 관한 설계적용 일원화를

위해, 통상의 규준과 허용율의 범위내에서 아

래와 같이 Design Guidance(Interim)로 제안

코자 한다.

▶ 피 해 도(Nod) = 0.5, 안전율(Sf) = 1.5 조건

▶ 기준파수(Nr) = 1,000파(표준주기), 내습시

간(t)= 3.0hr 조건

- 이상에 따른 Meer 간편식의 보완적용은 본 고의

대상블록인 TTP, Accropode, CoreLoc 및 Cube

와 해당 블록별 표준Layer에 대해 준용함을 원

칙으로 하며, 주요 검토조건의 변경이나 타 블록

의 적용시에는 별도의 수리실험 또는 파랑역학

적 논리 등에 근거한 조정·적용을 권고한다.

3. 결과 및 제언

3.1 고찰의 결과

피복블록의 중량산정(안정계수)에 관한 van

der Meer의 간편식이 갖는 설계 적용상의 문제

점과 이의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

이 결과 요약하 다.

▶ 쇄파대 조건에 한정된 산정식으로서, 천해역

에서의 수심-주기-파고의 변화에 따른 파형

특성(쇄파/비쇄파) 대응이 불가하하여 비쇄

파대 보정방안이 요망된다.

▶ 블록종류별 표준구배에 한정된 산정식으로

서, 사면구배의 변화에 따른 실현상 대응이

불가하여, Hudson식의 구배적용 개념에 상

응하는 사면구배 보정방안이 요망된다.

▶ 사면길이에 비례하는 피해도 개념은 실현상

특성과 상충되며, 피해도-안전율의 도입기준

이 불명확하여 합리적인 개념 일원화와 통합

기준 설정이 요망된다.

▶ 파랑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적용

기준이 없어, 파랑수-주기-내습시간에 관한

개념 일원화와 파랑수(주기) 보정방안이 요

망된다.

이러한 Meer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Hudson식

에 상응하는 비교산식으로의 활용을 위해, 설계

적용 보완방안과 이에 따른 사례분석 및 적용성

에 대해 고찰하고다음과같이 결과 요약하 다.

1) 비쇄파대 보완방안

아래 산식에 의한‘비쇄파대 보정계수’를 산정하

여 기정의 안정계수(쇄파대)에 보정 적용하며, 이는

심해역에 대해서도 확장적용 가능하다.

2) 사면구배 보완방안

아래의 블록종류별 상대구배율과 산식에 의한

‘사면구배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기정의 안정계수

(표준구배)에 보정 적용하며, 이는 쇄파대~비쇄파

대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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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쇄쇄파파대대 보보정정계계수수((ffnn))

fn = (Sp/Sp’)
0.2 = (L’/L)0.2 식(2.9)

L’(보정파장)=max.{L×(1+ΨL), Lo} 식(2.10)

◎ 파장변화율(ΨL) 산정
ΨL=0.0578/Sp

0.5 식(2.6)

NNssnn == NNss ×× ffnn



3) 파랑수(주기) 보완방안

아래 산식에 의한 표준주기와 주기변화율 및‘파

랑수(주기)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기정의 안정계수

(기준주기)에 보정 적용하며, 이는 쇄파대~비쇄파

대에 적용 가능하다.

4) 기타 보완 검토

기타의 통제변수와 실험조건에 대한 설계적용 보

완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개념 일원화하고 통합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정계수 산정에 우선 적용토록

제안한다.

5) 통합보정 안정계수 산정

이상에 의한 Meer 간편식의 설계적용에, 해당 항

목별 각 보정계수의 통합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으

며, 미해당 항목에 대한 적용값은 1.0으로 한다.

한편, 향후의 연구과제로서,

본 고에서 검토·제안한 보완 항목별 보정계수

와 특성율의 적용기준 등과 관련하여, 현장자료

의 수집과 수리/수치 실험에 바탕한 실증적 조

사·검증(특히 파랑수 보정)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복블록에 관한 설계기준과 시방의 보

완·개정에 있어,

▶ 파랑수(주기) 변화에 따른 누적 피해도와 안

전율에 대한 설계목표의 정립

▶ 블록의 대형화/다양화에 따른 구조성능

(Fractural failure)과경제성(Placing Density/

Layer)에 관한 시방기준의 강화와 대안도입

의 활성화 등

을 위한 조사·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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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면면구구배배 보보정정계계수수((ffαα))

fα= Ψα
1/3 식(2.13)

◎ 블록종류별 상대구배율(Ψα)과 구배 보정계수(fα)

Nsα = Ns × fα

◎◎ 파파랑랑수수((주주기기)) 보보정정계계수수((ffNN))

fN = {0.47×(Tr/T)
-0.25+0.85}/1.32 식(2.17)

Tr(기준주기)=Ts×ΨT 식(2.18)

◎ 표준주기(Ts)와 주기변화율(ΨT) 산정
Ts=3.86×Hs

0.5 식(2.14)
ΨT=[tanh(k·h)/tanh{(k·(h+z)}]0.5 식(2.15)

NNSSNN == NNSS ×× ffNN

◎◎ 통통합합((보보정정)) 안안정정계계수수((NNsscc))

Nsc = Ns × fn × fα × fN 식(2.19)

◎◎ 피피해해도도((NNoodd)) 적적용용기기준준
Nod = 0.5 (Failure, Dr=5%)
안전율(Sf)=1.5 조건에서

◎◎ 기기준준파파랑랑수수((NNrr)) 적적용용기기준준
Nr = 1,000파

파파랑랑내내습습시시간간((tt))==33..00hhrr 조조건건에에서서

◎◎ 제제체체 투투수수율율((PP)) 적적용용기기준준
P = 0.4

◎◎ 해해저저구구배배(( )) 적적용용기기준준
= 1/30

구 분
기준
구배

상대구배율 구배 보정계수

1.33 1.5 2.0 1.33 1.5 2.0

TTP/Cube 1.5 0.887 1.0 1.333 0.961 1.0 1.101

Accropode 1.33 1.0 1.128 1.504 1.0 1.041 1.146

CoreLoc 1.33 1.0 1.128 1.504 1.0 1.041 1.146



3.2 제 언

자연재해가 대형화·다발화되고 시설해역이 고

파랑·대심도화 되는 오늘날에 있어, 제체 피복재

의 설계 경제성과 검증에 대한 우리 연안·항만 관

계자의 책임과 고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필자들은‘피복블록 산정식의 설계 보

완방안’이라는 소고를 빌어 그 책임과 고뇌에 동참

코자 하며, 다음의 건의와 제안으로 본 고를 맺고자

한다.

■ 기술투자와 지원

피복블록에 관한 Engineering과 R&D의 역량

강화, 국제 학술교류 선도 및 International

Design Guidance 확립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건의한다.

■ 전문 협업체계 운용

피복블록의 설계·시공·유지보수에 관한 설

계목표(안전성/경제성)와 국가기준의 개정 및

설계·시공 기술의 실용화와 진전된 논의 등을

위한 산학연의 협업체계 강화 및 전문가 그룹

의 운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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