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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increased demand for safety and security requirements on the port 
infrastructure, the harbor tranqu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parameter in the 
mooring basin of harbor. It relates keenly to berthing/unberthing and cargo 
handling works but also it is an important indicator to get the minimum 
water area as the safe refuge. Hupo harbor is a national coastal harbor 
located in east coast of Korea and a development plan for a new marina near 
the entrance is being carried out including berth layouts, breakwater 
extensions, 300m marina berths, dredging and land reclamation works. The 
new plan will impact on calmness of the existing 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complex the variation of wave height and direction 
caused by wave refraction, diffraction, shoaling and reflection from the 
incident waves from outside the harbor. In order to check the calmness inside 
a harbor, the numerical models are being used currently need fundamental 
review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results which depend on their 
respective features. In this study, hence, it was introduced the validity of 
numerical models by comparing the computational results with the hydraulic 
model experiment. The current investigations contribute to the existing 
development recommendations and provide further solutions for por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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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항만 및 연안역의 건설이나 확장 및 유지, 보수의 경우에 있어서 파랑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실제로 시공과 설계에 있어서

적은 양의 데이터만이 파랑관측에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현장관측과

모델실험이 어렵고 비용 및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요로

하는 해양 정보를 검증된 수치 모델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에 반영하

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항만 설계인자 중의 중요한 요소는 항내 정온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항내 정온도란 항만의 박지 내 수면의 정온한 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통상 박지 내의 파고를 말하며, 입사파에 대한 항내 파고의 비

를 통해 나타낸다.

현재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요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내 정온도

는 항만의 계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인자에 속하며 접안이나 하역작업에 민감

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안전한 피난처로의 최소한의 수역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한편, Fig1.1과 같이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항만설계예정 보고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상 전국46개소 중에서 거점

형 마리나 6개소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후포항이 선정되어 동해안권에는 울산

진하와 함께 최대 300억원 이내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 거점형 마리나 항

만의 개발로 육상 및 해상기능시설, 육상지원시설, 배후권 연계시설이 유기적

으로 계획되어 동해안의 마리나 관련 산업육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리나 항만이 조성되면, 이와 관련된 레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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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산업 및 수리시설과 동반성장이 가능해져 동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

관광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꾸준한 증가 추세

에 있으나 동해안권 마리나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 지원의 거점형

마리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후포항의 경우는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그 규모를 확장하면서 현재보다 규모가 큰 선박과 기항 횟수도 증가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항만 확장에 따른 정온도 분석은 물론, 항만입구의 마리나 개발에

따른 정온도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항만 정온도의 연

구 예로는 김태완 (2006)은 서해안 지역의 복잡한 해안선 분석을 위해

CGWAVE를 이용한 항내정온을 검토하였고 김인식 (2012)은 거제 장곶항 건

설에 따른 항내 정온도를 검토하였으며, 최문기 (2012)의 경우는 다방향 불규

칙성의 해석을 위해 유리식을 이용한 완경사 방정식의 근사를 통해 항내 정온

을 확인하였다.

Fig. 1.1 Marina port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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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파랑변형에 대한 해석은 해안 구조물의 안정성, 항내 정온도, 퇴적물 및 오

염원의 이동, 지형변화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본 연구는 후포항의 거점형

마리나 개발에 따른 항내 정온도 및 대상 해역의 지형변동을 검토하고자 한

다. 두 가지 수치모델을 통해 대상해역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

내 정온이 확보 되었는지를 보며 두 모델의 상호 비교를 통해 더 적합한 모델

을 찾고자 한다. 또한 국가관린 연안항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 수리실험의 결

과를 바탕으로 두 수치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파향 및 여러 조건

을 적용하여 대상해역에 대해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1.2는 후포항의 전체영역을 나타내며 점선구간의 경우 정부가 서측 방

파제 외곽에 마리나 계획을 추진 중(기본 항만 설게 용역 보고서)에 있다.

Fig. 1.2 Marina plan area of Hupo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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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치모델의 이론적 배경

2.1 파작용 평형방정식 모델

파랑변형의 수치해석에 사용된 SWAN(Simulating Wave Nearshore) 모델은

네덜란드 델프트(Delft)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파랑수치모델로서 주어진 입사경

계에서의 파 스펙트럼, 바람과 해저면 및 해류 조건으로부터 연안, 호수 및 하

구의 파랑과 심해로부터 천해로의 파의 진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

해서 파고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 모델의 기본방정식은 파작용 평형방정

식(wave action balance equation)이며, 사용되는 파랑에너지의 원천항(source

term)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및 제3세대 모델로 분류된다.

이 모델에서 파랑의 전파과정(propagation processes)은 다음과 같다.

. 지리적 공간상의 전파

.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절 현상 (refraction)

. 수심과 흐름에 의한 천수 현상 (shoaling)

. 방해물에 의한 전달 및 차단ㆍ반사(blocking and reflection)

. 지형과 공간에 대한 회절(diffraction)

또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원천항을 고려한다.

. 바람에 의한 파랑에너지 생성

. 백파에 의한 파랑에너지 소산

. 수심 감소에 따른 쇄파에 의한 파랑에너지 소산

. 저면 마찰에 의한 파랑에너지 소산

. 파랑 상호작용(4파 또는 3파 비선형 상호작용)

쇄파대에서는 비선형성이 강하지만 이 모델에서 파랑은 2차원 작용스펙트럼

으로 표현된다. 강한 비선형 조건에서도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이유는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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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이 비선형 조건의 파랑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서술할 수는 없지만 파랑의 2

차 모멘트 스펙트럼 분포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려되는 스

펙트럼은 에너지 밀도 스펙트럼(energy density spectrum)  가 아니고

파작용 스펙트럼(wave action spectrum)  를 의미한다.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 파작용은 보존되지만 에너지 밀도는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작용이 에너

지 보다는 일반화된 물리량을 나타낸다.

파작용 스펙트럼과 에너지 밀도 스펙트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1)

여기서, σ는 각주파수(intrinsic angular frequency)이고, 절대 각주파수

(absolute angular frequency) 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 (2.2)

여기서, 와 는 각각 파수와 유속 벡터이다

2.1.1 기본 방정식

파랑 스펙트럼의 발달은 파작용 평형방정식에 의해 기술된다.
















 


(2.3)

위 식에서 좌변의 1항은 파작용 스펙트럼의 시간 변화량, 2항과 3항은 지리

적 공간에서의 파동의 전파, 4항은 수심과 흐름의 변화에 의한 상대주파수의

천이, 그리고 5항은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절을 나타낸다.

선형파 이론에 의한 파랑의 전파속도는 아래와 같다.

  


 

 


sin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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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h

 






  (2.5)

  


 

 






⋅∇






⋅


(2.6)

  


  

 









⋅

 


 (2.7)

여기서, 와 은 각각 파향선(wave ray)과 파향선에 직각인 좌표를 의미한

다.

평형방정식의 우변은 원천항(source and dissipation)을 나타내며, 이는 파랑

의 생성, 소산 및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포함한다.

       (2.8)

여기서,  은 바람에 의한 에너지 유입, 는 파랑에너지의 소산, 은 비

선형 파랑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2.1.2 파랑에너지 변환

1) 바람에 의한 에너지 유입

본 모델에서 바람에 의한 파랑의 생성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2.9)

여기서, A는 선형파의 성장을 의미하며, BE는 파의 지수적 성장이다.

바람에 의한 파의 선형 성장을 계산하는 A는 Phillips(1957)에 의한 공진기구

를 반영하는 것으로, Pierson&Moskowitz(PM) 주파수 보다 낮은 저주파의 성

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Cavaleri and Malanotte&Rizzoli(1981)의 식을 사용한다

(Tolm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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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cos

 (2.10)

  
 



 


, 
 


 (2.11)

모델에 적용되는 마찰속도(friction veloc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2)

여기서, 풍속 은 해면상 10 m의 풍속이며, 는 마찰계수(drag

coefficient)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Wu, 1982).

     ×   for    

   ×  for  ≧  
(2.13)

는 풍향, 는 필터, 
 는 Pierson&Moskowitz에 따른 완전히 발달한 해상

상태(fully developed sea state)에서의 첨두 주파수(peak frequency)이다. 한

편, B는 Miles(1957)의 전달기구를 나타내며 본 모델에서는 Komen et

al.(1984) 식과 Janssen(1991)의 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Komen et al.(1984)의 식은 Snyder et al.(1981)의 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 식으로 정리된다.

  







 







 (2.14)

여기서, 는 위상속도(phase speed), 와 는 각각 공기와 해수의 밀도이

다. 이 식은 본 모델에서 채용되고 있는 식으로 Janssen(1991)은 경계층 효과

와 해면의 조도에 의한 바람과 파랑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낸다.

  







 








 (2.15)

여기서, 는 Miles 상수로서 무차원 임계고( )를 사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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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ln for≦

   for 

(2.16)

  
 



,  cos


(2.17)

여기서, 는 von Karman 상수로서 0.41을 취하며, 는 해면의 유효 조도이

다.

풍속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간주하면,

  









  


 (2.18)

유효조도길이는 다음 식으로 정리된다.

  








(2.19)

여기서, 는 총응력(total stress)이며, 조도 길이는 식(2.20)과 같이 주어진다.

  




(2.20)

여기서,  = 0.01이며, 파랑 응력(wave stress)은 스펙트럼으로부터 정리된

다.

   


 (2.21)

본 모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식과 z = 10 m 상공에서의 풍속 을

사용하여 반복법으로 를 구한다.

2) 백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

파랑의 모델링에 있어서 백파(white capping)는 가장 재현하기 어려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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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 제3세대 SWAN 모델에서는 Hasselmann(1974)이 제안한 표면펄스

모델(surface pulse model)을 응용하고 있다. 이 모형에 포함된 계수는 심해에

서 충분히 발달된 파랑(fully arisen seas)의 에너지 평형을 고려하여 구해지므

로 백파 모형의 계수 결정은 바람 입력항의 계산법에 의존하게 된다. 유한수

심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파수 항을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2.22)

    
 



(2.23)

여기서, 는 파형경사(overall wave steepness), 은 PM 스펙트럼에 대한

값이며, 평균 파형경사 는

    (2.24)

로 정의되고, 와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평균 주파수 및 평균 파

수이다.

  
 


  (2.25)

  
 


 



(2.26)

    (2.27)

여기서, 는 총 에너지,   × , m = 4 이다.

Janssen(1991)의 바람 입력에 대응하는 백파 소산 모형은 다음과 같다.

Γ = Γ J = α 2 ( s
sPM

)
4

[ (1-δ)+δ k
k ] (2.28)

여기서,   ×, δ = 0.5 이다. 이 상수들은 Komen et al.(1984)

과 Janssen(1991)이 이상적인 파랑 성장 조건하에서의 에너지 균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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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얻은 것이다. 그러나 Young and Banner(1992)와 Banner and Young(1994)

이 에너지 평형을 고려하여 구한 쇄파소산 모형의 계수는 스펙트럼의 고주파

첨두 형상(high frequency tail)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3) 저면에 의한 에너지 소산

저면에 의한 에너지 소산은 저면 마찰, 저면운동, 침루 및 불규칙 저면상의

산란등에 의하여 발생하며(Shemdin et al., 1978), 모래로 구성된 육붕에서의

에너지 소산은 주로 마찰에 의하여 발생한다.

JONSWAP 실험에서 스펙트럼 파랑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마찰 소산식이

유도되었는데(Hasselmann et al., 1973), 이 식은 선형 모형으로서 마찰계수의

선택이 적당한 경우 여러 조건 특히 너울과 폭풍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sselmann and Collins(1968)는 항력 마찰(drag friction)에 기초하여 저면마

찰 소산의 비선형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Madsen et al.(1988)과 Weber(1991)

는 보다 복잡한 와류 이론에 근거한 모형을 고안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Weber(1991) 의 식을 사용하여 저면마찰 소산을 계산한다.

   
sinh



  (2.29)

여기서, 은 저면마찰계수로서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저면 유속으로

부터 구해진다.


  sinh



  (2.30)

JONSWAP에서 사용된 경험적인 모형에서는   0.038 msec 을 사용

하였는데 이 값은 너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면마찰계수

는 파랑 조건에 의존하지만 Bouws and Komen(1983)이 풍파에 대해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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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0.067 msec 은 많은 경우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uo and Monbaliu, 1994). Collins(1972)의 항력마찰 모형에서는 다음 식

(2.31)에서 유도된다.

    (2.31)

여기서,   0.015이며(Collins,1972), Madsen et al.(1988)의 와점성 모형에

서는 다음 식(2.32)을 사용한다.

  


  (2.32)

여기서, 은 Johnson(1966) 공식으로부터 구해지는 무차원 마찰계수이다.

1
4 fwr

+ log 10[ 1
4 fwr

] = m f+ log 10[ a
KN

] (2.33)

여기서,  = .0.08(Johnson and Carlsen, 1976), 는 저면 부근에서 수립자

운동의 진폭(excursion amplitude), 은 저면의 조도이다.

  sinh


  (2.34)

여기서, 이 1.57 보다 작으면, 무차원 마찰계수 = 0.30으로 한다

(Johnson, 1980).

4) 쇄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

임의의 파랑장에서 수심에 의하여 발생하는 쇄파에 의한 파랑 에너지 소산의

계산에는 단파(bore)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Battjes and Janssen, 1978;

Thornton and Guza, 1983). 쇄파 소산의 스펙트럼 분포 특성을 Battjes and

Beji(1992)와 Vincent et al.(1994)의 실험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쇄파가 파랑

스펙트럼의 형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근거하여

Eldeberky and Battjes (1995)는 파랑 스펙트럼에 비례하는 쇄파 소산 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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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으며, 이것이 SWAN 모델에서 사용되는 쇄파 소산 공식이다.

    

 
 





 
(2.35)

여기서, 는 경험상수로서 통상 1.0을 사용한다. 는 다음 식으로 계산되

는 쇄파율이다.

ln


 




(2.36)

여기서, σ는 평균주파수로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2.37)

SWAN 모델에서 최대파고    로 계산되며, 의 계산에는

Nelson(1987)의 식을 사용한다.

  cot for  (2.38)

여기서, 는 해저면의 경사이다.

5) 4파 비선형 상호작용

심해에서 4파 비선형 상호작용(또는 제3차 비선형 상호작용, quadruplet

wave. wave interactions) 효과는 스펙트럼의 첨두주파수를 저주파 쪽으로 이

동시킨다. 4파 비선형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계산하는 데는 매우 많은 계산시

간이 소요되므로 WAM 모델에서는 이산 상호작용 근사법(discrete interaction

approxima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모델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

다. 이 근사법은 무수히 많은 4파 상호작용 배치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하나

의 배치만을 고려하는 것이다(실제는 이 배치에 대한 경상(mirror

symmetrical)도 고려하므로 총 배치 수는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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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에 포함된 4파의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2.39)

     (2.40)

     (2.41)

여기서,  = 0.25 이다. 첫 번째 배치에서 두 개의 파수 벡터는 동일하다. 반

면에 다른 두 파는 각각 상대적으로  ,   의 각을 가지

며, 두 번째 배치에서는  ,   가 된다.

심해에서의 이산 상호작용 근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2)

위 식 우변의 제1항은 제1배치에 의한 비선형 상호작용이며, 제2항은 제2배

치(제1배치의 경상 배치)에 의한 비선형 항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2.43)

여기서,   ,   ,    이며, 각 항은 다음과 같다.

δS nl4(α iσ,θ )=C(2π) 2g-4( σ2π )
11[E 2(α iσ,θ ){ E(α iσ

+,θ )

(1+λ) 4
+

E(α iσ
-,θ )

(1-λ) 4
}

-2
E(α iσ,θ )E(α iσ

+,θ )E(α iσ
-,θ )

(1-λ 2 ) 4
] (2.44)

여기서,   × , 
  는 위 식에 경상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상대

파향을 대입하여 구하며, Hasselmann and Hasselmann(1981)은 JONSWAP

스펙트럼에 대하여 천해에서의 4파 상호작용을 엄밀 계산하였다. 이 계산으로

부터 천해에서의 상호작용을 심해파에 대한 값으로 표현하기 위한 아래와 같

은 공식을 도출하여 WAM 모델에 도입하였으며, 본 모델에서도 같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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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천해에서의 4파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finite depth  deep water (2.45)

여기서, 는 JONSWAP 스펙트럼의 첨두 파수, 는 수심으로 이 모델에서

는 0.75로 대체된다.

6) 3파 비선형 상호작용

파장과 파고에 비하여 수심이 얕아지면 3파 비선형 상호작용 (또는 제2차 비

선형 상호작용, triad interactions)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3파 비선형 상호

작용은 파랑의 에너지를 저주파 영역에서 고주파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3파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저주파 영역은 SWAN 모델에서는 고려

하지 않는다.

Eldeberky(1996)는 3파 비선형 상호작용을 계산하기 위한 LTA(Lumped

Triad Approximation)라고 하는 근사법을 제안하였으며 SWAN 모델에서는

이 방법을 채용하였다.

S nl3(σ,θ ) = S-
nl3(σ,θ )+S+

nl3(σ,θ ) ( 2 . 4 6 )


  max  

 sin

 


 


  




 (2.47)

S-
nl3(σ,θ ) = -2S+

nl3(2σ,θ ) (2.48)

β = - π
2
+ π

2
tanh [ 0.2

U r
] (2.49)

J =
k2
σ/2 (g d+2c 2

σ/2 )

kσd (gd+ 2
15

gd 3k2
σ-

2
5
σ 2d 2)

(2.50)

여기서, 는 조정할 수 있는 비례상수이며, 는 상호작용 계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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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Ursell 파라메타로서 식(2.51)으로 구한다.

 
 






 

   


(2.51)

한편, 3파 비선형 상호작용은 0.1<<10인 경우에만 계산된다.

2.1.3 파랑의 전파

1) 회절

흐름이 없다고 가정하고 지리적 공간과 스펙트럼 공간상에 회절이 없는 상태

에서의 전파속도를  , 와  로 정의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52)

 


 (2.53)

  








(2.54)

여기서 는 파수이고 은 파향선에 직각인 법선 벡터이다.

다음과 같이 eikonal방정식을 적용하면

  (2.55)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회절계수이다.



∆∆
(2.56)

회절에 의한 전파속도는 다음과 같다.

 
,  

,  






 (2.57)

여기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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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에 의한 파랑의 전달 및 반사

방파제 등의 구조물의 연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파의 폭은 유한하

다. 이 때문에, 반사파는 방파제의 선단부에서 1∼2 파장 이상 멀어짐에 따라

회절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켜서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 현상은 도제에 의한

반사의 해석해 또는 파의 전파를 수치계산하는 방법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

으며 본 모델은 방파제나 잠제 같은 구조물에 의한 파랑의 전달 및 반사를 계

산할 수 있다.

모델에서 구조물에 의한 반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 첫째는 경상반

사(specular reflection)로 반사각이 입사각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는

확산(diffuse)과 발산(scattered) 반사로 반사각이 입사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확산과 발산 반사는 코사인의 멱함수의 형태로 표현된다.

구조물을 잠제로 가정하면, 전달계수 는 파고와 해면으로부터 구조물 천단

까지 거리의 함수이다(Goda et al., 1967).

  



 sin

  


 for      


   (2.58)

여기서,     ,  는 입사파고, 는 구조물의 높이, 는 평균해면, 와 

는 구조물 형상에 따른 계수로 기본적으로 2.6과 0.15를 사용한다(Seelig,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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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간의존 완경사방정식 모델

완경사방정식(Mild Slope Equation)은 일반 선형파 이론의 한 분야로

Berkhoff(1972)에 의해 개발된 이후 Chen과 Mei(1974, 1975)에 의해 유한요소

법(Finite Element Method)과 복합요소법(Hybrid Element Method)으로 방법

이 제안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개량되어 왔다. 이 식 자체로 천수효과, 회절

및 굴절과 반사 등의 물리현상을 포함하므로 수치해석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해저마찰, 경계면흡수, 반사파의 산란 등을 고려한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이다.

그러나, Chen(1986)의 경우 경계면에서 흡수에 대한 기술은 예로 든 항만경

계면에 동일한 반사계수를 설정하여 작은 축적의 항에만 적용할 수 있었고 또

한 Lee(1989)의 연구에 의하면 마찰계수에 대한 것은 실제 항만과 같은 대규

모 항의 분석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만이나 해안특정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수반되는 문제는 방파제나 수로 등에서 연구영역을 한정할

때 경계면에 대한 처리로 수치해석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아쉬운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주기파의 항내에서의 다중반사를 고려할 수 있는 항내정온

도 모형으로 Copeland(1985)의 모형을 개선한 식과 더불어 Maruyama&

Kajima(1985)의 수치모형을 사용한 쌍곡선형의 시간 의존 완경사 방정식

(Time-dependent Mild Slope Equation)이 사용하였다.

2.2.1 기본 방정식

심해에서 발달된 파는 천해로 전파되면서 수심변화에 의한 천수변형 및 굴절

변형,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한 회절 및 반사, 그리고 쇄파에 의한 에너지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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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형을 겪게된다. 이와 같은 파의 파랑변형 특성 즉, 천수변형, 굴절, 회

절, 반사, 쇄파에 의한 에너지감쇠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는 모형으로

는 Maruyama&Kajima(1985)에 의해 제안된 시간의존 완경사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η

    (2.59)

∂

∂
  
∂
∂η

    (2.60)

∂
∂η

 
 


∂
∂

   ∂
∂

 


   (2.61)

여기서, , 는 수평직각좌표, 는 수면변위, 는 파속, 는 시간을 나타낸

다. 또한  ,  는 , 방향의 선유량, 은 군속도와 파속의 비(=),

는 에너지감쇠 계수이며,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2.62)

  
 



 (2.63)

  
 sinh

  (2.64)

  αtanβ


   

  (2.6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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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 (2.67)

여기서, , 는 속도의 , 성분, 는 수심, 는 파수(wave number)이며,

, 는 선유량의 진폭성분, tan는 쇄파점 부근의 평균저면경사, 와 ′

는 상수로서 각각 2.5, 0.25를 사용하면, Minaguchi et al (1978)의 실험결과치

와 거의 일치한다. (Watanabe&Maruyama, 1986). 위의 식은 일 때,

=0으로 하면 파의 재생교과를 고려할 수 있다.

쇄파위치의 결정은 고다의 쇄파지표를 이용해서 판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지표에는 비선형성(non-linearity)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소진폭파를

가정한 파랑변형모형에서는 그대로 쓸 수 없다. 그리고 Wantanabe et al

(1984)은 쇄파대 근처에서의 파속 와 유속 의 비에 의한 새로운 쇄파지표

를 제시하고 쇄파위치의 결정에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식을 사용하였다.

   (2.68)

여기서, 는 쇄파점에서의 파고, 는 쇄파점에서의 수심이다.

2.2.2 파랑변환 조건

1) 경계조건

계산영역내의 경계조건은 각각 외해측 입사경계조건, 측방입사경계조건, 투과

경계조건, 장애물에 대해서는 임의반사율 경계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계산영역

주변의 개방경계에 대해서는 3격자 정도의 가상영역을 접속시켜 경계조건의

취급 및 수치계산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각 경계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음 식

(2.69)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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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C ζ (2.69)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안구조물 주변에서의 파의 천수, 굴절, 회절, 반사

및 쇄파에 의한 에너지감쇠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측방입

사경계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실제해역에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경사입사파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치모형을 수립하였다. 차분계산의 시간

간격 Δt는 안정조건을 만족하도록 취하였다.

식(2.76)에서의 Qt
x(x0+Δx, y0), Q t- Δt

x (x0+Δx, y0 )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수치모형은 공간상의 계산점을 Fig. 2.1과 같이 정의하였기 때

문에, 식(2.69)을 사용하여 경계조건을 선유량에 관한 식으로 주었다. 그리고

경계조건식들이 엄밀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저경사와 수면변위의 영향이

적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이 조건의 성립을 가정하였다. 계산영역내의 경계조

건은 Fig.2.2와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Program에서는 Copeland(1985)가 외해

측 입사경계조건과 유사한 방법을 측방입사경계조건으로 사용한 것에 착안하

여, Maruyama&Kajima(1985)가 사용한 무반사성 입사경계조건과 유사한 방법

을 측방입사경계의 처리에 이용하였다.

(1) 임의반사율 경계조건

계산영역내에서의 장애물에 의한 반사경계조건은 Ito&Tanimoto(1972)가 수

치파동해석법에서 제안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 과업에 사용된 임

의반사율 경계조건은 간편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식들을 사용하였

다. 우선 x방향의 경계에 대해서는 다음 식(2.71)와 식(2.72)를 사용하였고,


       

  Δ   Δ   (2.70)


        

  Δ  Δ   (2.71)

y방향의 경계에 대해서는 다음 식(2.73)과 식(2.74)을 사용하였다.



- 21 -


      

  Δ    Δ (2.72)


       

  Δ    Δ (2.73)

(2) 투과경계조건

계산영역내에서 경계로 향하는 파를 그대로 투과시키기 위해서는 임의반사율

경계조건을 나타낸 식에서 r을 0으로 하면 된다. 즉, 식 (2.75)과 같다.











     

    Δ  

  

cosΔ (2.74)

Q

Q

z
Q Q

y

y

x 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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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efinition of the grid calculation

(3) 무반사성 입사경계조건

천해 장파방정식 해석시 외해로 향하는 파를 방사시키기 위하여 Sommerfeld

의 방사조건(radiation condition)을 사용하나, 이 방사경계는 파랑장에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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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고 천해 장파방정식을 사용한 흐름장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반사성 투과경계를 이용하여 외해에서의

반사파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Fig. 2.2와 같이 입사파가 x축과 이루는 각을 θ, 계산영역내에서 입사경계로

향하는 파가 경계의 법선방향과 이루는 각을 αn이라 하였다. 계산영역내에서

구조물 등에 의하여 생긴 반사파가 입사경계에서 재반사되지 않고, 그대로 투

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Watanabe et al (1986)은 입사경계의 선유량을 무반사

성 투과경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cossin cos  sin  σ  

    Δ  

  

cosΔ  (2.75)

 
 Δ   

Δ 
 cossincosΔ  sin  

(2.76)

 
ΔΔ  

 ΔΔ 

 cossincosΔ  sin  Δ
(2.77)

Q t- τ
xR (x0+Δx, y0)는 Q t

xR(x0+Δx, y0)로부터 시간적으로 내삽하여 구할 수 있다.

즉, Watanabe&Maruyama (1986)는 무반사성 입사경계에서 점 (x0 +Δx, y0)

의 반사파성분이 파속 C로 (x0, y0)에 도달하는데 τ시간이 소요되므로 t시각

에서의 점(x0, y0)의 선유량은 그 시각에서의 입사파 선유량과 시각 t-τ에서

의 반사파 선유량의 합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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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Boundary conditions in the computation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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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방입사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무반사성 입사경계조건과 같은 방법을 측방입사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5) 차분계산의 안정조건

수치계산의 안정성을 위해 CFL(Courant-Friedrichs-Lewy)안정조건을 만족

하도록 시간간격 Δt를 취하였다. Δx = Δy인 경우로 나타낼 수 있으며,

Δt =
Δx

2 C max

(2.78)

여기서 Cmax는 파속의 최대치로서, 일반적으로 수심이 가장 깊은 외해측 경

계에서의 파속이다. 실제의 수치계산에서는 격자간격 Δx를 L/10∼L/20의 범

위에서 취하고, 시간간격 또한 식(2.78)에서 계산된 것보다 상당히 작게 하여

계산하는 것이 수치해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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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Definition of the boundary angle of incident



- 25 -

제3장 수치모델의 수립

3.1 대상해역의 조건

3.1.1 지리적 특성

본 항이 속한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강원

도 삼척시 원덕읍에 접하여 갈령산 으로서 경계되고 서쪽은 봉화군 소천면에

접하여 낙동강 조항천으로 경계된다. 인근 내륙의 지형 중 서부지대는 태백산

맥이 중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야가 적고 동부지대는 약간의 평야가 형

성되어 있고, 동해안과 접하여 서고동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후포항의 입구

는 남동쪽으로 열려있어서 동풍이 불 때 풍랑이 심하며 항내수심은 약

DL(-).14.2m ∼ DL.(-) 2.1m이며, 저질은 모래질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영역인 후포항은 Fig. 3.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의 중-

동쪽연안에 위치한 중요한 연안항이며 주로 화물선 및 여객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후포항은 울진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기계설비 및 석회암의 공급

항으로서 기능과 동해로부터의 대부분의 수산자원의 수집항으로서의 기능 또

한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46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우선적으로 거점형

마리나로 선정이 되었으며 Fig. 3.2 와 같이 기존 항의 입구부에 2019년까지

완공되는 마리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리나 개발을 위한 전초단계

로 여객터미널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회장을 포함한 준설계획반

영이 이루어져야하며 항구의 유역 크기에 맞추어 여러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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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View of the existing Hupo port and location of map

Fig. 3.2 Location map for Hupo port with a marina plan



- 27 -

3.1.2 기상 특성

경북해안지방의 경우 동해남부 및 동해중부에 인접해 있으며 한류와 난류

가 교차하는 해역이다. 또한 북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인근지역의 평균풍

속보다 1.5배 이상 강하게 출현하며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시에서 타 지

역보다 풍속이 더 약하게 관측되는 경향이 있다.

기상자료는 최근 30년간(1983∼2012)의 울진기상대에서 관측한 기상통계자료

를 정리․분석하였으며, 연평균 풍속은 3.7m/sec, 최대풍속은 35.0m/sec(SW)

이고, 연평균 기온은 12.7℃이며, 최고기온은 37.0℃, 최저기온은 –14℃로 기

록되었다. 풍향별 출현빈도는 W방향에서 13.86%로 가장 높고 ENE방향에서

1.41%로 가장 낮으며 정온율은 1.1%로 나타내고 있다.

Table 3.1 Characteristic of winds at Hupo (unit : m/s)

월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평균풍속 4.3 4.1 4.1 4.1 3.6 3.1 3.1 3.2 3.4 3.6 3.9 4.1 3.7
최대풍속 31.7 21.0 18.0 35.0 20.0 20.7 27.8 28.0 28.2 22.0 17.7 25.7 35.0 

W N WNW SW W ESE E SE ESE ESE WNW W SW
순간최대

풍속
51.9 41.0 29.6 50.0 34.0 28.0 34.2 49.0 36.3 34.2 32.3 43.0 51.9 
W SW SSW SW W NW E SE ESE ESE W W W

자료) 기상연보(울진), 1983∼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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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Occurance of wind with respect to wind direction (unit : %)

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출현
빈도 6.03 3.76 2.15 1.41 2.42 3.15 4.87 5.87 4.83

풍향 SSW SW WSW W WNW NW NNW 정 온
출현
빈도 4.78 8.38 12.24 13.86 11.24 8.00 6.98 1.16

자료) 기상연보(울진), 1983∼2012년

Table 3.3 Maximum wind velocity with respect to wind direction (unit: m/s)

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최대
풍속 20.3 17.3 57 18.8 21.3 25.4 26.7 15.8

풍향 S SSW SW WSW W WNW NW NNW
최대
풍속 13.3 16.7 33.3 18 25.7 23.3 21.7 18.7

자료) 기상연보(울진), 1983∼2012년

Table 3.4 Characteristic of air temperature (unit : ℃)

    월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기
온

평균 1.0 2.6 6.3 12.0 16.0 19.2 22.8 23.8 19.9 15.0 9.2 4.2 12.7 
최고 17.4 22.4 27.7 33.7 33.9 36.0 37.0 37.0 35.4 29.7 25.2 21.0 37.0 
최저 -14.0 -13.7 -6.8 -3.0 2.8 6.5 12.1 14.2 7.8 -0.4 -6.5 -10.7 -14.0 

자료) 기상연보(울진), 1983∼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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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파랑 특성

후포항의 심해설계파랑의 추정은 개정심해설계파랑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

보고서 II”, 한국해양연구원, 2005. 12)을 적용하여 파향별로 선정하였으며 직접

적인 영향의 파랑은 E∼S 파랑이며, 파랑변형실험 수행을 통한 설계파랑을 선

정한 것을 이용하였다. Table 3.5는 기존 심해설계파 제원을 나타내며 Table

3.6은 개정된 심해설계파랑을 나타낸다. 대상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되는 SE계열 및 SSE의 파랑을 선정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5 Specifications of existing deepwater wave design

출   처 파고(m) 주기(sec) 파 향
각 항 설계파 추정보고서(건설부, 1971) 8.2 12.0 NE
설계파 추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항만청, 1976)

7.7
8.0

12.0
14.0

NE
E, NE

후포항 기본 정비계획 및 접안시설 
설계용역
(포항지방해운항만청, 1985)

8.4
7.0

12.0~14.0
11.0

NE~E
SSE

해역별(동해,남해)심해파 추정보고서
(수산청, 1988)

7.2
7.7
7.3

11.0
12.0
12.0

SSE
NE

NNE

전국항만설계파 산정보고서
(해운항만청, 1988)

7.2 11.0 SSE
7.7 12.0 NE
7.3
5.1

12.0
9.0

NNE
SE

후포항 정비 실시설계용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3)

8.4 14.0 E

7.2 11.0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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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pecifications of revised deepwater wave design

구    분 E ESE SE SSE S
파 고(m) 8.18 6.01 7.94 8.18 6.69
주 기(s) 12.47 10.46 11.96 12.27 11.18
격 자 점 077111 077112 077113 076112

대상해역

076111

076112

076110

076113 077113

077112

077111

077110

0km 2.5km 5km

N

   N
NNE
 NE
ENE

3.35m    7.17s
5.76m    9.62s
6.20m  10.03s
7.06m  12.21s

   N
NNE
 NE
ENE

4.88m    9.93s
6.16m  11.42s
6.43m  11.66s
7.65m  12.59s

ENE
   E
ESE

7.38m  12.28s
7.88m  12.33s
6.19m  10.70s

ENE
   E
ESE

7.83m  12.51s
8.18m  12.47s
6.08m  10.55s

ESE
 SE
SSE
   S

6.00m  10.47s
8.15m  12.15s
9.07m  12.88s
6.69m  11.18s

ESE
 SE
SSE
   S

6.01m  10.46s
7.77m  11.88s
8.26m  12.34s
7.19m  11.67s

SSE
   S

8.96m  12.80s
6.52m  11.04s

 SE
SSE

7.94m  11.96s
8.18m  12.27s

Fig. 3.3 Referred grid points of deepwater wave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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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의 수립

3.2.1 모델 구성의 범위

후포항의 원래 형상은 Fig. 3.4 (a)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기존의 연

구에서 수리모델의 영역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 Fig. 3.4의 (a)의 대부분의

숫자는 수리모델에서의 파의 측정위치를 나타내며 92개의 지점으로 표시되어

져 있다. 수치실험 케이스의 경우 후포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설계파인 SE와 SSE를 선택하였으며 SE방향의 심해파의

경우 파고가 7.94m 이고 주기가 11.96s이며 SSE의 경우는 파고가 8.18m, 주

기가 12.27s로 수치모의를 진행하였다. 추가로 심해파의 제원 및 바람 제원은

Table 3.7에 정리한 바와 같다.

또한 Fig. 3.4의 (b)는 후포항에 마라니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항내의 파고의

반응을 선정한 단면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나타낸 것이며 격자망을 Fig. 3.5

와 같이 파랑 전파가 용이하도록 격자간격은 10m 등간격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격자수는 233×276이다. 그리고 Fig. 3.6는 대상해역의 수심을 나타내며 외

해역은 40m에서 해안으로 옮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방파제 전면에서 20m

이고 항만내는 8∼9m로 거의 일정한 수심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4가지 경우에 따른 모의실험을 현재 수심에 대하여 수행 되어

졌으며 또한 준설계획에 따른 수심의 변화 이후를 적용하여 마리나개발에 따

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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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Wave measurement and comparison stations (a) for hydraulic and

cross sections (b) for numerical models

Direction Height(m) Period(sec) Return Period

E 8.18 12.47 50 year

ESE 6.01 11.96 50 year

SE 7.94 11.96 50 year

SSE 8.18 12.27 50 year

S 6.69 11.18 50 year

Direction
Offshore Wind Speed

(m/s)

Sea-suface Wind Speed

(m/s)
Return Period

SE 25.69 22.39 50 year

SSE 15.46 13.78 50 year

S 12.57 11.29 50 year

SSW 15.53 13.84 50 year

Table 3.7 Deep water design wave & wi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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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total mesh size at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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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Water depth at the mode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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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contents

Calculation model
1) Wave action balance equation model

2) Time dependent mild slope equation model

Element

Calculation area : 2.76km×2.33km

element interval : 10m

Mesh size : 276cells long by 233cells wide

Incident wave

condition

1) H=7.94m, T=11.96sec, wave direction=SE

2) H=8.18m, T=12.27sec, wave direction=SSE

Simulation case

Case1: Present condition

Case2: Port Extansion with berth and breakwater

Case3: Dredging Plan for the present condition

Case4: Marina Plan outside of the west breakwater

Table 3.8 Incident wave condition and simulation condition

3.2.2 수치모델 실험 조건

항만개발에 따른 항내정온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개의 수치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실험조건은 Table 3.8과 같다. 또한 반사계수는 Table 3.9와 같

이 자연해안선, 직립부두, 경사식 방파제의 조건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하였다.

Table 3.9 Applied Reflection coefficient

Structure type Reflection coefficient

Lighters wharf 0.6

Natural beach 0.1

Breakwa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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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은 실험을 위한 해안경계와 항만의 평면을 나타내며 초기 수치실험의

경우 파의 순환을 통해 항내 수질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쪽과 동쪽의 방파

제의 open구간을 설정하여 파의 반응을 모의 실험하였지만 마리나 계획으로

인해 방파제의 open구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였고 항내의 수심은 40m부터

4.5m까지 선형적으로 변하며 해안경계지역의 경우 수심은 1.2m정도로 나타난

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경우의 항만배치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Case1

의 경우 기존 후포항의 항만을 나타낸다. Case2의 경우는 2011년에 채택된 연

안항만 개정(MOMAF, 2011)에 따라 후포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앞서

소개한 두가지 주요 입사파향인 SE 방향의 파와 SSE 방향을 적용하였다.

Case2는 기존 항에 방파제의 연장과 파제제의 설치를 반영한 것으로 그림의

점선구간이다. Case3의 경우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서비스 관련 추세를 고려하

여 항내 수심의 준설을 반영한 것으로 안벽전면 및 선회장의 중심을 나타낸

다. 마지막으로 Case4의 경우는 앞서 방파제의 연장과 부두시설 확장, 준설에

서측방파제 외곽에 추가로 마리나 관련 시설의 개발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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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Present Condition Case2: Port Extension with berth and breakwater

Case3: Dredging Plan for the present condition Case4: Marina Plan outside of the west breakwater

Fig. 3.7 Water depth for 4 model test cases at Hupo port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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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치실험 및 분석

4.1 모델의 검증

입사파에 대하여 예상되는 항내 반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계조

건에 다양한 수치모델 실험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후포항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1988)의 수리모형실험으로 중요한 검증수단인 측

정값이 존재한다. 후포항과 그 주변의 수리 모델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1:100의 축척으로 되어있고 이와 함께 파고는 주기에 대해 1:10의 축척을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실험실 축척에서 위에 언급한 Case들을 수치모델을 구성하

여 수치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모델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에서 수치실험의 결과에 다소차이가 있었지만 해

저 및 해안경계조건을 보정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Table 4.1은 검

증을 위해 현재 후포항의 경우의 입력조건을 나타내며 Table 4.2～4.5는 기존

항의 92개 지점의 관측값과 SE방향과 SSE방향에 따른 모델1과 모델2의 파고

값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Fig. 4.1～Fig. 4.4는 두가지 입사파에 대한 두 수

치모델의 파고도를 나타낸다.

Wave direction 1) SE, 2) SSE

Wave height 1m

Period 14s

Lighters wharf

Reflection coefficient

0.6

Breakwater 0.4

Natural coastal 0.1

Table 4.1 Simulation Conditon for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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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Wave height value for verification (SE direction, Model1)

(unit: m)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1 0.99 1.00 25 0.17 0.12 49 0.15 0.12 73 0.15 0.14

2 0.85 0.82 26 0.35 0.34 50 0.18 0.18 74 0.16 0.14

3 0.98 0.99 27 0.69 0.76 51 0.15 0.14 75 0.19 0.14

4 0.71 0.37 28 0.84 0.82 52 0.14 0.08 76 0.21 0.17

5 0.84 0.87 29 0.91 0.93 53 0.20 0.13 78 0.18 0.14

6 0.93 0.96 30 0.77 0.78 54 0.52 0.49 79 0.17 0.14

7 0.95 1.00 31 0.86 0.83 55 0.56 0.54 80 0.20 0.18

8 0.69 0.65 32 0.69 0.69 56 0.67 0.65 81 0.21 0.18

9 0.59 0.54 33 0.31 0.28 57 0.62 0.39 82 0.15 0.15

10 0.50 0.20 34 0.27 0.24 58 0.52 0.41 83 0.14 0.14

11 0.37 0.20 35 0.22 0.18 59 0.41 0.39 84 0.25 0.24

12 0.18 0.13 36 0.15 0.1 60 0.48 0.46 85 0.22 0.21

13 0.18 0.16 37 0.12 0.1 61 0.17 0.18 86 0.19 0.17

14 0.14 0.13 38 0.13 0.1 62 0.15 0.14 87 0.17 0.18

15 0.13 0.10 39 0.14 0.17 63 0.17 0.18 88 0.14 0.14

16 0.11 0.08 40 0.12 0.14 64 0.12 0.09 89 0.17 0.18

17 0.10 0.10 41 0.15 0.20 65 0.17 0.17 90 0.18 0.18

18 0.12 0.18 42 0.14 0.18 66 0.17 0.18 91 0.17 0.14

19 0.12 0.11 43 0.14 0.13 67 0.16 0.14 92 0.20 0.14

20 0.12 0.09 44 0.20 0.17 68 0.17 0.14

21 0.11 0.08 45 0.18 0.18 69 0.17 0.20

22 0.10 0.06 46 0.17 0.16 70 0.18 0.17

23 0.12 0.08 47 0.14 0.12 71 0.16 0.18

24 0.13 0.07 48 0.15 0.14 72 0.14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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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Wave height value for verification (SE direction, Model2)

(unit: m)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Wave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1 1.1 1.00 25 0.44 0.12 49 0.17 0.12 73 0.13 0.14

2 0.86 0.82 26 0.47 0.34 50 0.20 0.18 74 0.20 0.14

3 1.1 0.99 27 0.84 0.76 51 0.23 0.14 75 0.24 0.14

4 0.49 0.37 28 0.85 0.82 52 0.15 0.08 76 0.18 0.17

5 0.82 0.87 29 0.76 0.93 53 0.11 0.13 78 0.17 0.14

6 0.97 0.96 30 0.73 0.78 54 0.54 0.49 79 0.28 0.14

7 0.90 1.00 31 0.84 0.83 55 0.48 0.54 80 0.22 0.18

8 0.70 0.65 32 0.67 0.69 56 0.62 0.65 81 0.15 0.18

9 0.55 0.54 33 0.31 0.28 57 0.45 0.39 82 0.12 0.15

10 0.31 0.20 34 0.28 0.24 58 0.42 0.41 83 0.13 0.14

11 0.21 0.20 35 0.28 0.18 59 0.48 0.39 84 0.20 0.24

12 0.20 0.13 36 0.26 0.1 60 0.60 0.46 85 0.25 0.21

13 0.22 0.16 37 0.24 0.1 61 0.19 0.18 86 0.30 0.17

14 0.20 0.13 38 0.22 0.1 62 0.20 0.14 87 0.33 0.18

15 0.13 0.10 39 0.21 0.17 63 0.21 0.18 88 0.17 0.14

16 0.05 0.08 40 0.20 0.14 64 0.2 0.09 89 0.16 0.18

17 0.09 0.10 41 0.22 0.20 65 0.15 0.17 90 0.17 0.18

18 0.13 0.18 42 0.22 0.18 66 0.12 0.18 91 0.12 0.14

19 0.15 0.11 43 0.19 0.13 67 0.10 0.14 92 0.13 0.14

20 0.07 0.09 44 0.21 0.17 68 0.08 0.14

21 0.12 0.08 45 0.20 0.18 69 0.23 0.20

22 0.19 0.06 46 0.19 0.16 70 0.2 0.17

23 0.21 0.08 47 0.14 0.12 71 0.18 0.18

24 0.20 0.07 48 0.15 0.14 72 0.14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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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Wave height value for verification (SSE direction, Model1)

(unit: m)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1 1.00 1.00 25 0.31 0.18 49 0.15 0.11 73 0.20 0.18

2 0.88 0.86 26 0.60 0.40 50 0.22 0.18 74 0.22 0.14

3 0.97 0.91 27 0.81 0.87 51 0.25 0.18 75 0.23 0.16

4 0.51 0.66 28 0.90 0.90 52 0.22 0.16 76 0.25 0.18

5 0.88 0.91 29 0.93 0.71 53 0.84 0.84 78 0.27 0.18

6 0.99 0.70 30 0.98 0.71 54 0.90 0.81 79 0.20 0.12

7 1.00 0.68 31 0.91 0.80 55 0.97 0.86 80 0.16 0.10

8 0.85 0.88 32 0.80 0.67 56 1.0 0.88 81 0.20 0.08

9 0.59 0.87 33 0.35 0.33 57 1.1 0.83 82 0.15 0.05

10 0.40 0.26 34 0.24 0.17 58 0.85 0.85 83 0.13 0.10

11 0.35 0.33 35 0.27 0.19 59 0.80 0.83 84 0.17 0.22

12 0.22 0.11 36 0.17 0.15 60 0.78 0.85 85 0.23 0.25

13 0.20 0.09 37 0.16 0.10 61 0.19 0.14 86 0.21 0.18

14 0.17 0.08 38 0.15 0.21 62 0.21 0.16 87 0.15 0.08

15 0.17 0.05 39 0.20 0.12 63 0.22 0.21 88 0.18 0.18

16 0.14 0.16 40 0.15 0.14 64 0.25 0.18 89 0.13 0.11

17 0.12 0.11 41 0.16 0.17 65 0.17 0.08 90 0.21 0.22

18 0.12 0.18 42 0.17 0.18 66 0.16 0.10 91 0.20 0.18

19 0.13 0.10 43 0.15 0.15 67 0.18 0.07 92 0.18 0.10

20 0.12 0.06 44 0.17 0.19 68 0.19 0.21

21 0.13 0.13 45 0.19 0.18 69 0.18 0.14

22 0.15 0.06 46 0.20 0.18 70 0.16 0.17

23 0.12 0.04 47 0.17 0.12 71 0.16 0.17

24 0.16 0.12 48 0.15 0.16 72 0.17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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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Wave height value for verification (SSE direction, Model2)

(unit: m)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Station

model

results

measu

rement

1 1 1.00 25 0.33 0.18 49 0.42 0.11 73 0.13 0.18

2 0.89 0.86 26 0.41 0.40 50 0.22 0.18 74 0.15 0.14

3 0.95 0.91 27 0.99 0.87 51 0.25 0.18 75 0.21 0.16

4 0.67 0.66 28 1.1 0.90 52 0.21 0.16 76 0.22 0.18

5 0.90 0.91 29 0.99 0.71 53 0.86 0.84 78 0.25 0.18

6 0.87 0.70 30 0.88 0.71 54 0.88 0.81 79 0.14 0.12

7 0.81 0.68 31 0.81 0.80 55 0.91 0.86 80 0.14 0.10

8 0.90 0.88 32 0.80 0.67 56 1.1 0.88 81 0.12 0.08

9 0.85 0.87 33 0.40 0.33 57 1.05 0.83 82 0.11 0.05

10 0.31 0.26 34 0.30 0.17 58 0.90 0.85 83 0.17 0.10

11 0.40 0.33 35 0.33 0.19 59 0.88 0.83 84 0.21 0.22

12 0.25 0.11 36 0.31 0.15 60 1.1 0.85 85 0.22 0.25

13 0.20 0.09 37 0.22 0.10 61 0.19 0.14 86 0.21 0.18

14 0.10 0.08 38 0.22 0.21 62 0.18 0.16 87 0.11 0.08

15 0.15 0.05 39 0.14 0.12 63 0.25 0.21 88 0.15 0.18

16 0.14 0.16 40 0.16 0.14 64 0.22 0.18 89 0.13 0.11

17 0.12 0.11 41 0.20 0.17 65 0.2 0.08 90 0.24 0.22

18 0.11 0.18 42 0.14 0.18 66 0.21 0.10 91 0.21 0.18

19 0.14 0.10 43 0.22 0.15 67 0.13 0.07 92 0.18 0.10

20 0.11 0.06 44 0.20 0.19 68 0.20 0.21

21 0.14 0.13 45 0.21 0.18 69 0.21 0.14

22 0.13 0.06 46 0.23 0.18 70 0.18 0.17

23 0.20 0.04 47 0.14 0.12 71 0.23 0.17

24 0.27 0.12 48 0.22 0.16 72 0.1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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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Wave height of numerical model1 (SE wave)

Fig. 4.2 Wave height of numerical model1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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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Wave height of numerical model2 (SE wave)

Fig. 4.4 Wave height of numerical model2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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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델의 실험결과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의한 수리실험결과와 일관성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g. 4.5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은 수리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솟아오른 부분은 관측점이

후포항의 방파제 외곽지역 즉 항외를 나타내는 지점이며 이러한 위치에서 파

고가 높다는 이론적인 정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모델들

의 연산처리에 따른 실험결과가 항내부두와 방파제의 경계조건에서 미묘한 차

이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지만 SE 방향과 SSE방향에 대한 두 가지 수치

모델과 수리실험결과와의 경향은 유사한 점을 확인 할 수 있고 항내의 파고비

는 0.2～0.3내에 있는 것으로 항내 정온을 확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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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Verification of numerical model for case 1 with the hydraulic model

(a) : SE wave

(b) :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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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내 부두전면 및 항로상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후포항에 6개의

Cross Section Line을 소개했다. Fig. 4.6～4.11은 수치모델에서 항만의 반응을

비교한 것으로써 각 그래프의 긴 직선과 점선은 SE 파향을 나타내며 파선의

경우는 SSE 파향을 나타낸다. 수평단면에 따른 입사파의 반응(Line1～1)은 항

구의 입구까지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파제 통과 직후 0.

2～0.3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Model 2의 경우는 급격

히 작아지는 것에 비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Model 2가

Model 1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Model 1에 사용된 가정과

방정식은 회절로 인한 파는 방파제 뒤쪽으로 돌아가 직접 반사시키지 않고 영

향을 끼치는 것 없이 진행하게 된다. 파는 방파제전면에서는 파의에너지를 반

사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방파제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쪽(The lee side)

은 어떠한 에너지도 반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소파방파

제에 따른 반응의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Model 2가 항내 정온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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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 1 (Line 1)

Fig. 4.7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 1 (Line 2)

Fig. 4.8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 1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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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 1 (Line 4)

Fig. 4.10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 1 (Line 5)

Fig. 4.11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 1 (L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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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치해석 및 분석결과

여러 Case에 따른 항의 반응을 미리 비교하기 위해서는 입사파의 조건에 대

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인 파랑장 뿐 아니라 항구 확장

과 준설계획에 따른 단면(line1～6)부분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적으

로 Case 4인 마리나 계획은 정온한 수면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2에 대한 항내 정온도 실험은 Fig. 4.12∼4.13으로 재현되었다. 항구 확

장에 따라 방파제 150m를 연장하였고 파제제 역시도 150m 설치됨으로써 입

사파와 모델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었다. Model 2는 앞서 4.1절에 묘사한 것과

같이 Model 1보다는 회절이 더 명확하게 보이며 Fig. 4.12∼4.1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입사조건 파고 7.94m, 주기 11.96sec를 사용한 SE 방향의 항내 파고

값의 경우 0.5m이내의 파고값을 보이고 있으며 방파제 입구부의 파고는 이전

Case 1과 비교해서 방파제의 연장에 의해서 파고값이 낮아진 것을 보이고 있

으며 입사조건 파고 8.18m, 주기 12.27sec를 사용한 SSE 방향의 항내 파고값

은 마찬가지로 0.5이내의 파고값을 보이고는 있으나 SE 방향의 파보다는 약간

은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입구부 파고 역시도 이전 Case 1과 비교해

서 파고값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치모델의 결과로 보아 SE 방

향보다는 SSE 방향의 파가 더 높은 파고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Case 1과 비교해서 방파제의 연장과 파제제의 설치는 항내 정온을 더욱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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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Simulation results for port extension plan for SE wave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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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Simulation results for port extension plan for SSE wave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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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2 (Line 1)

Fig. 4.15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2 (Line 2)

Fig. 4.16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2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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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2 (Line 4)

Fig. 4.18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2 (Line 5)

Fig. 4.19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2 (L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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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후포항은 현재 여객선의 운영이 후포, 울릉, 독도를 잇는 여객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울릉도는 매년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울릉도

의 부족한 선박접안시설이 완공이 되면 후포항도 이에 맞춰 여객선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Table 4.6과 같이 관광객 역시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므로 접안지역과 선회장의 일부구간의 준설을 통해 항내 변화를 비교 분

석하였으며 Fig. 4.21과 같이 준설은 Case 3의 경우로 선회장의 직경 330m로

준설수심을 7.5m로 잡았으며 이전 Case 2인 방파제의 연장과 파제제의 설치

에 추가로 준설을 한 영역에서 입사조건인 SE 방향과 SSE 방향의 파고값을

분석하였다. Fig. 4.23～4.28에서 비교 분석 가능한 구간이 Cross Section Line

(1～1)의 종점부와 Line (2～2)의 중간부 그리고 Line (3～3)의 시작부가 준설

을 한 영역이 되며 방파제에 의해 항내 정온한 구역이 되기에 파고값의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Table 4.6 Demand forecast result of tourists and ferries (단위 : 명)

년 도
구 분 2011 2015 2020 2025 2030

연 평 균  증 가 율 ( % )
’11~’15 ’15~’20 ’20~’25 ’25~’30

관광객 30,325 30,247 33,038 35,474 36,819 -0.09 1.78 1.43 0.75
여객수요 31,225 30,906 33,757 36,246 37,621 -0.34 1.78 1.43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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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Floor plan at Hu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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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Simulation results for dredging plan for SE wave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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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Simulation results for dredging plan for SSE wave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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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3 (Line 1)

Fig. 4.24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3 (Line 2)

Fig. 4.25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3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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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3 (Line 4)

Fig. 4.27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3 (Line 5)

Fig. 4.28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3 (L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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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후포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

로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상 전국 46개소 중 거점형 마리나항

만6개소 중 후포항이 선정됐다. 마리나 개발을 통한 항내 정온도의 비교 분석

의 경우 Fig. 4.29와 같이 후포항의 서쪽 방파제 왼쪽에 마리나 계획을 두고

있으며 그림과 같은 형상을 통해 앞서와 동일한 입사조건을 반영해 결과를 얻

었다.

Case 4의 경우는 SE 방향과 SSE 방향의 입사파에 대해서 항외 지역인

Corres Section Line (5～5)와 Line (6～6)에서 이전 Case와는 달리 파고값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전 Case의 경우 파고값이 최대 1m의 결과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0.5m정도의 파고값을 얻었으나 마리나 개발에 따른 파고값의 경

우 전면에 방파제에 의해 파고값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듯이 0.1～

0.2m의 파고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실험 가운데 항구의 확장과

준설, 마리나 개발 계획은 이들 간의 상호비교를 통해서 낮은 파고값의 결과

와 항내 안정조건을 주는 결과를 얻었다.

Fig. 4.29 Location map for Hupo port with a marin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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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 Simulation results for marina plan for SE and wave (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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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Simulation results for marina plan for SSE and wave (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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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4 (Line 1)

Fig. 4.33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4 (Line 2)

Fig. 4.34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4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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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4 (Line 4)

Fig. 4.36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4 (Line 5)

Fig. 4.37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Case4 (L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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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E wave (Line 1)

Fig. 4.39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E wave (Line 2)

Fig. 4.40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E wave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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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E wave (Line 4)

Fig. 4.42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E wave (Line 5)

Fig. 4.43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E wave (L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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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SE wave (Line 1)

Fig. 4.45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SE wave (Line 2)

Fig. 4.46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SE wave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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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7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SE wave (Line 4)

Fig. 4.48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SE wave (Line 5)

Fig. 4.49 Comparison of wave amplification ratio at the selected cross

sections for SSE wave (L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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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침식 및 퇴적 영향분석

후포항의 경우 동해안 지역으로써 남해나 서해 지역에 비해서 수심이 깊

으며 조차 와 조위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나며 동해의 조차는 0.2m, 조위

는 1m이하이며 서해의 경우는 조차 8.1m, 조위 150m이상이 난다. 또한 수

심이 깊으면서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퇴적작용보다는 침식이 활발하며 퇴적

물이 쌓이지 않고 바로 바다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롭고 백

사장도 육지와의 거리가 짧은 편이다. 현재 후포항의 침식 및 퇴적량의 경우

는 1∼2㎝ 내외로 실제로 변화량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방파제 연장과 준설 그리고 마리나 개발에 따른 침식 및 퇴적량을 분석해

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4.3.1 해빈류 모형

연안류 모형은 파랑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연안역에서의 파랑에 의한 흐름

(Wave induced current) 즉, 해빈류를 계산한다. 기본방정식은 파랑에 의한

잉여응력(Radiation stress)을 계산한 후 이것을 외력으로 하는 천수 방정식

으로서 다음과 같다.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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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

여기서 h는 수심, U,V는 해빈류의 각 방향 성분 유속, 는 평균 수위의

상승량,  ,는 수평확산계수, 는 해수밀도, 는 해저면 응력, 는 파랑

의 잉여응력을 나타낸다.

  ≅ ( 4 . 4 )

여기서 N은 수평혼합계수 X는 정선에서 외해방향으로의 거리를 나타낸다.

한편, 는 잉여응력(radiation stress)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cossin  ( 4 . 5 )

 sin ( 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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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os ( 4 . 7 )

여기서 E= ρgH2/8 /    sinh 이다.
한편, 해저면 마찰응력은 단일진행파를 대상으로 유도한 Nishimura(1985)

근사식을 사용한다.






 
cossin ( 4 . 8 )





 sin




 ( 4 . 9 )

여기서,  

  
   



ωb는 파에 의한 저면 수립자 속도 성분의 진폭으로
sinh


, θ는

파의 진행방향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나타낸다.

4.3.2 지형변동 모형

해저지형변동 모형은 파랑변형과 해빈류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파랑과 흐

름이 공존하는 해역에서 소류사 및 부유사 이동에 의한 해저지형 변동을 계

산하는 것이다. 기본 방정식은 표사 보존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73 -






 







 
′



′  ( 4 . 1 0 )

여기서, λ는 공극률, γ 부유사가 지형변동에 미치는 기여율, qs, q b 는

각각 부유사와 소류사를 나타낸다.

한편 q' bx, q' by 는 해저경사를 고려한 소류사량의 수정식으로 다음과 같

이 나타낸다.

′   / ′   ( 4 . 1 1 )

qx, qy 는 각 격자점에서 표사 flux의 x, y 성분이며, 소류사량의 평가는

흐름에 의한 소류사량 ( qc )과 파랑에 의한 소류사량 (qw)으로 구분하여 산정

하며, 흐름에 의한 소류사량 ( qc )식은 다음과 같다.

  /   ( 4 . 1 2 )

여기서, Q c=A c(τ-τ cr )/ ρg, A c는 무차원 계수(0.1 ～10), τ는 파․흐름

공존장 에서의 최대저면 마찰력, τ cr은 한계 저면 마찰력을 나타낸다.

위 식에서 τ 가 τ cr 보다 크면 Q=0으로 흐름에 의한 소류사량은 발생

되지 않게 된다. 한편 파랑에 의한 소류사량 (qw)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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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1 3 )

 
  ( 4 . 1 4 )

여기서, Qw=Aw(τ-τ cr )/ ρg이고,   









이다.

U b̂ =πH/(T sinh kh)으로 저면에서 파랑에 의한 최대 수립자 속도를 나

타낸다. 위 식들의 각각의 계수는 H는 파고, T는 파의 주기, k는 파수, Bw

: 19.55( d/ω 0)
3, ω 0는 수립자의 침강속도, Fw는 마찰계수, S=

ρ s-ρ

ρ
이

다. 표사의 이동방향을 나타내는 상수인

F d  

 tanh  × tanh   와 같은 식으로 나

타내고 여기서, ψm는 최대 shield 수, α는 20, ψ c1는 0.2, ψ c2는 0.5로 나타

낸다.

사질토에 대한 수리실험 결과에 의하면 무차원계수 A c는 Aw의 10배 정

도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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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해빈류 및 표사이동 분석

해빈류 및 표사이동은 앞서 Model 1의 파고 및 파향등의 값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후포항의 경우는 조차가 크지 않기에 침식 및

퇴적량은 많지 않다. Fig. 4.50∼Fig. 4.57은 후포항의 현재 상태와 방파제

연장 및 준설 그리고 마리나 계획에 따른 해빈류와 표사이동을 나타낸다. 그

림에서 각 a는 해빈류를 나타내며 1안을 보면 남쪽 방파제전면에서 해빈류

가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

로 침식 및 퇴적과 관련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SE파

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는 SSE파가 해빈류가 약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2안의 경우 입구부 방파제가 연장이 되었기에 항내의 해빈

류 흐름이 1안보다는 다소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서쪽 방파제 전면부의

해빈류 흐름 역시도 약해진 것을 볼 수 있다. 3안의 경우 항내 준설의 경우

이며 방파제의 연장에 따라서 해빈류가 항내로 진입이 어렵기에 이전 2안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4안의 경우 마리나의

건설로 인한 해빈류의 흐름은 남쪽방파제 전면부는 이전과 유사한 영향을

끼치지만 서쪽 방파제의 전면에 마리나가 개발 되면서 해빈류의 흐름이 다

소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표사이동에 따른 30일간의 침식 및 퇴적의 경우 1안의 경우를 보면 남쪽

방파제 입구부에 0.2∼2㎝정도의 침식의 경향이 다소 두드러지게 보이며 일

부 구간은 퇴적이 된 지역도 보이고 있으며 동쪽 해안의 경우 넓게 퇴적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SE파에 비해서 SSE파의 경우는 침식 및 퇴적의 구

간이 조금 넓게 진행이 되었으며 파의 입사 방향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쪽 해안의 퇴적구간은 축소된 경향을 보인다. 2안 및 3안의

경우는 방파제의 연장과 준설을 통한 침식 및 퇴적구간은 앞서 1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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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안의 경우 마리나 건설로 인

해 왼쪽편의 침식과 퇴적이 약간은 넓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후포

항의 경우 방파제 연장 및 마리나 건설에 따른 해빈류와 표사이동의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침식 및 퇴적량이 미미하며 항내 영향을 끼

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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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0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1 (SE wave)

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1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1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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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2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2 (SE wave)

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3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2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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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4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3 (SE wave)

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5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3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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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6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4 (SE wave)

A: Nearshore Current B: Sediment Transport

Fig. 4.57 Nearshore Current and Sediment Transport rate for Case4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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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후포항은 중-동쪽 연안에 위치한 중요한 연안항이며 지형적 왜곡이 적고

특히나 거점형 마리나로써 선정됨에 따라 항내 정온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또한 심해에서의 파가 천해로 올수록 천수효과, 반

사,회절, 굴절의 파랑 특성 뿐 만 아니라 해저마찰이나 경계면흡수등의 변화

까지도 분석하여 선박의 항내 하역작업이나 접안 및 이안시에 관련된 문제

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Wave Action Balance Equation

모델과 Time Dependent Mild Slope Equation모델을 통해 연안파가 후포항

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수치해석결과가 실제 관측 데이터인 물리적 모델과 비교하여 검증한 이후

결과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가지 수치모델은 항구 확장과 준설

그리고 마리나 개발후의 항내 정온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입사조건은 50년

빈도의 SE 파향에 H=7.94, T=11.96과 SSE 파향에 H=8.18, T=12.27로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먼저 검증의 경우 두 모델의 실험결과는 반점으로 찍힌 92개 지점의

수리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파고가 높은 지역은 방파제 외곽지역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수치모델들의 연산처리에 따른 실험결과가 선박과 방파

제의 경계조건에서 미묘한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구

간을 제외하고 일관성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항내 방파제의 확장과 파제제의 설치에 따른 경우가 Case 2의 경우로

특히 남쪽 방파제 확장에 따른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입구부의 파고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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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Model 1은 파고값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에 비해 Model 2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으므로 Model 2가 Model 1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는

Model 1의 경우 회절의 수행에 있어서 파가 직접적으로 방파제 뒤쪽(The

lee side)은 에너지의 반사가 없이 수행 되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3) 준설 및 마리나 개발에 따른 수치모델은 Case 3과 Case 4의 경우로 준

설의 경우 비교 분석을 한 구간이 Cross Section Line (1～1)의 종점부와

Line (2～2)의 중간부 그리고 Line (3～3)의 시작부가 되며 파고값이 준설

전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거점형 마리나 개발의 경우는 마리나가 들어서는 지역의 파고값의 전후가

최대 0.5～1m의 파고값을 가지는 구간이 0.1～0.2m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추가로 Model 1의 결과값에 의한 해빈류 및 표사이동을 통해 침식 및

퇴적의 경향을 알아보았다. 해빈류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남쪽 방파제

쪽과 후포항의 동쪽부근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표사

이동이 남쪽 방파제 부근과 동쪽해안 부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방파제 입구부 부근에서 침식의 경향이 나타나며 동쪽일부 해안에서는 침식

과 퇴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따라서 두 수치모델과 두 파향에 따른 항구의 확장과 마리나 개발 후의

항내 정온에 관해 적절한 실험을 하였고 여기서 Model 2와 Model 1에 비해

더 나은 항내 반응을 예측하는 것을 인지 할 수 있었으며 Case 4의 마리나

계획에 따른 실험이 항내 정온의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결과를 얻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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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내 퇴적물 및 퇴적작용 및 침식 등을 알아보았으며 파와 해류의 상호

작용에 의한 침전물의 이동이 이 지역에서 미미한 점을 보아 항내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수질

보호 측면에서의 방파제 순환구역 적용이나 오염물 확산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과 이에 따른 여러 대책이 수립되어야 마리나 개발에 따른 영향 정보를

더 많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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