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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구조물은 과거 심해역의 시추·연구기지에서부

터 최근 천해역에서의 부유식 또는 커튼식 친환경 방파

제와 해상풍력기초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변화되고 있

으며, 그 기능적 실용성과 구조적 대응성은 시설규모의 

대소를 떠나 더욱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구조물의 

구조형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파랑순응형과 파랑억지형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수중구조물인 경우에도 소

형부재는 주로 파랑순응형으로 항력(drag force)에 주로 

지배되고, 대형부재는 파랑억지형으로 관성력(inertia 

force)에 지배됨으로써 서로 다른 동수역학적 거동특성

을 나타낸다.

이 학술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수중부재의 파력산정과 

관련하여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SAP의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대형부재의 파력 계산식인 회절이론

(Diffraction Force Theory)의 설계응용방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유사한 기능의 프로그램인 SACS(Structural 

Analysis Computer System, Bentley) 및 기존 설계사례와

의 결과비교를 통해 제안된 계산식의 실무에서의 적용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파력해석 프로그램

이 장에서는 해양·항만분야의 설계실무에 적합한 파

동해석 및 파력산정이 가능한 SAP2000의 파력계산 모듈

(wave load module)의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Noorzaei 등

(2005)의 연구에 수록된 Jacket 구조모델에 대한 수치해석 

및 SACS 프로그램 산정결과와의 비교, 분석함으로써 

SAP2000 프로그램(파력계산 모듈)의 해양·항만분야에서

의 활용성과 설계시 유의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2.1 SAP2000 개요

SAP2000(v14)은 Computers and Structures사에서 개

발한 상용 프로그램으로, 파동해석과 파력계산에 관한 

70 | 해안과 해양



대형부재의 파력(Diffraction Force) 산정에 관한 고찰

파력계산 모듈의 구동은 Program manual의 Technical 

Notes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1) 파동해석과 파력계산

SAP2000의 파동장 해석은 파랑, 조류, 바람, 부력 등에 

대해 선형 또는 비선형적으로 연동 처리할 수 있고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WSD2000을 근간으

로 하여 임의 파형과 위상지각(位相遲刻, phase lag)별로 

수평과 수직의 물입자 속도, 가속도 및 파압 등을 계산한

다. 한편 파력계산은 항만설계기준서 등에 명시된 아래

의 Morison 식(상대폭원 D/L≤0.2에 유효1)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수직 또는 경사의 단일 및 다중부재에 대해 

3D-유한요소해석 기법으로 파력, 부재력, 변위 등을 계

산한다.

 (1)

여기서, 와 은 각각 항력 및 관성력에 관련된 파

력계수이며, 와 는 각각 부재의 유향에 대한 투영 

단면적과 평면적이며, 와 는 각각 물입자의 속도 및 

가속도이다.

2) 입력 및 모듈 처리

■ 파랑:  Airy 파에서 유한진폭파(finite amplitude 

wave)인 Stokes 5차 파이론 및 Cnoidal 파이

론 등에 관한 API(기준값) 또는 파향, 지각위

상 등의 사용자 지정값에 따라 계산하며, 파

주기 및 조류와 바람 동시 작용 시는 API 규준

에 따라 명목주기로 환산

■ 유속: API(기준값) 또는 사용자 지정값

■ 바람:  풍향, 풍속, 지속시간, 형상계수의 사용자 지

정값에 대해 API 규준으로 자동계산 

■ 파력계수(CD, CM):  API(기준값) 또는 사용자 지정값

■ 기타:  설계조위, 부착생물, 부력, 파랑역학 등의 사

용자 지정 조건에 따라 계산

2.2 SAP2000 적용사례

이 절에서는 Jacket구조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SAP2000의 파동장 및 구조해석 결과와 Noorzaei의 

SACS 해석결과와의 동등한 기준비교가 될 수 있도록 

Noorzaei가 인용한 Dawson2)(1983)의 모델규격과 입력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 구조모델 및 입력조건

■  단면제원:  

4-Leg Jacket, 15.24m(L)x15.24m(B)x30.48m(H)

■  파랑조건:  

Hmax=6.07m, Ts=7.92sec, 입사각(β)=0, Wind=1.0m/

sec, 수심(d)=24.38m 

■파형조건: Airy 파이론, Stokes 5차 파이론

■파력계수: CD=1.0, CM=2.0  

■기타조건: 자중은 월파조건의 수중단위중량 적용

<그림 1> Jacket 모델링

1) 대형부재의 파력산정에 대해서는 후술의 Diffraction Force식에서 별도로 고찰함

2) 수직 및 경사구조의 검토모델이 있으며, 각 산정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경사모델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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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P 해석결과

상기 모델제원과 입력조건에 대한 SAP의 파동장 해석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지면관계상 Stokes 5차 파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파력계산 결과를 수심별 수평속도

와 속도 벡터로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와 같이 분

석되었다.

 <표 1> 파력계산 결과 (t=0.37sec)

D.L
(m)

입자속도
(m/sec)

가속도
(m/sec2)

파압
(kN/m2)

27.7 3.88 0.69 0.0 
27.3  3.81 0.68 2.4 
26.8  3.72 0.65 6.7 
26.3  3.62 0.63 11.0 
25.8  3.53 0.61 15.4 
25.3  3.44 0.59 19.8 
24.8  3.35 0.57 24.1 
14.5  2.02 0.32 117.3 
12.7  1.86 0.30 134.3 
10.9  1.71 0.27 151.6 
9.1  1.57 0.26 169.0 
7.3  1.45 0.24 186.6 
5.4  1.34 0.23 204.3 
3.6  1.24 0.23 222.2 
1.8  1.16 0.22 240.2 
0.0  1.09 0.22 258.4 

<그림 2> 수심별 수평속도

<그림 3> 속도 벡터 (흐름 반영)

<그림 4> 파력분포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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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용사례 결과 고찰

상기 Jacket 구조물의 부재력과 수평변위에 대한 SAP 및 

SACS의 각 해석결과를 <표 2>, <표 3>과 같이 비교하였

다. SAP과 SACS에 의한 각 산정결과는 부재 축력과 모멘

트 및 수평변위의 최댓값에서 약 4%의 근소한 차이를 가

지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전단력의 경우 계

산값이 작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되며, 전단력이 커지는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일치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SAP2000의 파력계산 모듈의 파

동장 및 구조해석 모듈은 관련 분야 설계 실무에의 적용성

과 유효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4 설계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파동장 해석과 활용은 동수역학적 수치해석 및 사용자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파력계산

에 있어서 수치계산과 마찬가지로 파력계수, 위상 및 파

랑장 분포 등에 유의해야 함은 물론, Morison 식에 기반

을 두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D/L≦0.2인 소형

부재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형부재의 파력 계산식

본 장에서는 D/L≧0.2인 고정식 부체, 커튼식 또는 횡

열식 돌핀 등 해수소통 방파제 및 해상교각과 같은 대형 

수중부재의 파력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Diffraction 

Force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한 하부 개방형의 횡

열식 소파판에 대한 설계응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파력 

계산식에 따른 수치계산값과 기존 독도방파제 실시설계

의 모형실험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전장에서 소개한 

SAP2000과 SACS에 의한 구조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소파Jacket과 같은 대형 복합구조체의 Diffraction 

Force 응용식(이하 DF 응용식)에 관한 설계 적용성과 유

의점을 고찰하였다.

3.1 Diffraction Force 식

대형부재가 받는 파력은 그 값의 대소를 떠나 부재 

규모와 위상지각 등에 따른 수리저항특성이 크게 다르

기 때문에 기존의 Morison 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

다. 이러한 대형부재에 대한 파력은 회절이론에 근거한 

Diffraction Force 이론으로 1954년 MacCamy의 연구를 

시작으로, 1962년의 Froude Krylov 이론에 이어, 1970

년대 이후의 비선형 이론연구와 다양한 실험검증을 거

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Diffraction Force 이론의 핵심

은 구조물 전후의 동수압 또는 속도 퍼텐셜 변화에 의

한 관성력으로 Froude Krylov Force, Diffraction Force 

및 Radiation Force로 세분할 수 있고, 이 기사에서는 

설계실무용으로 Froude Krylov와 Diffraction Force에 

관한 Chakrabarti의 수치식(closed form solution)3)

(2005)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Froude Krylov식 (이하 FK식)

FK식은 수면 이하에 있는 수직 또는 수평의 실린더 또

는 블록 등을 기본 모델로 하며 해당 계산식별로 일정한 

<표 2> 부재력                                              (단위 : kN, kN·m)

구  분
SAP SACS

축력 전단력 모멘트 축력 전단력 모멘트

부재 
H17 86.0 1.6 13.0 84.2 4.0 10.5

부재 
H19 101.9 3.1 26.3 99.7 4.1 27.4

총파력 549.6 (t=0.88sec)

주) 전단력과 모멘트는 y축값임.

<표 3> 수평변위                                                    (단위 : mm)

구분 SAP SACS

상단 15.4 16.0

중단 13.6 14.1

3)  자유수면성분(free surface component)을 무시한 1차 선형해로, Lalli(1996)에 의하면 비선형이론식에 의한 파력값과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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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값을 파력계수로 적용한다. 이 기사에서는 지면관

계상 다음의 3개 구조 모델에 대한 수평방향 파력식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① 파력산식 

ⅰ) 수평 원형부재의 경우:

(2)

여기서 는 파력계수, 는 파고, 과 는 각각 부

재의 반경과 길이, 는 파수(wave number)이며, 는 

수심, 는 체적, 그리고 는 가속도이다.

ⅱ) 수직 원형부재의 경우:

  (3)

여기서 는 Bessel의 1차 항이다.

ⅲ) 수직 블록형 부재의 경우:

 (4)

여기서, 와 은 각각 부재의 높이와 길이이다.

② 파력계수

구조모델과 부재형상에 따른 파력계수는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참고문헌(Chakrabarti, 2005)에 명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재형상별 일정 값의 파력계수를 

사용하는 FK식의 경우, 회절계수(dif f rac t ion 

parameter)( )에 따른 파력계수의 한계 범

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5> 3개 구조 모델

<표 4> 부재형상별 파력계수(Froude Krylov식)

Basic Shape X-Force C
H

Y-Force C
V

ka Range

Horizontal cylinder 2.0 2.0 0 - 1.0

Horizontal half-
cylinder

2.0 1.1 0 - 1.0

Vertical cylinder 2.0 - -

Rectangular block 1.5 6.0 0 - 5.0

Hemisphere 1.5 1.1 0 - 0.8

Sphere 1.5 1.1 0 - 1.75

주) 수직부재 2.0 (Chakrabarti(2005) 1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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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ffraction Force 기본식 (이하 DF식)

DF식은 FK식에 의한 파력의 최댓값에 부재 전후에서

의 회절산란도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그림 5>의 수직 

원형부재를 기본 모델로 하며 부재의 상대폭원( )에 대

응하는 파력계수(  또는 )를 적용한다. 

① DF 파력 계산식

(5)

  (6)

 

(7)

 

(8)

여기서 는 파력계수이고, 는 파압 작용높이이며, 

는 Bessel Hankel 함수, 그리고 와 는 각각 

위상지각과 관성단면적이다.

② 파력계수

상대폭원( )에 따른 파력계수는 <그림 6>과 같으며, 

유효관성력 계수 과 산란계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9)

3) 파력 계산 영역의 적용

Chakrabarti에 의하면, FK식과 DF식은 회절계수( )와 

상대파고(H/D)에 따라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Morison

식(H/D＞2.0) → Froude Krylov식(H/D＜2.0) → 

Diffraction식( ＞0.5, D/L＞0.15)으로 구분하여 적용하

되, 명백한 회절 발생조건에서는 회절을 고려한 파력계

산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크기의 

부재일지라도 파력의 크기는 영역순서와 다를 수 있으

며, 경우에 따라 FK식에 의한 계산값이 DF식에 의한 계

산값보다 클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2 Diffraction Force 응용식 (이하 DF 응용식)

앞 절에서는 하부가 고정된 수직 원형부재에 대한 DF 

기본식을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하부가 열린 수평 

블록형 구조의 횡열식 소파판 등에 대한 파력을 다루고

자 한다. 이러한 수평 블록형 구조부재에 대한 파력을 구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본구조를 다음의 모식도와 같

이 수평구조로 변경한 후 이에 적합한 식으로 변환하여

야 한다. <그림 6> Diffraction Force식의 파력계수 ( , )

<그림 7> 수직 원형부재에 대한 파력 계산식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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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F 응용식

수평 소파판에 대한 월파허용 조건을 전제로 하여, 다

음의 방법에 따라 DF 응용식을 도출할 수 있다.

①  DF 기본식의 모델구조를 상부와 하부로 가상 분리한

다.

②  전체 부재에 작용하는 총 파력값에서 하부 파력값

을 공제하여 상부의 설계파력을 구한다.

■ 설계파력 : 

 FD(파력) = F(총파력) - FA(하부파력) 

MD(모멘트) = M(총모멘트) - MA(하부모멘트)

③  이때, 총파력은 DF 기본식을, 하부파력은 DF 응용

식을 적용하여 구한다.

④  DF 응용식은 아래와 같이 파력 작용수심(부재높

이) 변경에 따른 파력 보정계수(Df 및 Ml)를 산정하

고, 이를 다시 DF 기본식(총파력)에 산입하여 도출

한다.

■ DF응용식 :  FA(하부파력) = F x Df 

MA(하부모멘트) = M x Mf

■ 보정계수 : 

Df(파력)=
 

(10)

Mf(모멘트)=  (식 11) 여기서, 

 : 팔길이보정계수

Dl(팔길이)=  
(12)

⑤  파력계수는 DF 기본식의 <표 4>를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다만, 구조모델과 부재형상 변경 등에 따른 

동수역학적 특성변화에 대해서는 후술의 설계적용

성 검토에서 별도로 고찰한다.

2) DF 응용식의 파력 계산 및 검토

전항의 DF 응용식과 FK식을 이용하여 소파판의 파력

을 산정하고, 각 검토 CASE에 따른 계산식별 파력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① 파력산정 조건

대상모델과 외력조건은 아래와 같이 독도방파제 실시

설계의 모형실험 제원을 적용하였다.

ⅰ) 구조모델(소파판) 

■ 부재규격 :  블록형 30m(B)x25m(L)x15m(hw), Ai=750m2  

단, 원형부재와의 비교 시에는 동일한 관

성면적을 갖도록 환산하여 적용

 즉, 수직-30.9m(D)x15m(hw), 수평-15m(D)

x63.7m(ℓ) 

■ 모 델 링 :  d=27.0m, SWL=(+)0.0m, s=12.0m ☞ 

<그림 8> DF기본식의 구조모델 <그림 9> DF응용식의 변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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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상대폭원)=0.15(ka=0.47), H/

D=0.61로서, <그림 7>Wave Force 

Regime의 Ⅲ∼Ⅳ영역(관성력 우세)에 있

으므로 FK식 또는 DF식 적용대상 

ⅱ) 외력조건

■ 파랑조건 : Hmax=18.72m, Ts=13.9sec, 유속은 무시

■ 파형조건 :  <그림 11>에서 H/T²(상대파고)=0.32ft/sec2, 

d/T²(상대수심)=0.46ft/sec2로서 천이역의 

Stokes 3차 파이론에서 Cnoidal 파이론에 해

당하나, 전항의 DF식(closed form)의 논리

에 따라 Airy 파이론을 적용

■ 위상조건 :  지각위상(t)=3.47sec(최대관성력), 입사

각(β)=0, 위치위상은 무시

■ 파력계수 :  부재형상 및 상대폭원( )에 따라 각 검

토 CASE별 해당계수를 적용

② 파력산정 및 결과비교

ⅰ) DF식의 파력산정

상기 검토조건에 따라 부재높이 hw=15m에 대해 DF 

응용식과 기본식의 파력을 산정한다.

○ DF 응용식의 파력 :

ka=0.47일 때 <그림 6>에서 CM=2.0이므로, DF식 (식 

7 ,  8 )로부터 총파력은 각각 F=95 , 863kN ,  

M=1,363,399kN·m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한편 식 10, 11, 12의 DF 응용식으로부터 각 보정계수 

Df=0.406,  Dl=0.427,  Mf=0.1734가 되므로 하부파력은 

각각 FA=38,963kN, MA=236,386kN·m이 된다. 따라서 

상 부 의  소 파 판  설 계 파 력 은  F D= 5 6 , 8 9 9 k N ,  

MD=1,127,013kN·m가 된다.

○ DF기본식의 파력 :

상하부 부재위치의 수심별 입자가속도를 구하여, 다음

과 같이 DF 기본식 (식 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분·차

감하면 상부부재의 설계파력을 얻는다. 

    (13)

위 식을 이용하면 파력은 F=96,726kN, M=1, 

366,830kN·m이고, FA=38,976kN, MA=236,387kN·m이 

된다. 따라서 상부의 소파판 설계파력은 FD=57,750kN, 

MD=1,130,443kN·m가 된다.

<그림 10> 소파판 모델링

<그림 11> 파이론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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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DF 응용식은 기본식의 파

력값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응용식의 논리성은 충분히 확

보되며, 부재 구조와 형상특성에 관한 DF 기본식과 FK

식의 제약을 수용할 수 있어 실무에 있어서의 충분한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CASE Dh :  부재높이 변화에 따른 DF 응용식과 기

본식의 산정결과 비교

아래의 <표 6>과 같이 부재높이를 변경하여도 DF 응

용식은 기본식의 파력 계산값과 일치하므로 부재위치에 

따른 수심별 동수역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DF 응용식의 논리부합성을 잘 반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ⅲ) CASE DF :  동일 부재높이에 대한 부재형상별 DF 

응용식과 FK식의 비교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DF 응용식에 의한 결과

는 부재높이 변화와 무관하게 원형 부재에 대한 FK식과 

일치하므로, 파력계수가 동일할 경우 FK식과도 잘 부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블록형 부재에 대한 FK식의 

계산 결과는 27% 크게 평가하는데, 이는 부재형상에 따

른 특이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도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부재의 형상 특성이기보다는 

파력계수의 상이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이는 DF식의 경우 부재규모 즉 상대폭원( ) 변화에 따

른 대응이 가능하나 파력계수가 일정한 FK식은 이를 고

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절산란도가 크게 달라지

는 대형부재일수록 즉, 파력계수가 크게 달라질수록 FK

식의 적용성은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DF식의 실제 현상에 대한 대응성

과 설계적용성은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ⅳ) CASE DT :  수평 부재에 대한 DF 응용식과 FK식의 

비교

<표 8>은 수평 부재에 대한 비교 결과로, 수직구조인 

<표 5> DF응용식과 기본식의 산정결과 비교

(단위 : kN, kN·m)

Vertical Model

원형부재

DF 응용식 DF 기본식

파력 모멘트 파력 모멘트

hw=15m 56,899  1,127,013 58,039  1,136,095  

파력계수(ka=0.47) 2.0

<표 6> 부재높이 변화 시의 DF 응용식과 기본식의 비교

(단위 : kN, kN·m)

수직 원형부재
DF 응용식 DF 기본식

파력 모멘트 파력 모멘트

hw=15m
56,899 
(98%)  

1,127,013 
(99%)  

58,039  1,136,095  

hw=10m
39,412 
(97%) 

872,976 
(99%)  

40,459  880,783  

파력계수(ka=0.47) 2.0

주) ( )는 기본식 기준의 상대파력비

<표 7> 부재형상별 DF응용식과 FK식의 비교

수직 모델
소파판(Block)

DF 응용식 FK식

원형 블록 원형

파력

(kN)

hw=15m 56,899 
41,652 
(73%)

55,147 
(97%) 

hw=10m 39,412
28,736 
(73%)  

38,189 
(97%)  

파력계수(ka=0.47) 2.0 1.5 2.0

주) ( )는 DF응용식 기준의 상대파력비

<표 8> 수평 부재에 대한 DF 응용식과 FK식의 비교

수평 모델
소파판(hw=15m)

DF 응용식 FK식

원형

파  력 (kN) 56,899 (101%) 56,421
파력계수(ka=0.47) 2.0

비  고 D=15m, L'=63.7m4)

주) ( )는 FK식 기준의 상대파력비 

4) 파력특성의 동일한 비교를 위해 모델 직경과 작용점 기준으로 부재길이를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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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응용식의 파력값은 수평구조의 FK식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횡열형 부재에 대한 DF 응용

식의 정확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 기사에서의 검토

사례인 수평 소파판의 파력산정에 있어서도 DF응용식

의 설계적용이 유효함을 알 수 있으며, 부재구조와 형상

에 관한 동수역학적 특성은 이후의 설계적용성에서 상세

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ⅴ) CASE WB:  특대형 부재에 대한 DF 응용식과 FK식

의 비교

여기서는 FK식의 적용한계를 초과하는 특대형 부재

(ka=1.53, D=100m)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상대폭원(ka=1.53)이 1.0보다 큰 경우, FK식 파력값은 

동일 규격·형상의 부재에서도 DF식의 2.5배로서 매우 

크게 평가하게 된다. 이는 앞 절에서 언급한 상대폭원에 

관한 FK식의 적용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적용

범위( ≤1.0)에 있는 =0.8의 경우에도 FK식에 의한 

계산값은 DF식의 1.2배 수준으로 적정의 설계정도를 벗

어난다. 이 또한 일정 값의 파력계수에 따른 오차로, FK

식의 임의적용으로 인한 설계오류에 유의하여야 함은 물

론, 전술의 관련 문헌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절산란이 명

백히 발생할 경우의 파력산정은 DF식을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DF식의 파력값과 모형실험값 비교

ⅰ) DF식과 모형실험의 파력값

아래의 <표 10>은 소파판에 대한 DF식의 수치계산 결

과(CASE DT)와 설계사례(독도방파제)의 수리실험 및 수

치모형(ANSYS)의 파력값을 비교한 결과이며, 이때 각 

파력은 전면 및 후면판의 합산파압이다.

ⅱ) 사례비교 검토결과

<표 10>의 비교결과를 보면, DF 응용식에 의한 파력 계

산값은 설계사례의 수리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재형상이 블록형과 π형으로 서로 상

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부재로서 구조규격이 대등한 경

우 부재 전후의 산란특성과 이에 따른 관성력이 대등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DF 응용식이 실제 현상을 유사하

게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기술적 고찰을 

위해서는 파력 계산결과의 일치만이 아닌 파력실험에서

의 실현상 재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사

에서 인용한 실험사례의 경우 3D-모멘트실험(관성력+항

력)이 아닌 2D-파압실험(항력)에 국한된 점은 향후 개선

해야 할 사안으로, DF식의 실증적 검증과 실무적용을 위

한 대형부재 파력실험과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DF 응용식의 설계적용성 검토

DF 응용식의 도입에 있어, 소파판의 모델변형과 계산

<표 9> 특대형 부재에 대한 DF 응용식과 FK식의 비교

수평 모델
hw=15m

DF 응용식

원형

파력

(kN)

ka=1.53 238,338  590,832 (248%)

ka=0.80 136,949 159,761 (117%) 

파력계수
0.8 (ka=1.53)
1.7 (ka=0.80)

2.0

비  고
D=100m (ka=1.53)
D=52m  (ka=0.80)

D=15m, L’=666.7m
D=15m, L’=180.3m

주) ( )는 DF응용식 기준의 상대파력비

FK식

<표 10> DF식과 모형실험의 파력값 비교

수평 모델

소파판
(hw=15m)

DF 
응용식

FK식
수리
실험

ANSYS

파  력 
(kN) 56,899 56,421

58,621*
(46,583)

47,144*
(49,616)

상대 
파력비 97% 96% 기준 80%

파력
계수

2.0 (ka=0.47) ( )는 전면판의 
최대파압시

주) *는 2D Model의 상부Deck의 최대월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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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전개 과정에서의 동수역학적 특성 및 설계 적용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파력의 방향전환에 대해

DF식의 기본 구조는 수직 구조에 대한 Flow 해석으

로, DF 응용식에서는 부재의 좌우흐름을 상하흐름으로 

작용방향을 전환하되 부재 전후에서의 관성력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수면부근의 저상식 구조물이 

받는 최대파력은 한 파장내의 완전침수, 즉 월파 조건에

서는 동수역학적 특성과 파력 계산값이 유사한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며, 이전에 살펴 본 DF식에 제시된 파력

의 통제변수는 파력계수 , 부재 크기 D, 수심 d, 부재

수심 s로 모델 구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

라 계산식 적용 결과 및 비교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실험계수인 <표 4>의 FK식 파력계수에서 알 수 있

듯이 동일 부재형상에서는 수직 또는 수평의 모델 구조

에 상관없이 균일한 계수값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Tanimoto의 연구(1977)에 의하면, 

수면 부근 돌핀 상부공의 경우 상부공의 부재높이가 높

더라도 정방형 부재와 동일한 파력산식을 적용할 수 있

고 부재높이별 파력값이 FK식과 유의하게 일치함을 보

여주고 있으며, 상부폭이 넓은 반무한 돌핀의 경우에도 

정방형 부재의 파력경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소파판 모델의 파력방향 전환에 의한 DF 

응용식의 계산식 전개는 적절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부재형상별 파력계수에 대해

DF식의 파력계수는 FK식과는 달리 원형 부재에 대해

서만 제시되어 있어 블록형의 소파판에 대하여 DF식의 

파력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

히 이 기사에서 제시한 소파판은 π형 구조로 DF식의 일

반적인 모델특성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설계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Diffraction Force와 파력계수간의 파동역학적 

상관특성 즉, 대형부재의 산란도는 부재형상보다는 부재

의 깊이(L)와 폭(D)에 주로 지배된다는 점과 블록형 케

이슨의 경우에도 동일한 파력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Wilson(2002)과 Mogridge 등(1976)의 연구결과를 참조

할 때, 이 기사에서의 소파판과 같은 블록형 부재에 대해 

DF식 파력계수를 준용하여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다

만, 주요 프로젝트의 정밀설계 등에 있어서는 국내외 설

계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재형상과 배치, 위상지각 

등에 따른 실제 현상의 수리특성 규명 및 관련 불확실성 

해결 및 모멘트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실험이 반드시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대형부재의 파력산정 사례

대형 복합구조체인 Jacket식 방파제(상부소파판+하부

Jacket 구조물)에 대해 SAP2000을 활용한 파동장 검토와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기존의 설계사례(SACS) 결과와 

비교하였다.

1) 구조모델 및 외력조건

대상모델과 외력조건은 전항과 같이 독도방파제 실시

설계(제간부) 제원과 동일하며, 소파판과 Jacket 구조물

에 대한 파력 특성차와 3차원 해석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동한계로 인해 파동장의 하중입력은 이원화 방식으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12> 소파Jacket 구조물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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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제원:  

상부 소파판 30m(B) x 25m(L) x 15m(hw) - 전후판 (2면)

 하부 Jacket 30m(B) x 25m(L) x 12m(hJ) - 8 legs

 Leg Pile-Φ1,930mm 25t, Pin-Φ1,520mm 40t, Brace-

Φ711mm 30t

■ 지반조건: 

N=20, DL(-)27.0∼(-)42.0m, 지반 Spring=54,000kN/m

수심(d)=27.0m, 지점고정=DL(-)42.0m 

(2/β, 암반 Grouting 조건)

■ 파랑조건: 

Hmax=18.72m, Ts=13.9sec, 흐름은 무시, Airy 파형

 SWL=(+)0.0m, 입사각(β)=0, 지각과 위치 위상은 자동

계산(최대 Envelop)

■ 파력계수: Jacket Pile-API규준(Jacket)

■ 하중입력: 

 L.F=1.0, 수중단위중량 적용(단, 부재 충수조건이므로 

부력 무시)

 상부소파판 파압(수리실험 기준)은 전후판 Leg에 3단

으로 분산 작용(2D) 시키고, 하부Jacket 파력은 SAP으

로 계산되도록 이원화 모델6) 적용 

2) SAP 해석 및 결과 비교

이상의 조건에 대해 SAP으로 해석한 결과, Jacket 구조물 

부재의 축력, 전단력, 수평변위 및 파동장은 아래와 같다.

<표 11> Pin 파일 고정점에서의 부재력

(단위 : kN, kN·m)

구  분 인발력 압축력 전단력 모멘트

부 재 력
13,754
(전)

21,848
(후)

1,030(전)
1,085(후)

2,077(전)
2,024(후)

<표 12> Leg 파일 상부 및 해저면에서의 수평변위

구  분 상부 해저면

수평변위 71mm 27mm

<표 13> 파력계산 결과 (at t=1.45sec)

 (단위 : m/s, m/s2, kN/m2)

D.L

(m)

수평 수직
파압

속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

7.6 5.84 2.03 3.51 -2.07 13.6 
6.4 5.68 1.97 3.35 -1.98 23.1 
4.9 5.47 1.90 3.15 -1.85 35.7 
3.3 5.28 1.83 2.95 -1.74 48.5 
1.8 5.11 1.77 2.76 -1.63 61.5 
0.2 4.94 1.71 2.58 -1.52 74.7 
-1.4 4.79 1.66 2.40 -1.41 88.0 
-2.9 4.64 1.61 2.22 -1.31 101.5 
-4.5 4.51 1.56 2.06 -1.21 115.2 
-18.0 3.76 1.30 0.76 -0.45 239.6 
-19.5 3.72 1.29 0.63 -0.37 253.7 
-20.9 3.68 1.28 0.50 -0.30 268.0 
-22.4 3.66 1.27 0.38 -0.22 282.4 
-23.9 3.64 1.26 0.25 -0.15 296.9 
-25.3 3.63 1.26 0.13 -0.07 311.5 
-26.8 3.63 1.26 0.00 0.00 326.2 

6) 소파판은 Diffraction식, Jacket구조물은 Morison식에 해당하므로 이원화 모델을 적용

<그림 13> 파력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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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례적용 결과 고찰

전항에서 검토한 DF 응용식 및 SAP 해석결과와 기존 실

시설계 성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복합구조체의 파력산

정에 관한 설계 적용성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사례적용 결과 비교

2) 사례적용 결과 검토

SAP을 이용한 적용사례와 기존 SACS에 의한 실시설계

의 산정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재형상, 특히 π형과 입력특성 차이로 인해 정

량적인 단순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소파판의 

파력차(-)와 후면부재의 파력 산입(+)에 의한 각 파력 모

멘트는 유사한 값(약 75,000kN·m/Bent)으로 서로 상쇄

된다고 고려하면, 이상의 산정결과는 정성적으로 대등한 

계산정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압축력과 

변위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하중계수, 지반 스프링 

계수 및 상부 상판 규격 등의 설계상세(engineering 

detail)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형 복합구조

체에 관한 SAP 파력계산 모듈의 설계 업무에서의 적용

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의 실무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3.5 설계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대형부재의 파력산식과 이의 설계응용에 관한 실무 적

용상의 유의점 및 향후 연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 Diffraction Force (응용)식과 Froude Krylov 식은 항

력보다 관성력 성분이 탁월한 대형 수중부재의 파력산정

에 매우 유효하며, 부재의 상대폭원(ka, D/L)에 따른 파력

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대형부재일지라도 비월파조건의 

횡열형 구조에 대한 DF식의 적용은 어려우며, FK식에 있

어 명백한 회절산란이 발생하거나 적용한계(ka)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DF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계산식은 대상부재의 수직 또는 수평의 구조

형식과 블록형인지, 원형인지의 부재형상에 있어 일관성

과 단순성을 갖는 조건에서 개발된 이론식으로 가변구조, 

비대칭 및 특이단면을 갖거나 수상부의 자유수면효과(free 

surface effect)가 현저한 경우에는 동수역학적 검증 또는 

수리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대형 프로젝트 또는 복합 다원구조물의 정밀설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리모형(모멘트) 실험에 의한 파력계

산 영역과 파력계수, 지각 및 다중 회절 등의 검증이 전

제되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1) 대형부재의 파력산정은 Diffraction Force식을 적용

하여야 하며, 하부가 고정된 구조에 대한 Chakrabarti의 

DF 기본식과 하부가 개방된 구조를 위해 본 학술기사에

서 제안한 DF 응용식과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4> SAP과 SACS 의 구조해석 결과 비교 

구  분 인발력 압축력 수평변위 주요 특성조건

DF
응용식
+  SAP

13,754kN 21,848kN 27mm

- LF=1.0, 지반Spring 
반영
- 파판파력= 58,621kN 

(수리실험)
- 소파판 후면 
pile의 파력 불적용

ANSYS
+ SACS

13,699kN 25,910kN 37mm

-LF=1.05
- 소파판파력
=46,260kN(ANSYS)
- 소파판 후면pile의 
파력적용

82 | 해안과 해양



대형부재의 파력(Diffraction Force) 산정에 관한 고찰

DF응용식 적용방법 :

FA(파력)=F(총파력) x Df

MA(모멘트)=M(총모멘트) x Mf

■ 상기의 DF (응용)식은 원형과 블록형 부재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고, 파력계수는 부재 상대폭원(ka)에 대응

하는 <그림 6>을 사용하며, 관련 연구문헌과 설계사례 

결과(수치 및 수리실험)와의 비교·검증을 통해 논리적 

타당성과 설계 적용상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 다만, 대형부재일지라도 비월파조건의 횡열형 구조

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비대칭 가변구조의 특이

형상 또는 수상부의 자유수면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동

수역학적 비선형해석 또는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반영하

여야 한다.

2) SAP의 파력계산 모듈의 파력장 해석과 파력산정 결과

는 유사 연구문헌과 기존 SACS에 의한 설계사례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어 계산정도 확보와 성과신뢰도 측면에서의 

설계 유용성이 인정되며, 이의 실무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3) 국내외적인 해양·친환경 구조물의 활용성 증대와 

다변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커튼형 방파제나 횡열식 돌핀

과 같은 대형 복합구조에 대한 국내 설계기준과 실무 가

이드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관한 해양·항만분야의 

설계기술 증진과 국가기준 정립에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

라면서, 이 학술기사의 Diffraction Force 응용식과 파동해

석 프로그램의 실무 적용·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적 검증실험과 설계기준 연구를 제안함과 아울러 이를 위

한 지속적인 정책 및 제도 등의 정부 지원을 건의한다.

감수:  이진학(yijh@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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