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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irst stage of construction for Busan New Port emerged over

the sea surface at the north container terminal site. With this, there are lot

of discussions and debates on increasing the water depth at the approaching

channel and mooring basin from the existing 15m to 18m by dredging work

in order to be able to serve over 12,000TEU containership, and at the same

time, correction to the reclamation plan of shipbuilding complex at the mouth

of the new port and hinterland at the part of Undong Bay of the new port

site. Although the harbor and coastal boundaries are protected from the

effects of the open ocean by natural coastal islands and two new

breakwaters, the approach channel is wide enough to get external wind and

wave forces. The inner navigation channel, commences at the gap formed by

the outer breakwaters, is long and wide extending to the narrow bays of

Ungdong and Angol before reclamation. The openings at the entrance was

changed due to the removal of the shipbuilding complex pla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basin responses.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wave transformation process

where the change of a wide water basin appear due to on-going reclamation

and dredging works, we applied the spectral wave model including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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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to the related site, together with the energy balance models. This

study summarizes comparisons of harbor responses predicted by several

numerical predictions obtained at Busan new port site. Numerical model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for the original port plan and the several

corrected plans.

Since the attack of typhoon "Maemi" in 2003, it is expected that the

design wave parameters for coastal and harbor structures in this area would

be somewhat changed and so the extreme wave condition at each terminal

and tranquility of berthing area does, to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nquility at each berth. Hence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several numerical models for these conditions and performed simulation

together with the circulation model simulation, compared with the field data

collected. The result showed the increase of the harbor response part of the

basin but not severe condition. However, a certain location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rough sea condition when a severe typhoon hit the site.

In order to calculate available berth operation ratio in Busan New por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numerical simulation with different wave

conditions for ordinary waves. These are required when estimating the

harbour calmness or the net working rate of cargo handling for each berth.

The waves obtained by statistically, processing data based on either actual

measurement or hindcasting, were introduced to estimate the averaged

relative wave heights, critical deepwater waves for the limit of cargo

handling work and mooring at each berth, and occurrence of critical waves

at each berth and annual ratio of available berth operation. The estimation

shows 1% reduction on the berth operation ratio comparing with that of the

first port design plan. Furthermore, calculation and field measurement of the

ship generated waves at the Busan New port were introduced for the future

analysis of the dynamic berth operation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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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허브 항만으로서 미주지역에서 아시아를 경유하여 중동

및 유럽을 거치는 물동량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수출입 물

동량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항만으로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한 환적화물의 증

가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인해 기존 부산항으로는 이를 대처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산 도심 발전으로 인한 체선체화의 증가로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항만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천혜의 지

리적 조건을 갖춘 부산 가덕도와 진해 용원 인근에 신항을 건설키로 하였다.

부산신항은 2015년까지 30개선석의 부두시설과 배후부지 329만평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총사업비 11조 7996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1995

년 4월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 북 컨테이너부두 1단계 공사에 착공하여

당초 예정 기간을 1년4개월여 앞당긴 2005년도 말 3선석, 2006년도 말에 3선석

이 준공 가동되었고, 2009년도 말에는 북컨테이너부두 전체가 준공되었으며,

올 3월에는 남컨테이너부두 4선석도 개장하여 가동에 들어갔다.

Table 1.1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예측에 관한 국

토해양부의 자료로서 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컨테이너 화물은 연평균 7.1%, 환적화물은 13.9%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 되며

Table 1.2는 2013년까지 조정된 계획에 반영된 사업비와 사업내용으로서 신항

의 개장과 기존 북항의 재개발로 인해 부산항의 물류가 점차 신항으로 집중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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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 2001 2006 2008 2011

전국물동량

(환적)

606

(117)

980

(306)

1,927

(801)

2,290

(977)

2,967

(1,318)

부산

물동량

(환적)

540

(117)

807

(294)

1,109

(520)

1,217

(594)

1,404

(725)

북항 419 598 598 598 598

부산신항만 - - 511 619 806

Table 1.1 Forecast for demand of container capacity (Unit:10,000 TEU)

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구분 전체(1995～2013) 2009 2013

계

사업비(억원) 117,996 71,048 46,948

선석

효과(만TEU)

30

1,085

18

605

12

1,085

재

정

사업비(억원) 52,471 43,230 9,241

사업내용

방파제 1.49km

투기장호안 20.8km

준설 6천2백만

안벽 0.4km(1선석)

어업보상 등 1식

1.49km

20.8km

4천만

0.4km(1선석)

1식

-

-

2천2백만

-

1식

민

자

사업비(억원) 65,525 27,818 37,707

사업내용

(선석)

안벽 9.55km

(29)

안벽 5.45km

(17)

4.1km

(12)

Table 1.2 Total construction expenses for Busan New port

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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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부산신항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설계파랑 이상의 극한 파랑

이 도래하여 480억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태풍 매미로 부산신항의 피

해액은 238억여원, 복구비용은 24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는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호안 유실 145억원, 민자(1-1단계)부두 37억, 동방파제 침하 40억

등 총 7개 사업이 피해를 입어 부산신항만 공사현장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

로 나타났다. 태풍 매미 내습시 부산신항은 관측조위가 3.76m, 동방파제의 파

고가 12m(4층 높이)였으며, 부산 북항의 경우 관측조위 2.36m, 파고 10.5m로

각각 집계되어 부산신항이 바람과 파도,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

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인한 안전 항로수심확보를 위한 추가준설(당

초 15M에서 18M)과 입주예정 업체의 포기로 인한 조선단지의 취소뿐만 아니

라 계획 초기부터 끊임없이 안전 통항을 위해 제기되어 왔던 토도의 제거, 공

사 진행 중 내습했던 태풍 매미로 인한 설계파랑의 기준 변경 등은 대형 공사

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나쳐버릴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2015년 준

공 후에도 물류부지의 추가확보를 위한 매립과 부산 신공항건설 등의 변수는

항상 잠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경 요소들은 항만 내외역의 정온도에 영향을 미침

은 물론 항만 가동율에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해 부산신항만이 동북아

시아 국제물류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전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현행 항만설계기준을 보면 항만 정온도 기준은 선박규모별 항내 한계

파고만이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항만의 연중 이용일수를 나타내는 항만 가동

률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작업의 효율에 달려있으며, 하역효율은 다시 접

안선박의 파랑에 의한 동요 및 하역기계의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 선박의 동요

는 파고뿐만 아니라 주기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해․조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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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외력조건, 계류시스템의 특성과 선박의 제원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

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신항만 건설 후 극한파랑이 도달했을 시 다양한 파랑모

형들을 이용하여 신항만 연안 수역에서 파랑의 영향권을 파악하고 폭풍시의

파랑에 대한 신항만의 정온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평상시의 파랑을 분석하

여 항만가동률을 산정하고자 한다. 특히, 부산신항만의 개발초기단계에서의 실

험조건과는 수심, 매립범위 및 해안선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건설과정에서 나

타났고 이를 본 연구에서 반영하였으며, 상세해역과 장래 개발해역 등에서 파

랑장과 유동장의 변화에 근거한 부두의 정온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적용해온 프로그램과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한계를 파악하고 결과의 신뢰

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이 기초 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보편적인 결론에 이

를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1.2 연구동향 및 방법

파랑과 흐름에 대한 연구는 수리실험법, 현장관측법과 수치모형실험법이 있

다. 이들 중 수리실험법은 플룸 또는 3차원 수조실험실에서 상사법칙을 이용하

여 모형을 작성하고 현장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특히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힘

든 수리현상까지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만건설에서는 널리 활용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모형제작에서 실험실의 규모에 다

라 원형이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수평과 수직축이 왜곡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

제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사율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한

다.

한편, 현장관측법은 대상해역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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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법에 비하여 가장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유효한 결과를 위하

여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관측자료가 누

락되거나 부족한 경우에 실제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관

측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나 그 결과를

타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컴퓨터의 혁신과 수치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물리현상을 수식화한

수치모형법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커다란 이점

을 가졌지만 물리현상의 수식화 과정에 잘못된 가정과 누적된 오차로 인해 실

제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 특히, 적용한 현장뿐만 아

니라 타 지역에 대한 적용도 가능한 범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시간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수치모형을 사용하기

로 한다.

외곽시설 이외의 항만시설 구조의 안정 또는 수역시설의 정온도 등을 검토할

때 적용하는 파랑은 10년 이상의 실측자료나 30년 이상의 기상자료에 의해 추

산한 파랑자료에 대해 적절한 통계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파는 통상 지형의 영

향을 받지 않은 심해파이다.

파랑의 통계처리는 Fig.1.1(OCDI, 2002)과 같이 구조물의 심해설계파를 설정

하기 위하여 극한상태를 나타내는 폭풍 및 태풍시의 이상파랑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항만내 정온일수 및 가동률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시파랑을 대

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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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Procedure for setting the waves to be used in design

(after OCDI, The Overseas Coastal area Development Institute of Japan, 2002)

통계처리로 선택한 파가 연안역으로 전파하여 수심의 심해파의 파장보다 얕

은 해역으로 되면 파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 파고 등이 변형된다. 파의 변형에

는 굴절, 회절, 반사, 천수변형, 쇄파 등을 포함하며 구조물 설치지점 또는 수로

및 안벽과 같이 파랑자료를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파

의 변형을 수치계산, 모형실험 등으로 적절히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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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파랑과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여 구조물 안정성평가, 항내 정

온도 평가, 퇴적물 및 오염원의 이동, 지형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해

석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수치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연안이 동해안쪽은

비교적 해안선이 단순한 반면 남․서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다수의

섬이 산재해 있어서 해저경사 및 조석 조류의 크기 등 다양한 해역조건에 따

라 적용하는 수치모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개발해역이

내만에 위치하고 있어도 연안수역이 넓고 조류로 인한 유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바람 및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해역에서의 파랑장의 변화로 야기

된 연안수역 및 항내의 정온도와 부두의 가동율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수치

해석적 접근을 다룰 것이다.

1.2.1 파랑변형에 관한 연구

파랑의 수치모형은 경험적인 모형과 에너지 평형방정식 및 질량 및 운동량

평형 방정식을 기초로 하는 모형으로 분류한다. 경험적인 모형은 Sverdrup &

Munk(1947)가 2차 세계대전 중 풍파를 예측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로서 불규칙

한 파랑을 정량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유의파라는 통계량을 도입하였고, 그 이

후 Brestschneider(1952)와 Wilson(1955)이 많은 관측 자료를 보완하여 SMB법

으로 명명하였다. SMB법이 파의 불규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파랑 스펙트럼의 개념을 도입하여 파의 발생, 발달, 너울의 전

파, 해안에서의 파랑 변형 등을 계산하는 기법이 Pierson et al.(1955)에 의해서

개발되어 PNJ법으로 불렀다. 이 두 방법은 이론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관

측 자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 평형방정식에 기초한 모형은 Gelci et al.(1957)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

지만, 파랑발달과 소산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 후에 파랑 생

성이론을 Pillips(1957)와 Miles(1957)가 발표하고, Hasselmann(1962)이 비선형



- 8 -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평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파랑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에너지평형 방정식에 기초한 수치모형은 수

심 변화와 구조물의 형태에 따른 회절이나 반사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질

량 및 운동량평형 방정식에 기초한 수치모형은 바람 발달에 의한 효과와 파랑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을 기술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Vogel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지적

한 바 있다.

에너지 평형방정식에 의한 수치모형은 파랑의 발생, 소산 및 비선형 상호작

용의 고려여부와 평가방법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모형으로 분류된

다. 제3세대 모형의 대표 격인 SWAN모형(Booij et al., 1966)은 WAM모형이

연안역에서 중요한 수심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쇄파, 3파 비선형 상호작용 등을

포함할 수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 음해법을 이용하여 파랑의 전파를 계산하고,

수심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쇄파 및 3파 비선형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Holthuijsen et al.(2003)은 회절현상을 고려하지 못하는 스

펙트럼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경사방정식과 스펙트럼 모형을 결합

시켜 회절현상을 재현하였다.

현재까지 이 모든 물리적 현상들을 단 하나의 모형에 전부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행히 현재 개발되어져 있는 모형은 과거에 다룰 수 없었던 제반

인자들을 나름대로 포함시켜서 개발하였으므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 결과의

제시 방법을 다양한 그래픽 기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화려

하게 보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적용할 때 큰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적용 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개발된 모형의 배경

을 조사․이해하고 모형 적용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랑의 재현을 위하여 바람장의 유무에 따른 수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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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에서 파랑의 전파과정을 살펴보고, 반사와 회절의 적용 유무에 따른 파랑

장의 변화를 다룰 것이다. 또한, 유동장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대상역의 중요

위치에 대한 유속과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흐름과 파랑, 바람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수치실험도 수행하여 파랑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1.2.2 흐름변형에 관한 연구

해수유동에 관한 수치모형도 컴퓨터의 발달과 밀접하여 1980년도 초반경에 2

차원 모형이 기술적 안정화 및 기업화 단계에 이르렀고, 3차원 모형은 1980년

대 초반에 기술개발 성과가 가시화 되어서 현재는 기술의 안정화 단계, 기업화

초기단계에 이른다. 특히, 근래에는 기상모형과 연결하여 자료동화로 실시간

예보를 시험 운용하고 있는 수준에 와 있으며, 여러 흐름간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는 복합순환모형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해양의 물리적 현상을 다룰 때 조석, 폭풍해일 등과 같이 외력에 대한 해양

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연직적이며 균일한 것으로 가정한 이론에 근거

하여 단층의 천해모형(one layer shallow water model)을 많이 다루는데, 이와

는 달리 이들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적인 효과로 인한 운동까지를 포함

한 다층의 경압모형(multi level baroclinic model)이 원시방정식을 이용하여 연

구되고 있다(Glaperin & Mellor, 1990a,b).

1.2.3 연안수역의 정온도예측

연안수역에서 해안구조물 설계시 필요한 설계파 및 정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서는 심해설계파 조건으로부터 대상지점에 이르기까지의 파랑변형요소를 고려

하여 계산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 파의 굴절, 천수변형, 쇄파변형 등이 반영되

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절이나 반사 등의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불규칙파의 적용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으로는 포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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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에너지평형방정식, 완경사방정식, 비정상완경사방정식의 모형 등이 사

용될 수 있다.

모형 수치해석방법
불규칙파의

적용
비선형성 쇄파

회절,

반사

계산

노력

포물형파동

방정식
유한차분법 가능 약간 가능 회절 소

에너지평형

방정식
유한차분법 가능 ㆍ 가능 ㆍ 소

완경사방정식
유한차분법 가능 ㆍ 가능 ㆍ 중
유한요소법 가능 ㆍ ㆍ ㆍ 대

비정상완경사

방정식
유한차분법 ㆍ ㆍ 가능

회절,

반사
중

Table 1.3 Comparison of coastal tranquility analysis models

1.2.4 항내정온도예측

항내에서 파고분포는 임의수심조건에서 기본적으로 파의 회절, 반사, 굴절,

천수변형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항내에 자연해안을 가진 경우에는 쇄파

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불규칙파의 방향스펙트럼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는

Helmholtz 방정식을 경계요소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방법, 완경사방정식을 유한

차분법 또는 유한요소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Boussinesq type 방정식을 유한차분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밖에 근사적인 해석방법으로서 파향선법, 경상법과 회절계수를 이용한 高

山(1981)의 방법은 간편법으로서 적용할 만하다. 이것을 표로서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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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수치해석방법 불규칙파의 적용 비선형성 쇄파 계산노력

Helmholtz방정식 경계요소법 가능 ㆍ ㆍ 중

완경사방정식
유한차분법 가능 ㆍ 가능 중
유한요소법 ㆍ ㆍ ㆍ 대

비정상완경사방정식 유한차분법 ㆍ ㆍ 가능 중

Boussinesq type

방정식
유한차분법 가능 가능 가능 대

高山의 간편법 파향선법 가능 ㆍ 가능 소

Table 1.4 Comparison of harbor tranquility analysis models

본 연구에서는 연안수역의 정온도 해석에는 광역풍파모형인 제 3세대 파랑모

형(SWAN)과 비정상 상태의 완경사 방정식에 의한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복잡

한 해안형상 및 해저지형의 변화가 많은 접근항로 및 항내수역의 정온도 해석

에는 해저면의 급한 경사 (steep slope)와 곡률 (curvature) 등을 고려하여 임

의의 지형에 대해 급격한 변화성분을 정의한 확장 완경사방정식 (extended

mild-slope equation, Booij, 1983; Massel, 1993 등) 모형과 파랑과 흐름의 연

동을 반영할 수 있는 파랑스펙트럼의 정상상태 보존에 대한 지배방정식

(Jonsson, 1990)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출현율의 분석을 통한 상시파랑의

해석을 통하여 정적특성에 따른 항만가동율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2,3,4장에서는 각각 연안수역, 항만내수역, 파랑과 흐름의 연동에 의

한 정온도를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 항만가동율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

또한, 항만가동율은 선형, 크기 및 선적상태, 계류 상태, 접이안 속도 등 선박

의 특성과 대상항 내에서 선박의 통항으로 인한 항주파의 크기 등으로 부두에

계류 중인 선체의 운동에 따라 동적거동을 분석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관측과 계산을 통해 부산신항에서 통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

한 항주파의 크기를 산정하여 5장에서 제시하고 장래에 동적특성의 분석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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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안수역 정온도 해석

2.1 대상해역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영역은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및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위치

하는 해역으로서 가덕도 및 송도, 연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진해만 입구의 가덕수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덕도와 진해

만 사이의 천소해역으로 부산항 항계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거

제도가 위치해 있다.

20년간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대상지역에 부는 바람은 지형적 특성에 의하여

하절기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SW)이, 동절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북서풍(NW)이 주풍향을 이루고 최대풍속은 태풍에 의해 발생한다(기상

연보(1978년～1997년)). 조사기간 중 순간 최대풍속은 1987년 8월에 43.0

m/sec(NE)로 관측되었다. 풍속이 10m/sec 이상이 되는 일수는 87.9일/년 이며

12월과 1월에 각각 10일이 넘었다.

대상해역의 파랑은 계절풍 및 태풍에 의한 것이나 겨울철의 경우는 내륙에

서 다소 파랑을 차단하고 있어서 주로 여름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덕도

여름철 파랑 특성은 평균파향이 대부분 SE∼SSE 사이이며 유의파주기는 너

울 내습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7초 이하이다. 1996년 7월20일∼10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의 관측자료를 보면 관측기간 중 최대파는 유의파고 1.87m, 유의파

주기 14.7초, 평균파향 S45.4°E 이다. 너울 내습시의 스펙트럼 형태는

JONSWAP 스펙트럼의 모양과 유사하며 매우 협대역을 가진다.

부산신항만 개발지역의 평균고조간격은 8시간 18분 정도이며, 대조평균만조

위가 약 1.8m로 부산항보다 0.5m 정도 높으나 조차가 남해안 및 서해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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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편이다. 조석형태수는 0.16∼0.17을 갖는 반일주조가 탁월하며 일조부등

이 적다.

대상해역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이 간행한 조류도에 창낙조시 최강유속은 0.1∼

1.1m/sec이고 95년도 7월과 8월의 연속관측에서도 0.2∼0.74m/sec 정도로 나

타났다.

건설 중인 부산신항은 방파제 총 길이 1,49km, 북측, 남측, 서측 컨테이너부

두의 안벽 10.05km, 배후부지 329만평, 철도 및 배후수송시설 등의 건설이 예

정되어 있으며, 북측, 남측, 서측 배후부지의 총 면적은 329만평(북측 93만평,

남측 41만평, 서측 195만평)이 계획되어있다. 서측 배후부지는 이미 가호안건

설이 완료되어 준설토의 투기가 진행되고 있고, 초기에 계획하였던 동방파제

배후의 조선단지는 현재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웅동만에 연결된 안골만

은 장래에 매립할 계획이다. 이 항만의 입출항 항로는 가덕수도로부터 600m

의 폭을 가지는 부산신항만 입출항 왕복항로로 연결되고 토도 전방에서 토도

를 중심으로 남측항로와 북측항로로 분기되어 입항하는 선박은 남측항로를 이

용하고 출항하는 선박은 북측항로를 이용하는 일방통항식 교통방식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항계획 초기에 고려되었던 입항수로 및 항내수로와

서측 및 북측 일부 구간에서는 8,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을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수심 15m에서 16m로, 일부구간은18m로 증심하는 것으로 변경되

었다. 따라서 제반 변경과 관련해 부두안정성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신항만에 근접하는 해역의 안정성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신항만 연안수역에서의 정온도 해석은 에너지평형방정식을 기초로 한 제3세

대 파랑모형과 질량 및 운동량방정식을 기초로 하는 비정상상태 완경사 방정

식모형을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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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he site of Busan New Port for model simulation



- 15 -

2.2 제3세대 파랑모형 해석

Delft 대학에서 개발된 제3세대 풍파모형(SWAN)으로서 심해 풍파모형인

WAM, WAVEWATCH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파랑모

형 중 하나이다. 심해입사파, 바람, 해저면 및 해류 조건으로부터 연안역, 호수

및 하구의 파랑을 계산한다(WAMDI group, 1988). 이 모형의 기본방정식은

Cartesian 좌표계에 대해 파랑작용 평형방정식(wave action balance equation)

에 의해 설명된다.
















 


(2.1)

파랑 작용 평형방정식의 좌변 제1항은 파랑 작용의 시간변화량, 제2항과 제

3항은 지리적 공간에서의 파랑 작용의 전파, 제4항은  상에서 수심과 해류의

변화로 인한 상대 주파수의 이동, 제5항은 공간  상의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절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각 공간상의 전파속도, 는 상대 주파수, 는 파향,  

는 에너지의 생성, 소산, 전달을 표현하는 에너지 소스항, 은 작용 밀도 스펙

트럼(action density spectrum)을 나타낸다.

파랑 작용 밀도 스펙트럼(= )과 파랑 에너지 밀도 스펙트럼(= )

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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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파랑 에너지 전파

정상상태로 가정할 경우 파랑 평형방정식에서 독립변수인 시간 즉, 첫 번째

항은 방정식으로부터 제거되고 각각의 평형방정식의 각 항은 다음과 같이 유

한차분법으로한 수치기법으로 근사화 된다.

지형적인 공간에서의 전파



 
≃



 

(2.3)



 
≃



 

(2.4)

스펙트럼 공간에서의 전파



 
≃







 

(2.5)

방향 공간에서의 전파



 
≃

 





 

(2.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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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와 는 각 공간상의 격자수(grid counter)이며, , 는 스

펙트럼 공간상의 풍상차분(upwind difference)이나 중앙차분(central

difference)의 정도를 결정하는 계수로, 주기와 방향공간에서 수치적 확산

(numerical diffusion)을 조절한다.

평형방정식의 우변은 에너지 유입항과 에너지 소산항의 합을 나타내며 이는

다음 식과 같이 파랑의 생성, 소산 및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포함된다.

    (2.7)

여기서, 은 바람에 의한 에너지 유입, 는 에너지 소산, 는 4파 비선

형상호작용이다.

바람 에너지가 파로 전이되는 것은 공진 메카니즘(resonance mechanism)과

전단 메카니즘(feed-back mechanisim)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응되는 각 항

은 선형적인 발달과 지수적인 발달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8)

여기서, A(선형적 발달)는 Cavaleri와 Malanotte- Rizzoli(1981)의 식을 사용

하였다. B(지수적 발달)는 Snyder et al.(1981)식과 Janssen(1989, 1991)식 중

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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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파랑 에너지 소산

파랑 에너지의 소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항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1) 백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은 Komen et al.(1984)식과 Janssen(1991)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Komen et al.(1984)의 바람 입력식을 사용한 경우 백파 소산 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2.9)

여기서, 는 경사 종속계수, k는 파수,  는 평균주파수,  는 평균 파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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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여기서,  ,  , 는 수치상수로 Komen et al.(1984)와 Janssen(1992)에 의

한 값을 사용하며, 는 파형경사, 은 PM스펙트럼(Pierson과 Moskowitz,

1964)의  의 값( ×)이다.

2) 저면에 의한 에너지 소산은 저면 마찰, 저면 운동, 투수 및 불규칙 저면

의 산란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SWAN 모형에서는 Weber(1991)의 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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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면마찰 소산 을 계산하였다.

  sinh


  (2.11)

여기서,  은 저면마찰계수이다.

3) 파랑장에서 수심에 의해 발생하는 쇄파에 의한 파랑 에너지 소산의 계

산에는 단파 모형이 적용된다(Battjes and Janssen, 1978). Eldeberky and

Battjes(1995)는 파랑 스펙트럼에 비례하는 쇄파 소산 공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공식을 쇄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식으로 사용하였다.

   

 
 





 
(2.12)

여기서, 는 수치상수, 는 쇄파율, 는 최대파고로   로 계산된

다. 는 Nelson(1987)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cot for   (2.13)

여기서, 는 해저면의 경사, 는 쇄파 발달의 관측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

으며, 모형에서는 1.0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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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al grid

[0, 0]

[mxc, 0]

[0, myc]

[mxc, myc]

xc

yc

x

y

xpc

ypc
alpc

Fig. 2.2 Transform of coordinates considering the incident wave

direction

본 모형에서 격자는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와가 일정한 고정격자, 와가 다른 가변격자, 곡선격자이다.

지형공간에서 일차풍상차분법, 스펙트럼공간에서 여러 변수들을 풍상차분법

과 중앙차분법을 같이 사용하는 음해법으로 해석한다.

3파 비선형작용을 계산하기 위해 Eldeberky(1996)가 사용한 LTA (Lumped

Triad Approximation) 근사법을 선택하였다. 4파 비선형상호작용은

Hasselmann et al.(1985)에 의해 제안된 DIA (Discrete Interaction

Approximation) 근사법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모형에서 사용된 JONSWAP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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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Phillips 상수, 는 첨두주파수, 은 첨두향상계수이다.

σ는 스펙트럼의 폭을 결정하는 파라메터로 다음과 같다.

  for  ≦ 
  for   

Hasselmann et al.(1973)이 북해에서 관측한 심해 파랑자료의 분석결과에 의

하면 α와 fm은 취송거리와 풍속의 함수로 결정되며, , a, b의 평균값은 각

각 3.3, 0.07, 0.09로 나타난다. 특히, 의 분포범위는 1.0 ～ 6.0이다.

유의파고 Hs와 파향 은 다음 두 식과 같이 정의된다.

   (2.15)

 tansin  cos   (2.16)

지형공간과 스펙트럼 공간에서의 경계조건은 해안선을 통과하거나 계산영역

을 지날 경우에는 완전히 흡수되는 것으로 한다. 개방경계에 해안지역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사되는 에너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심해 개방경계에서

만 에너지가 입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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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모형의 구성

본 연구의 대상영역은 부산 신항만의 북컨테이너부두, 남컨테이너부두 및

소형선부두, 일반부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로 및 박지의 준설전의 수심은

15m, 준설후의 수심은 18m로 적용하였으며, 조선단지가 개발되었을 때의 변

화와 웅동만 지역의 매립으로 인한 파랑변화의 예측을 위해 Table. 2.2와 같이

총 3개의 Case를 설정하여 수치실험 하였다. 모형은 유한 차분격자를 적용하

였다. 유한차분격자의 간격은 100m간격이며, Fig. 2.3과 같은 격자를 사용하였

다. 대상영역에 적용된 유한차분의 격자수는 Table 2.1과 같이 제 3세대 파랑

모형의 차분 격자수는 69,000개 이다.

Case Number of Gird 

F.D.M. 3rd generation wave model 69,000

Table 2.1 Numerical model characteristics

Dredging Reclamation Island(Todo) Ship yard

Case 15m 18m Before After With Without With Without

1 ○ ○ ○ ○

2 ○ ○ ○ ○

3 ○ ○ ○ ○

Table 2.2 Simulation conditions for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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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FDM mesh for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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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Water depth from the 3rd generation wave model at the

mode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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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실험의 수심자료는 이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원 간행 수치해도(Chart 

No. 202, 206)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파랑의 입력조건으로 해양수산부 발

행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보고서를 참고하여 Table 2.3에서와 같이 파향 S,

파고는 9.63m, 주기는 14.18sec이며, 파향 SSE, 파고는 12.47m, 주기는

15.54sec로 수치 실험하였다.

Direction Height Period
Return
Period

Remark

S 9.63m 14.18 sec 50 year MOMAF

SSE 12.47m 15.54 sec 50 year MOMAF

Table 2.3 Incident wave condition for design wave

비교 분석을 위하여 각케이스별 벡터도와 등파고선도는 그림상에서 분석이

어려워 현재 최종안을 대상으로 하여 벡터도와 등 파고선도를 작성하였다. 각

케이스별 분석을 위해서 그래프로 파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수치 모형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2.5는 외해역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내진입시 위험성 분석을 위해서

항로와 외곽 방파제 외해 영역의 파고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위치도이다.

Fig. 2.6은 신항만으로 진입하는 항로를 Route.A 와 Route.B의 두 가지 경

로를 정하여 파고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위치도이다.

Fig. 2.7는 파랑 내습시의 항내 파고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북컨테이너 부

두 13선석, 남컨테이너부두 13선석, 소형선 부두3선석 및 소형선 부두 3선석을

비교 분석지점으로 지정한 위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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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Orientation of lines for the comparison

of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Fig. 2.7 Busan new port berths for the comparison

of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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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모형실험 및 분석

바람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파랑변형과 파랑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명확히

고려할 수 있는 제 3세대 파랑모형을 사용하여 부산신항만 해역에 대해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Case는 Table 2.2에서 총3개의 Case이며 Fig. 2.8 ～ Fig. 2.13은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조건별 수치실험결과를 나타낸 파고벡터도이다.

Fig. 2.14 ～ Fig. 2.15의 그래프를 통해서 각 지점의 Case별 파고를 비교하였

다.

1) 항로 파고 비교

크게 외곽방파제 외해역과 내해역으로 구분하여 파고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

다. 각 Case별 파고 분포를 Fig 2.11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항내의 방파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좌측에는 방파제 외부 항로의 데이터를 우측에는

방파제 내부 항로의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가) 항로 외해역 (Gird Number 1～10)

항로의 경우 항 입구 부근의 Grid Number 1～10번의 수치실험 결과를 보면

SSE파가 5.1m에서 4.7m로 점차 감소하는 파고값을 가지는 반면 S파는 4.6m

에서 4m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4.5m로 증가하는 것을 알수있다.

나) 항로 내해역 (Gird Number 11～20)

항로의 경우 항 입구 부근의 Grid Number 11～20번의 수치실험 결과를 보

면 Case 1과2는 4m에서 2m로 점차 감소하나 Case 3의 경우 4.5m에서4.2m로

약간 감소함을 알수있다. 이는 S파와 SSE파가 항내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

타내지 않는 반면 토도가 없는 Case 3이 Case 1과2에 비해 파고가 감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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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알수있다.

또한 S파와 SSE파 공히 Case 1에 비해 Case 2, 3의 파고값이 0.3m정도 낮

은 파고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있다.

2) 방파제 외해지역

방파제 외해 지역에서는 평균 파고가 2.5～4.6m 내외로 높은 편이었다. 항

로 주변의 구역은 4.5m내외로 다소 높은 파고 분포를 보였다. 진입부에서 우

측 가덕도 측면(No.1～No.3)은 2.5m내외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항로

좌측(No.12～No.15)에서는 각 Case별 S파의 파고값들이 전반적으로 2.5～3.1m

내외의 분포를 보인 반면에 SSE 방향의 파고값들은 3.0m～4m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지역의 우측에 위치한 가덕도의 영향으로 S 방향의 파랑은 가

덕도 좌우측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Fig. 2.9)에 SSE방향의 파랑은

항로부 쪽으로 전체 유입 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항만 내의 웅동만 매립, 토도의 유무, 조선소의 매립은 방파제 외곽의 파

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준설수심이 18m인 Case 2,3은 준설

수심이 15m인 Case 1에 비교하여 항로내 파고 20cm 가 낮게 나타나고 항로

우측의 파고가 반대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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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Vector map for S wav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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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Vector map for SSE wave (Case 1)



- 32 -

                         5m
Wave Height
                         2m

Fig. 2.10 Vector map for S wav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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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Vector map for SSE wav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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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Vector map for S wav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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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Vector map for SSE wav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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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Comparison of wave height from the 3rd generation

wave model along the l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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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항만 내부수역

항내의 정온도 분석을 위해 항내에서 선석별로 36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파

고를 비교분석하였다. 산출된 데이터는 Table 2.4, Table 2.5를 통해 정리했으

며, Fig. 2.16 ～ Fig 2.21의 지형도상에 수치로 표기하였다. 각 지점별 Case에

대한 파고를 비교하기 위해 Fig 2.22, Fig 2.23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파향 S방향의 준설전 데이터의 결과를 보면 북컨테이너 부두에서는 A1에서

1.55m 전․후의 파고가 나왔고, A2, A3, A4 선석에서는 토도가 없을 때보다

토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서 파고가 0.2m～0.5m정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파랑이 항내로 진입하면서 A13 선석에서는 파고가 0.12m까지 감소하였

다.

남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입사파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북컨테이너 부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파고인 0.61m～0.12m까지

분포했다.

소형선부두의 경우 1.2m～1.4m정도의 파고분포를 나타냈으며, 웅동만의 매

립 유무에 따라서 파고 0.01m～0.02m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형선

부두가 웅동만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반부두는 파향 S에서 2.3m～2.5m의 파고가 계산되었고, 파향 SSE에서는

2.8m～2.9m의 파고가 계산되어 0.5m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동방파제 및

서방파제의 위치가 S파향에 비해서 SSE 파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요약하면 북컨테이너의 A1,A2,A3에서는 S파가 SSE파에 비해 파고가

높고 일반부두에서는 반대로 SSE 파가 S파에 비해 파고가 높다. 그리고 Case

별 파고의 높이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일부 구간에서 Case 1보다 Case 2와

3이 약간 높아 항내 정온도가 조금씩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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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1.52 1.35 1.32

A2 0.86 0.70 0.81

A3 0.57 0.48 0.88

A4 0.63 0.58 0.83

A5 0.54 0.50 0.49

A6 0.39 0.32 0.31

A7 0.21 0.19 0.19

A8 0.15 0.15 0.15

A9 0.14 0.13 0.14

A10 0.14 0.13 0.14

A11 0.13 0.13 0.13

A12 0.13 0.13 0.13

A13 0.13 0.12 0.12

남

컨테이너

부두

B1 0.61 0.54 0.54

B2 0.34 0.29 0.29

B3 0.19 0.18 0.19

B4 0.17 0.17 0.17

B5 0.15 0.15 0.15

B6 0.15 0.14 0.15

B7 0.14 0.14 0.14

B8 0.14 0.14 0.14

B9 0.14 0.14 0.14

B10 0.14 0.14 0.14

B11 0.13 0.13 0.13

B12 0.13 0.13 0.13

B13 0.13 0.13 0.13

소형선

부두

C1 1.21 1.21 1.21

C2 1.35 1.33 1.33

C3 1.22 1.19 1.19

일반

부두

D1 2.45 2.49 2.48

D2 2.43 2.45 2.44

D3 2.31 2.28 2.28

신항만

입구

E1 0.59 0.56 0.54

E2 2.54 2.28 2.28

E3 3.54 3.28 3.28

E4 2.92 2.87 2.87

Table 2.4 Comparison of wave height from the 3rd generation wave

model for S wave at each berth after dr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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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1.21 1.07 1.03

A2 0.68 0.52 0.61

A3 0.43 0.35 0.66

A4 0.49 0.43 0.59

A5 0.40 0.35 0.34

A6 0.30 0.24 0.23

A7 0.19 0.17 0.17

A8 0.15 0.13 0.14

A9 0.14 0.12 0.13

A10 0.13 0.12 0.13

A11 0.13 0.12 0.13

A12 0.13 0.12 0.13

A13 0.13 0.12 0.12

남

컨테이너

부두

B1 0.47 0.39 0.40

B2 0.27 0.23 0.24

B3 0.18 0.16 0.17

B4 0.16 0.15 0.16

B5 0.15 0.14 0.15

B6 0.15 0.14 0.15

B7 0.14 0.14 0.14

B8 0.14 0.14 0.14

B9 0.14 0.13 0.14

B10 0.14 0.13 0.14

B11 0.13 0.13 0.13

B12 0.13 0.12 0.13

B13 0.13 0.12 0.13

소형선

부두

C1 1.17 1.14 1.14

C2 1.38 1.36 1.36

C3 1.27 1.26 1.26

일반

부두

D1 2.84 2.88 2.88

D2 2.88 2.93 2.92

D3 2.67 2.72 2.72

신항만

입구

E1 0.46 0.42 0.42

E2 2.08 1.85 1.85

E3 3.62 3.37 3.37

E4 3.32 3.26 3.25

Table 2.5 Comparison of wave height from the 3rd generation wave

model for SSE wave at each berth after dr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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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SE wave at each be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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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정상완경사 파랑모형 해석

본 모형은 광역 파랑변형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파랑의 천수, 굴절, 회절,

쇄파변형 및 파랑 흐름간의 간섭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비정상 상태

의 완경사 방정식을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유도한 타원형 편미분방정식이다.

파랑의 굴절, 회절 및 흐름과의 간섭효과에 의해, 변형되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비정상 상태에서의 완경사라는 가정하에서 Kirby(1986)에 의한 다음 식

을 이용하여 기본방정식을 유도한다.


 

∇⋅



∇⋅∇    

(2.17)

여기서,    ⋅ 이다.


 

 

⋅∇⋅


⋅∇ (2.18)

위 식은 파고분포에 따른 파랑의 비선형 효과를 포함한 것이므로 shoal 뒤에

서와 같은 파향집중지역에서 파고의 분포를 계산하기에 적합하다.

상기의 두 식을 정리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완경사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

다.

∇⋅∇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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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를 대입하여 미분한 후, 유속이 파속 보다 매우 크다고 가정

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아진다.


 ∇


∇⋅∇∇ 


  (2.20)

∇⋅ ∇∇⋅  ⋅∇ (2.21)

위 식 중에서 식 (2.20)은 회절효과가 고려된 파수 |∇S|에 관한 식이며,

식 (2.21)은 파의 에너지 보존식을 나타낸다. 위의 두 식을 다시 정리하고, 파

수의 비회전성에 관한 식과 ∇에 대한 식을 각각 ∇×∇ 와

∇ ∇cos∇sin 로 정의하여 다시 정리하면 Fig. 2.21와 같은 좌표계

에서 정상상태 하에서의 파고 변화에 의한 회절효과와 파랑과 흐름간의 간섭

효과를 고려한 파랑 변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본 방정식이 된다(이 등,

1989).

∇ 




∇⋅∇


(2.22)

∇⋅ ∇∇⋅  ⋅∇ (2.23)




∇ sin


∇ cos  (2.2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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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절 효과를 고려한 파수

 : 파고

 : 파속

 : 파수 

 : 상대 각주파수 tanh
 : 수심

 : 파랑의 군속도

 : 절대 각주파수   

 : 파수 벡터

 : 평면에서의 유속 벡터

 : 파향

기본 방정식 중 식 (2.22)는 회절 효과를 고려한 파수 보존식이고, 식 (2.23)

은 파의 에너지 보존을 나타내는 식으로 이 두 식으로부터 파고가 계산된다.

마지막 식 (2.24)는 파수의 비회전성으로부터 유도한 파랑의 진행방향 계산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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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모형의 경계 및 계산 조건

본 모형에서는 해가 빠르게 수렴하도록 Fig. 2.10과 같은 각 격자점에서 파

고와 파향의 초기치를 개략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정밀 계산을 하

게 된다. 먼저, 수심과 입사파 제원 및 파의 분산관계식 ( tanh)을
이용하여 파수 를 구하고, 이로부터 파속  와 군속도 를 각 격자점에서

구한다. 다음에 Snell 법칙에 의하여 초기 파향을 구하고, 천수계수와 굴절계

수를 계산한 후 초기 파고를 계산한다.

초기치를 이용하여 기본 방정식을 유한차분 양해법으로 푸는데, 먼저 ∇ 

를 구하고 다음에 파향 를 계산한 후 파고 를 계산한다. 파의 진행방향으

로는 전진 차분법을 적용하고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는 중앙 차분법을 적

용하여, 외해 입사 경계역부터 모형 영역 내부로 계산을 수행하여 가는데 각

격자점에서 다음과 같은 수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까지 계산을 반복한다.

∇

∇∇   
(2.25)



  
(2.26)

한편, 각 격자점에서 계산된 파고를 쇄파고와 비교하여 파고가 쇄파고보다

크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쇄파조건은 심해파 주기와 해저경사를 고려한

Weggel의 식을 사용하였다(Weggel. 197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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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쇄파 파고

 : 쇄파 수심

 : 파랑 주기

 exp

  exp

 : 해저 경사

모형의 경계는 크게 입사 경계와 투과 경계로 구분된다. 외해의 입사 경계

에서는 입사파의 파고, 주기 및 파향이 주어지며, 측면 및 육지 경계에서는 파

가 투과하도록 하는 투과 경계조건을 준다.

X

Z

H

h

Reference
level

i

Sea-bed

Fig. 2.24 Coordinate system for wave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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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Definition of calculation domain in the numerical model

2.3.2 모형의 적용성

수치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천퇴장의 조건에서 실시한

수치실험과 기존의 수리실험결과(Berkhoff 등, 1982; Ito & Tanimoto, 1972)를

비교, 검토하였다.

Berkhoff(1982)의 실험에서 천퇴장에서 최대수심은 45cm이며 파의 입사방향

과 20° 정도 기울어져 연안쪽으로 수심이 감소하는 형태이고, 실험대상영역의

중앙 경사 1/50인 사면위에 타원형의 천퇴(shoal)가 놓여있다.(Fig. 2.24 참조)

Berkhoff가 제안하였던 수심의 식은 식(2.28)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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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입사 경계면에서의 수심과 파고 및 파향은 일정하며, 계산조건은 다음과 같

다.

입사파의 파고() : 0.0464m

파장() : 1.56m

주기( ) : 1.0초

파향(  ) : 0.0°

차분간격() : 0.5m

본 모형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를 Fig. 2.26에서 정의한 단면별로 수리모형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 Fig. 2.27과 같다. 이 그림은 각 단면에서 수치계산결

과와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입사파고로 나누어 무차원화된 파고를 나타낸 것이

다.

단면 1에서의 파랑의 변형특징은 외해에서 입사한 파랑이 천퇴 중심을 통과

한 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면 2는 파랑이 천퇴를 통과한 바로 뒷면

으로 회절과 굴절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계산치와 관측치를 비교하

면 파랑변형의 경향은 보이지만 천퇴 뒷부분의 파고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

한 원인은 선형분산방정식을 사용하여 파랑의 비선형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다.

연안과 수직인 방향에서 천퇴를 중심으로한 단면과 천퇴중심에서 좌측 그리

고 우측에서의 계산결과는 단면 6, 7,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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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형 실험의 결과 파랑의 전반적인 변형은 수리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천퇴주위의 복잡한 파랑변형에 대해서는 미세한 변

화까지 나타내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제 해안에 적용할 경우 충

분히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26 Bottom topography of Berkhoff sh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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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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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모형의 구성

비정상완경사방정식 모형을 Fig.2.28와 같이 대상해역을 2.2절과 같은 입사

조건에 대하여 69,000개의 F.D.M.격자로 모형을 수립한 결과는 Fig.2.2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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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8 Water depth at the mode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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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FDM mesh for the study area

Case Number of Gird 

F.D.M.
non steady-state mild slope Eq.

wave model site 69,000

Table 2.6 Numerical mode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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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모형실험 및 분석

본 절에서는 파향 S, SSE에 대하여 파랑의 천수, 굴절, 회절, 쇄파변형 및

파랑 흐름간의 간섭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비정상상태 완경사방정식

파랑모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치실험을 수행 하였다.

제3세대 파랑모형의 결과분석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지점을 이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2.30 ～ Fig. 2.35는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조

건별 수치실험결과를 나타낸 파고벡터도이다.

산출된 데이터는 Table 2.7, Table 2.8를 통해 정리하였는데 제 3세대파랑

모형에 의한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1) 항로 파고 비교

외곽방파제 외해수역과 내해수역으로 구분하여 파고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

다. 각 Case별 파고 분포를 Fig 2.36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항내의 방파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좌측에는 방파제 외부 항로의 데이터를 우측에는

방파제 내부 항로의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가) 항로 외해수역 (Gird Number 1～10)

항로의 경우 항 입구 부근의 Grid Number 1～10번의 파향 S의 준설 전․

후를 비교하면 항로 파고가 Case 1에 비해서 Case 2, 3에서 파고가 약간 낮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파향 SSE에서도 마찬가지로 Case 1에 비해

Case 2, 3에서 각 항로의 파고가 0.3m정도의 미세한 감소를 보였다. 파고는

방파제쪽으로 접근할수록 4m에서 2.5m로 감소하고 있다.

나) 항로 내해수역 (Gird Number 11～20)

제3세대 파랑모형과 마찬가지로 파고 데이터는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을 하

였다. 항만내 수로에서는 급속하게 감소 곡선을 그리며 파고 값이 2.5m에서

1.4m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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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파제 외해수역

Fig. 2.37의 방파제 외해수역의 파고 분포도에서 육지와 인접한 No.1 과

No.15번의 데이터들은 이상적으로 높은 파고 값을 나타내었다. 항내 파고값을

비교 하여 보면 2.2절의 제3세대 파랑모형과 비슷한 준설수심 15m에서 항로

파고가 준설수심 18m의 파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선단지 매립에

따라 파고가 No.14 및 No.15 지역에서 4～5m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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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0 Vector map for S wav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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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Vector map for SSE wav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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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Vector map for S wav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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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Vector map for SSE wav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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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4 Vector map for S wav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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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Vector map of SSE wav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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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6 Comparison of wave heights along the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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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Comparison of wave height on wave model outside Brea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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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항만 내부수역

항내의 정온도 분석을 위해 항내에서 선석별로 36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파

고를 비교분석하였다. 산출된 데이터는 Table 2.7, Table 2.8를 통해 정리했으

며, Fig. 2.38～Fig 2.43의 지형도상에 수치로 표기하였다. 각 지점별 Case에

대한 파고를 비교하기 위해 Fig 2.44, Fig 2.45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파향 S방향의 Case 1 데이터의 결과를 보면 북컨테이너 부두에서는 A1에서

1.27m 전․후의 파고가 나왔고, A2, A3, A4 선석에서는 토도가 없을 시 토도

가 존재했을 때에 비해서 파고가 0.1m～0.2m정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파랑이 항내로 진입하면서 A13 선석에서는 파고가 0.0m까지 감소하였다. 남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입사파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

에 북컨테이너 부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파고인 0.40m～0.0m까지 분포

했다. 소형선부두의 경우 2.0m～1.5m정도의 파고분포를 나타냈으며, 웅동만

의 매립 유무에 따라서 파고 0.01m～0.02m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

형선 부두가 웅동만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반부두는

파향 S에서 1.7m～2.2m의 파고가 계산되었고, 파향 SSE에서는 2.2m～2.5m의

파고가 계산되어 0.5m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동방파제 및 서방파제의 위

치가 S파향에 비해서 SSE 방향의 파랑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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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1.273 1.082 1.084

A2 0.924 0.802 0.897

A3 0.623 0.553 0.738

A4 0.373 0.35 0.407

A5 0.231 0.22 0.235

A6 0.100 0.095 0.102

A7 0.001 0.001 0.001

A8 0.000 0.000 0.000

A9 0.000 0.000 0.000

A10 0.000 0.000 0.000

A11 0.000 0.000 0.000

A12 0.000 0.000 0.000

A13 0.000 0.000 0.000

남

컨테이너

부두

B1 0.401 0.376 0.377

B2 0.145 0.141 0.143

B3 0.007 0.006 0.008

B4 0.000 0.000 0.000

B5 0.000 0.000 0.000

B6 0.000 0.000 0.000

B7 0.000 0.000 0.000

B8 0.000 0.000 0.000

B9 0.000 0.000 0.000

B10 0.000 0.000 0.000

B11 0.000 0.000 0.000

B12 0.000 0.000 0.000

B13 0.000 0.000 0.000

소형선

부두

C1 2.004 1.602 1.597

C2 1.767 1.412 1.416

C3 1.496 1.182 1.188

일반

부두

D1 1.681 1.487 1.487

D2 1.807 1.572 1.571

D3 2.239 1.926 1.925

신항만

입구

E1 1.685 1.528 1.528

E2 2.635 2.265 2.265

E3 2.249 2.036 2.035

E4 0.713 0.721 0.673

Table 2.7 Comparison of wave heights at each berth for S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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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1.092 1.036 1.035

A2 0.788 0.765 0.857

A3 0.531 0.525 0.709

A4 0.326 0.343 0.396

A5 0.203 0.225 0.223

A6 0.087 0.102 0.091

A7 0.000 0.001 0.000

A8 0.000 0.000 0.000

A9 0.000 0.000 0.000

A10 0.000 0.000 0.000

A11 0.000 0.000 0.000

A12 0.000 0.000 0.000

A13 0.000 0.000 0.000

남

컨테이너

부두

B1 0.347 0.365 0.367

B2 0.128 0.139 0.142

B3 0.006 0.006 0.005

B4 0.000 0.000 0.000

B5 0.000 0.000 0.000

B6 0.000 0.000 0.000

B7 0.000 0.000 0.000

B8 0.000 0.000 0.000

B9 0.000 0.000 0.000

B10 0.000 0.000 0.000

B11 0.000 0.000 0.000

B12 0.000 0.000 0.000

B13 0.000 0.000 0.000

소형선

부두

C1 1.791 1.55 1.542

C2 1.574 1.378 1.37

C3 1.333 1.157 1.151

일반

부두

D1 2.218 1.823 1.823

D2 2.143 1.719 1.719

D3 2.534 2.031 2.031

신항만

입구

E1 1.715 1.635 1.635

E2 2.419 2.231 2.234

E3 1.976 1.979 1.978

E4 0.627 0.706 0.657

Table 2.8 Comparison of wave heights at each berth for S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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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안수역 정온도 해석 결과

2.2절과 2.3절에서 바람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파랑변형과 파랑의 비선형 상

호작용을 명확히 고려할 수 있는 제 3세대 파랑모형과 광역 파랑변형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파랑의 천수, 굴절, 회절, 쇄파변형 및 파랑 흐름간의 간섭효과

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비정상 상태의 완경사 방정식을 정상상태로 가정

하여, 유도한 타원형 편미분방정식을 사용하여 부산신항만 해역에 대해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한 결과 모형별 특성에 의해 방파

제 부근에서 파고가 2m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나, 각 항로 및 선석의 준설과

매립 조건별로 실험결과의 상대적인 비교 분석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안 수역의 정온도에는 준설과 매립이 특별한 영향을 가

져오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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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4 Comparison of wave height at each berth for S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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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5 Comparison of wave height at each berth for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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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만내 정온도 해석

가덕도 및 거제도를 포함한 외해수역에서부터 연안수역에 이르는 영역에서

파랑의 전파 및 변형에 대한 검토에 이어 본 장에서는 여러 수치 파랑모형을

부산 신항만 해역에 적용하여 항로 및 박지 내의 준설전후, 웅동만 매립전후,

토도의 유무, 조선단지의 유무의 케이스로 나누어 항로의 파고분포와 유속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적용모형은 확장완경사방정식(extended mild slope

equation)을 지배방정식으로 개발한 파랑모형을 사용하였다.

3.1 확장완경사 파랑모형의 기본방정식

접근항로를 포함한 항내의 표면파랑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2차원 타원형

완경사 파랑 방정식을 다음 식(3.1)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특히, 이들 수역

은 파랑의 굴절, 구조물에 의한 파랑의 회절 및 부분반사, 해저마찰에 의한 에

너지 손실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식(3.1)을 수정하여야 한다.

∇⋅∇


  (3.1)

여기서,  = 복소해면변동함수

 = 


; 각주파수 (radians/sec)

 =  ; 위상속도(phase velocity)

=


 ; 군속도(group velocity)  

 s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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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심에서 선형분산관계식  을 만족

하는 파수 (= )를 가리킨다.

식 (3.1)은 해안영역에서의 파랑의 굴절과 회절 그리고 반사가 고려된 방정

식이나 해저면의 급격한 경사 및 고차의 굴곡율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식

(3.2)와 같이 이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



∇


∇  (3.2)

이 때   및  는 각각 해저경사의 제곱 및 곡률에 비례하는 계수

로, 파의 에너지 전달률  

 sinh
 을 사용하여 식 (3.3) 및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ssel, 1994). 이 식의 상세한 유도는 Massel(1993)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tanh


 sinhcosh

 ․
  cosh cosh cosh
   sinh   sinh sinh

(3.3)

   
  sinhcosh

  cosh sinh sinh sinh
 


cosh
tanh 

(3.4)

kh에 대한 식(3.3)과 식(3.4)에 의한 계산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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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그러므로 수심이 아주 얕은 천해역 ( kh →0)이거나 수심이 아주 깊

어지면 ( kh →∞), 이들 비례계수는 0이 되고 식 (3.2)의 부가항이 0이 되어 일

반적 완경사방정식과 같아진다.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kh

-0.12

-0.10

-0.08

-0.06

-0.04

-0.02

0.00

0.02

0.04

0.06

E1
(kh

) &
 E

2(k
h)

Legend

 E1(kh)

E2(kh)

Fig. 3.1 Functions E 1(kh) and E 2(kh) with respect to kh

그러나, 대상영역에서는 이 외에도 해저면의 마찰, 쇄파 등의 다른 인자들도

파랑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고려하면 완경사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확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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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여기서,  ∇

∇ ; 해저경사의 제곱 및 곡률항

 = 마찰항

 = 쇄파파라메타

본 연구에서는 Dalrymple et al.(1984)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진폭 감쇄계수를

사용하여 마찰항을 나타낸다.

 
 








sinhsinh

 


 (3.6)

여기서,    ; 파랑의 진폭

 마찰계수

마찰계수는 레이놀즈수와 저면조도에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계수  의 크기

는 Manning의 소산계수 또는 조도계수 과 비슷한 범위의 값을 가지며, 공간

(x,y)의 함수로서  을 지정할 때 항내 진입에 따른 손실요소를 위해 항만입

구에 더 큰 값을 부여한다. 쇄파파라메타인 에는,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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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계식 외에도, 비선형파의 시뮬레이션을 본 모형에서 재현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진폭을 고려한 파랑분산관계

를 사용할 수 있다. 식 (3.1), (3.2) 및 (3.5)에 있는 선형분산관계식을 비선형

분산관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nh tanh (3.8)

 sinh
coshtanh

  sinh
 



(3.9)

본 모형에서 적용하는 경계조건으로 해안선이나 투과성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반사경계조건이 적용된다.




 (3.10)

는 복소계수로 다음 식과 같이 사용한다.

 


(3.11)

여기서,  = 반사계수

개방경계를 따라 유출되는 파랑은 무한대로 전파되어 결국 소멸되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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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Sommerfeld의 방사조건(Radiation condition)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

기로 한다.

lim
→∞

 

→ (3.12)

여기서,  = 산란파의 포텐셜

 = 중심 축에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

의도하는 산란파의 포텐셜 는 완경사방정식의 해이고, 식 (3.12)의 방사조

건식을 만족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

cossin (3.13)

여기서,  = 제1종 Hankel함수이고 제2종 Hankel함수는 무한대에서

Sommerfeld 방사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식 (3.13)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는 일정수심의 외부 영역을 필요로 한다. Fig. 3.2와y 같은 항만

문제에서도, 식 (4.13)에서 나타낸 산란파의 포텐셜은 개방경계와 관련된 단면

 및  에서 직선상의 완전반사 해안선을 필요로 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Xu et al.(1996)은 개방경계조건에서 대안을 개발하였다. 즉, 개방경계

를 따라 다음의 포물선형근사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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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여기서, 



 



, 



이다.

이때  는 개방경계  를 따라 평균수심에 상응하는 파수를 채용하였다. 모

형영역  내에서, 확장완경사방정식이 적용한다. 반원형호  를 따라서 개방경

계조건으로 위와 같이 포물선형 근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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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Definition sketch of model domain

3.2 모형의 적용성

모형의 검정을 위해 Fig. 3.3과 같이 실린더의 중앙부에 특정 수로를 계획

하였다. 일정한 수심상태에서 수로가 없는 경우와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수로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파랑이 입사하는 것으로 하여 실험하고 결과를 각

각 일반 해석해와 Tsay et al.(1989)의 수치해 등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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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앞서 원통형 구조물에 대한 모형의 정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물 주

위를    간격으로 하여 유한요소(352 nodes, 596 elements)를 구성하였

다. 수로가 없는 실린더의 경우에는 200개의 node와 292개의 element가 사용

되었다. 실린더형 구조물의 반경을 라고 할 때 구조물 경계(   ), 해역의

중앙(   ), 개방경계(   )에서의 계산 결과는 해석해와 비교하여

Table 3.1에 정리하였으며, 이를 다시 Fig.3.4와 Fig.3.5에 비교하였다. 양쪽 공

히 구조물의 경계에서 완전반사를 고려한 식(3.11)에서 적분항 값으로




  인 경우로 하여 비교한 것으로 해석해(a), Tsay et al(1989)의 수

치해(b), 본 연구에서 실린더만 있는 경우의 수치해(c), 실린더와 수로가 같이

있는 경우의 수치해(d)로 구분하였다. Fig.3.5에서 ○는 일반해석해를, ●는

Tsay et al의 수치해, △는 본 연구의 수치모형해(cyliner만 있는 경우), □는

본 연구의 수치모형해(cylinder+channel의 경우)를 나타낸다.

대체로 해석해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으며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수로입구

부(   )에서 증폭비가 0.7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지만(Fig.3.5 참조) 입구를

넘어서서는 차이가 0.1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다시 원래의 반응패턴을 따르고

있다. 수로가 없는 모형실험에서는 해석해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수치모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수로실험에서 적용한 해저면의 상태는 Fig.3.7과 Fig.3.8에 나타난 바

와 같다. 개략적으로 수로의 중앙부의 3/5 정도를 1:3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해

저 경사면과 상대적으로 4주기 정도의 sine함수로 나타난 ripple을 저면에 구

성하였다. Fig.3.9와 Fig.3.10은 수로가 있는 조건에서 경사저면 및 ripple을 적

용하였을 때 반응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외관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

로중앙을 따라 비교한 결과(Fig.3.11)에서는 일반 완경사방정식의 해석과 확장

완경사방정식의 해석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는 해저굴곡이

있는 경우에 완경사 모형, ○는 해저굴곡이 있는 경우에 확장완경사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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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사면에 대해 완경사 모형, △는 경사면에 대해 확장완경사 모형을 각각

적용한 결과이다.  와  로 주도되는 확장항의 결합이 상당한 차이

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3.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요철이 심하거

나 경사가 있는 해역에서의 파랑변환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r/a θ→ 0° 30° 60° 90° 120° 150° 180°

1

analytic

finite element

cylinder

cyln. + chan.

1.85853

1.85536

1.856972

1.713396

1.80783

1.80288

1.804519

1.847465

1.56278

1.55831

1.558161

1.704579

1.29659

1.28780

1.289894

0.660859

0.99435

0.980913

0.982015

0.664698

0.42008

0.413989

0.413950

0.294551

0.73185

0.715997

0.716421

0.513525

1.2

analytic

finite element

cylinder

cyln. + chan.

1.72446

1.72398

1.725590

1.602334

1.71092

1.71121

1.712944

1.725445

1.53601

1.54090

1.5407531

1.717116

1.30972

1.21427

1.316585

0.982323

1.02111

1.01923

1.020437

0.718291

0.43010

0.430365

0.430412

0.308900

0.74438

0.739664

0.740104

0.542066

1.4

analytic

finite element

cylinder

cyln. + chan.

1.36524

1.37507

1.376650

1.213936

1.43816

1.44963

1.451523

1.418212

1.43669

1.45176

1.451611

1.638221

1.31607

1.33314

1.335487

1.148658

1.07087

1.07980

1.080775

0.805568

0.44858

0.45503

0.455261

0.334670

0.76474

0.77194

0.772370

0.560389

Table 3.1 Comparison of amplification factor between analytical and

finite element calculations for a vertical circula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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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cident wave

Fig. 3.3 Finite element mesh for a circular cylinder with an internal

channel (352points, 596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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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mparison between analytical and numerical results for the

wave amplification around a circula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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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omparison between analytical and numerical results for the

wave amplification around a circular cylinder

○ : Analytical solution

● : Numerical solution-Tsay et al.

△ : Numerical solution(cylinder)-Present Model

□ : Numerical solution(cylinder+channel)-Pres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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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at bed flat bed

slope region
a) sloping bottom

a b

ripple bed
flat bed flat bed

b) sinusoidal bottom curvature

Fig. 3.6 Schematic diagram for bottom 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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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view of bottom shape(sloping bottom) -cood5

Fig. 3.7 Profile of sloping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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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view of bottom shape(sinusoidal bottom) -cood5a

Fig. 3.8 Profile of bottom with sinusoidal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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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1a -3sec, 360, sloping - extended

Fig. 3.9 Channel response with moderate bottom slope(slop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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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2a -3sec, 360, bottom curvature -extended

Fig. 3.10 Channel response with moderate bottom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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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h - slope/curvature bottom (cross section) - mild
o2h - slope/bottom curvature (cross section) - extended

Fig. 3.11 Comparison of responses along the center line of the channel

● : Mild-slope solution on the sinusoidal bottom

○ : Extended mild-slope solution on the sinusoidal bottom

▲ : Mild-slope solution on the sloping bottom

△ : Extended mild-slope solution on the sloping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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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형의 구성

본 수치실험은 해저면의 급한 경사 (steep slope)와 곡률 (curvature) 등을

고려하여 임의의 지형에 대해 급격한 변화성분을 정의한 확장 완경사방정식

(extended mild-slope equation, Booij,1983; Massel, 1993 등)을 지배방정식으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영역은 부산 신항만의 북컨테이너 부두, 남컨테이너 부두 및

소형선 부두, 일반 부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한 요소법를 적용하였

다. 유한요소격자의 간격은 60m이며, 최대 수심은 36.4m이다. 대상영역에 적

용된 유한요소의 격자수는 Table 3.2와 같이 박지 및 항로의 준설 전 13,868

개, 준설 후 13,883개이다. 준설전은 초기신항만계획에서 적용한 수심을 사용

하였으며 준설 후는 적용할 부두 및 항로에 최저 18m까지 준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3.12와 Fig. 3.13은 대상해역을 분석한 영역의 항로 및 박지 준설 전의

수심도와 항로 및 박지 준설 후의 수심도이다. Fig. 3.14와 Fig. 3.15은 대상영

역의 유한요소 격자망이다. Fig. 3.16은 대상영역의 세부 유한요소 격자이다.

입사 조건은 파향 S에서 파고 9.63m, 주기 14.18sec이고, 파향 SSE에서 파

고 12.47m, 주기 15.54sec를 선택했으며, 해저마찰계수는 0.0025를 적용하였다

Case
Number of Nodes 

(Before dredging/ After)

F.E.M.
Extend Mild Slope

Eq. model 13,868 / 13,883

Table 3.2 Numerical mode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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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Water depth at the model site before dr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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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Water depth at the model site after dr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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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Study area and FE mesh for model simulation before

reclamation in Busan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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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Study area and FE mesh for model simulation

after reclamation in Busan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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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Detailed FE mesh for Busan New port

Direction Height Period
Return
Period

Remark

S 9.63m 14.18 sec 50 year MOMAF

SSE 12.47m 15.54 sec 50 year MOMAF

Table 3.3 Incident wave condition for desig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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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항만내 정온도 해석 결과

대상해역에서 수립한 파랑모형을 사용하여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수

치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Case는 Table 2.2 ～ Table 2.3을 조합한 9개의 조건이며 Fig. 3.1

7～ Fig. 3.22는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조건별 수치실험결과를 나타낸

파고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3.23～ Fig. 3.24의 그래프를 통해서 항로 A와

B에서의 파고를 비교하였다.

수치실험 결과 비선형항이 고려됨으로서 제3세대 파랑 모형 및 정상상태 스

펙트럼 파랑 모형에 비해 준설 전․후 및 파향의 변화와 지형의 변화에 따라

각 Case에 대해 상당한 파고 변화를 보였다. 항 입구에서는 대체로 에너지 평

형방정식에 기초한 모형에 비해 1m 가량 낮은 파고를 보였고, 파향 S에서 항

내 파고는 Case 1에서 1～2m를 나타냈으며, Case 2, 3에서는 파고가 0.2～

0.8m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SSE방향에서는 Case 1에 비해 Case2, 3

에서 파고 0.5m정도의 감소를 보였으며, 토도 주위에서 3～4m가량의 큰 파고

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9개 Case의 수치실험을 통해 Fig. 2.6에서 정의 한 지점에서 항내 및 항 입

구의 파고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데이터는 Table 3.4～ Table 3.5로 정리했으

며, 이를다시 Fig. 3.25 ～ Fig. 3.26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수치실험 결과 앞서 항로의 파고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Case 1에서

높은 파고를 나타냈고 Case 2, 3 에서는 상당히 안정한 데이터가 산출되었다.

북컨테이너부두의 경우 Case 1에서는 A1, A2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선석에

서 1m이하의 파고가 나왔고, Case 2, 3에서는 A1～A3 선석을 제외하면 대부

분이 0.5m 이하의 파고를 나타냈다.

남컨테이너부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ase 1에서는 1m내의 파고를 보이던



- 98 -

것이 Case 2, 3에서는 대부분 0.3m이하의 파고를 나타내었다. 남컨테이너 부

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ase 1에 비해 Case 2, 3이 상당히 낮은 파고분포

가 형성되었다.

소형선 부두 및 일반 부두의 경우 대체로 파고가 3m 내외의 수치가 산출되

는 상당히 높은 파고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항내 정온도 역시 설계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당시보다 좀 더 안정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형선 부두 및 일반부두의 경우는 준설과 토

도 제거계획에서 입사파고가 제약없이 전파되므로 실제 계획수립시에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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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Wave transformation for the Case 1 (S wave)

Fig. 3.18 Wave transformation for the Case 1(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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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Wave transformation for the Case 2 (S wave)

Fig. 3.20 Wave transformation for the Case 2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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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Wave transformation for the Case 3 (S wave)

Fig. 3.22 Wave transformation for the Case 3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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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rou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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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rou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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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3.13 2.63 2.33

A2 1.59 1.23 1.37

A3 1.11 0.30 0.33

A4 1.24 0.39 0.43

A5 0.81 0.41 0.12

A6 0.56 0.28 0.07

A7 0.63 0.12 0.05

A8 0.76 0.09 0.05

A9 1.02 0.05 0.04

A10 0.66 0.06 0.04

A11 0.68 0.05 0.04

A12 0.49 0.04 0.04

A13 0.80 0.05 0.04

남

컨테이너

부두

B1 0.86 0.10 0.14

B2 0.84 0.08 0.06

B3 0.54 0.08 0.07

B4 0.52 0.01 0.05

B5 0.52 0.09 0.04

B6 0.57 0.06 0.06

B7 0.69 0.07 0.04

B8 0.70 0.03 0.08

B9 0.66 0.04 0.10

B10 0.60 0.03 0.08

B11 0.72 0.02 0.06

B12 0.57 0.01 0.06

B13 0.51 0.02 0.08

소형선

부두

C1 2.79 4.27 2.32

C2 2.12 3.96 2.14

C3 2.61 5.27 3.81

일반

부두

D1 5.08 0.94 2.08

D2 3.30 2.22 2.24

D3 4.47 3.60 1.99

신항만

입구

E1 3.01 2.26 2.28

E2 5.37 3.33 3.79

E3 6.08 1.92 3.82

E4 4.56 4.69 3.87

Table 3.4 Comparison of wave heights at each berth for S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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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3.82 1.59 1.57

A2 3.44 1.38 1.36

A3 1.43 0.59 0.57

A4 1.22 0.59 0.57

A5 1.36 0.34 0.32

A6 1.40 0.10 0.08

A7 0.96 0.08 0.06

A8 0.73 0.05 0.03

A9 0.96 0.05 0.03

A10 0.86 0.07 0.05

A11 0.58 0.06 0.04

A12 1.16 0.04 0.03

A13 0.96 0.06 0.04

남

컨테이너

부두

B1 0.68 0.17 0.15

B2 1.07 0.11 0.10

B3 1.27 0.08 0.07

B4 0.74 0.09 0.07

B5 1.07 0.05 0.03

B6 0.99 0.09 0.07

B7 1.00 0.04 0.02

B8 0.94 0.07 0.05

B9 0.53 0.08 0.06

B10 0.86 0.04 0.02

B11 0.57 0.05 0.02

B12 0.84 0.03 0.03

B13 0.72 0.09 0.06

소형선

부두

C1 2.36 0.65 0.63

C2 1.68 0.63 0.61

C3 1.54 1.23 1.21

일반

부두

D1 2.29 0.99 0.96

D2 3.15 0.95 0.93

D3 3.10 1.23 1.21

신항만

입구

E1 2.48 2.69 2.69

E2 3.04 2.22 2.20

E3 4.94 3.59 3.59

E4 3.54 4.15 4.18

Table 3.5 Comparison of wave heights at each berth for S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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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동장과 파랑장 연동에 의한 정온도

조석 및 조류에 의한 유동장의 변형 수치모형은 실제 해역에서 기본방정식

의 특징에 따라서 공간차원수 및 격자구성의 방법, 밀도고려 유무, 외해개방경

계의 유무, 유동변형모형의 이용목적으로 나누어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가덕도

및 거제도를 포함한 연안수역 및 항만내의 영역에서 파랑의 전파 및 변형에

대한 검토에 이어 본 장에서는 거제도, 마산, 진해 수역을 포함한 부산신항,

가덕도 일원의 유동변화를 해석하고 이것이 파랑과 연동하였을 때 흐름장의

변화와 파랑장의 변화를 다루어 연안수역 및 항만내의 정온도 평가에 반영하

고자 한다.

4.1 유동장 해석

4.1.1 유동장 모형 기본방정식

파랑과 흐름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 장주기 흐름을 야기하는 수면변동에

대해서 수심 적분된 연속 방정식 및 운동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도입한다.

가상적인 수면진동 대신에 일반화시킨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유한요소의

Galerkin 가중잔차법을 적용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연직적분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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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V =






  x, y방향의 수심 적분 된 유속

 =   방향의 연직적으로 변화하는 유속

  = 총 물이 차지하는 열의 두께

 = 수심

 = 평균해면(평균지오이드)으로부터의 자유 수면까지의 연직거리

수치적 변환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식(4.1)을 시간 미분/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식(4.1)에 수치 가중 파라메타 를 곱한 것에 더한 후 수심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 미분의 연쇄 법칙

(chain rule)을 적용하여 재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



















 (4.2)

여기서,




 





 (4.3)




 





 (4.4)

여기서,  =  ;  방향의 단위폭당 유량( 방향의 선유량)

 =  ;  방향의 단위폭당 유량( 방향의 선유량)

연직 적분된 운동방정식은 식(4.1)의 연속방정식에서 얻는다. 일반화시킨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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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연속방정식은 새로운 자유수면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계산한다. 수심적분

유속을 결정하기 위해 연직 적분된 운동방정식을 계산한다. 연직 적분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5)












 

  
















(4.6)

여기서,

≡

 

  
 

  ;  방향의 연직적분된 측면응력 기울기

≡

 

  
 

  ;  방향의 연직적분된 측면응력 기울기

≡


 


;  방향의 운동량 소산

≡


 


;  방향의 운동량 소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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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향의 연직적분된 기압 경도력

≡




 ;  방향의 연직적분된 기압 경도력

 ≡

 







 ;  방향의 기압 경도력

≡

 







 ;  방향의 기압 경도력

 = 염도와 수온변화에 의한 물의 시간과 공간적으로 변하는 밀도

 = 물의 기준 밀도

   = ,  방향의 수면에서의 응력

   = ,  방향의 해저에서의 응력

 = 수면에서의 대기압

 = 뉴턴 평형 조석 포텐셜

 = 연직방향으로 적분된 측면 응력 계수

운동량 소산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평유속의 연직 측면의 정보가 필

요하다. 따라서 2차원 운동량 소산항은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운동방정식과 일

반화시킨 파랑 연속방정식에서 생략한다.

저면 응력 항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슬립(slip) 공식을 활용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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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일정 ; 선형 슬립 경계 조건,( = 선형 항력 계수)

 
   ; 2차 슬립 경계 조건,( = 2차 항력 계수)

1) 경계조건

연속 방정식에서 각 경계 조건 높이에 일치하는 열에 대해 대각 항을 모두

0으로 하고 일반화시킨 파랑 연속 방정식 행렬에서 모든 다른 대각 항의 평균

제곱근 값의 열을 같게 되도록 설정하여 충족한다. 경계 절점에서 오른쪽의

벡터는 전술한 평균 제곱근을 곱한 높이를 같게 한다.

플럭스 경계조건은 단위 폭당 연직 유량으로 이루어진 경계 조건을 고려한

다. 연직 유량은 자연경계조건(Natural B.C)을 따라 자유 슬립을 가정하여 계

산되거나 0으로 설정한 경계들을 따라 접선 속도를 상술한다. 자연경계조건을

따르는 연직유량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평면의 어떤 절점에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된다.











 


































(4.8)

여기서, ,  = 유한 요소 집합 과정으로부터 계산된 행렬 성분

  = 작용 벡터

연직과 접선 유속 , 는 유속 벡터의 스칼라 곱과 연직과 접선 단위 벡

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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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연직 유량 경계 절점 y 방향의 운동방정식에서 연직 속도에 대한 표현에 의

해 치환되고 x 방향 운동방정식은 를 곱한 y 방향 운동방정식을 더하고 

를 곱한 x 방향 운동방정식에 의한 접선 운동방정식에 의해 치환된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0)

식(4.10)에서 왼쪽 항은 원 식인 식(4.9)와 같이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으로 나누고 를 곱하고 접선 운동방정식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나

타낸다.











 































 



(4.11)

연직 방향 속도 기울기가 없다는 경계조건은 연직 속도 기울기가 없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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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방정식과 경계 절점에서 운동방정식 치환에 의해 충족된다. 계산된

유속장은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직 유량 결정에 사용되고 이 연직 유량은 시간

의존의 일반화시킨 파랑 연속방정식에서 경계 유량 적분에 사용된다.

연직 방향 속도 기울기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접근을 이용한다. 첫

번째 접근은 각 경계 절점에 대해 내부 영역의 가상 절점을 정의하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경계 절점에서 조건을 주어 결정한다.

2) 대상해역의 조석 및 유동특성

대상해역의 인근에서  분조의 조석은 동해 입구를 중심으로 좌선하여 등

조시 약 8시에 부산항에 도달하고 서로 진행한다. 분조와 분조의 반조차

는 각각 40.0cm와 18.9cm이고 대조차는 117.8cm, 소조차는 42.4cm이다（부산

항 기준조석, 해양조사원 1974.1.1∼1975.1.5).

대상해역의 조류는 일반적으로 반일주조형의 왕복성 조류가 주축을 이루고

주조류대를 벗어난 지점에서는 유속도 미약하고 반류 또는 환류 등 매우 복잡

한 유황을 보인다. 창조류는 남서류하며 최강 창조류시 약 0.8kn의 유속을 가

지며, 낙조류는 이와는 반대로 북동류 하며 최강 낙조류시 약 0.9kn의 유속을

가진다. 한편 항류는 북동 방향으로 약 0.1kn의 속도를 가진다.

가) 조석 (Tide)

본 조사 지역의 조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준 검조소

의 조석 관측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조위 조화 함수식에 사용된 4개 분조

는 Table 4.1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분조는 거제도 지세포 분조와 가덕도, 부

산항 분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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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Jisepo Gaduk-Do Busan Harbor

Amplitude

(cm)
Phase( ° )

Amplitude

(cm)
Phase( ° )

Amplitude

(cm)
Phase( ° )

M2 60 238 54.3 240.1 39.8 234

S2 26 268 25.5 267.2 18.8 263

K1 9 155 7.6 155.8 4.4 138

O1 6 131 4.2 130.9 1.5 104

Table 4.1 Harmonic constants

나) 조류

가덕 수로 해역 일대의 창조류는 가덕 수로 남동에서 유입하여 북서방향으

로 진해항과 마산항으로 흐르고, 일부는 수심이 얕은 가덕도 북측으로 흘러갔

다. 낙조시는 반대 방향의 흐름을 보여 조류의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

다.

(1) 가덕수로～진해만 입구 수로

가덕수로를 통해 진해항 및 마산항으로 조수가 출입하는 곳으로 대형선박의

정박과 통행이 빈번한 해역으로, 창조류는 서북서와 북향하는 흐름이고 낙조

류는 동남동과 남동향으로 흐른다. 창조류는 가덕도의 저조시부터 저조후 1.4

시경에 전류하여 고조후부터 0.8시경까지 6시간 정도 지속된다. 최강 창조류

는 고조전 3시경에 대조시 0.6～2.1 kn의 최강유속을 나타낸다. 낙조류는 고

조후 1시경에 전류하여 저조후 1시경에 6.5시간 정도 지속되며, 최강 낙조류는

0.7～2.1 kn의 최강 유속을 나타낸다.

(2) 저도 동서측 수로

이 지역은 많은 섬들이 산재하여 유속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소

형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해역이다. 창조류는 북북서로 북향하는 흐름과 낙

조시 남동향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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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덕수로 입구 수로

이 해역은 조류가 가덕수로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으로 일부는 다대동으로

향하는 해역으로 창조류는 서북서와 서남서로 향하는 흐름이고, 낙조류는 동

에서 남남동으로 향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4.1.2 모형의 구성

모형의 영역은 동서로는 낙동강 하구에서 통영입구까지이며, 남북으로는 가

덕도 남단에서 진해만 입구까지로 면적은 1044.3㎢이다. 최대 수심은 가덕도

남단 해역에서 53.9m이다. 보다 자세한 해황을 알기위해 지세포, 가덕도와 부

산항의 조석을 기준으로 수치 모형을 수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신항만 지역의 기존의 계

획안을 1번 Case로, 항로 및 박지를 18m 수심으로 준설한 경우를 2번 Case로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항로에 있어서 위험요소로 논란이 되었던 토도를 제

거한 경우를 3번 Case로 선정하여 3가지 Case의 유동장 수치시뮬레이션을 수

행했다.

Dredging Reclamation Island(Todo) Ship yard

Case 15m 18m Before After With Without With Without

1 ○ ○ ○ ○

2 ○ ○ ○ ○

3 ○ ○ ○ ○

Table 4.2 Simulation conditions for tida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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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Water depth at the model site

Fig. 4.2 Finite element mesh at the mode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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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모형실험 및 분석

Fig. 4.4 ～ Fig. 4.15는 준설 전․후의 최강 창조 및 최강 낙조류시의 유속

벡터도이다. 준설 전 최강 낙조류시 최강 유속은 0.91m/sec, 최강 창조류시 최

강 유속은 0.91m/sec 이며 준설 후의 최강 낙조류시 최강유속은 0.92m/sec,

최강 창조류 유속은 0.92m/sec로 나타났다.

Figure 4.3은 흐름장에서 유속 및 조위를 비교하기 위해 신항만 내의 주요

8개 Station을 선정한 것이다. Station 1～4는 항 입구, Station 5는 토도 주위,

Station 6은 웅동만 입구의 소형선 부두 위치에 있으며 Station 7은 남컨테이

너부두 11번째 선석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Station 8은 가덕도 검조소의 위치

로서 기존의 관측자료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Figure 4.17～4.19는 8개 Station의 유속벡터 데이터를 각 케이스별로 정리

한 그림이다. 앞서 선정하였던 3가지 Case의 각 스테이션의 창조 및 낙조시의

최강 유속은 Table. 4.3～4.4로 정리하였다.

준설 전의 결과는 신항만의 입구부근인 Station 1～4에서 최강 창조시

0.04m/sec～0.60m/sec로써, 다소 높은 유속이 나왔으며, 항내의 Station 5～7

은 0.08m/sec～0.59m/sec 로써 항 입구에 비해 유속이 낮으나 Station 7에서

상당히 높은 유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강 낙조시에는 Station

1～4에서 0.08m/sec～0.58m/sec로 최강 창조시에 비해 유속이 약간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Station 5～7 역시 0.2m/sec～0.9m/sec로 창조시에 비해 낙

조시가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준설 후의 결과는 신항만의 입구부근인 Station 1～4에서는 최강 창조시

0.2m/sec～0.48m/sec로써, 준설 전에 비해 0.1m/sec～0.2m/sec 가량 유속이 감

소하였고, 항내의 Station 5～7은 0.07m/sec～0.36m/sec로써 준설전에 비해 약

간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최강 낙조시에는 Station 1～4에서 0.03m/sec～

0.33m/sec로 준설 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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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역시 소폭 감소하였다.

가덕도 검조소가 위치한 Station 8의 경우 역시 준설전에 비해서 준설후에

유속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16은 각 Case별 각 Station 및 조류타원도이며, Fig. 4.17, 18, 19는

각각의 조류 벡터도를 Stick diagram으로 표시한 것이다. 신항만 내의 조위는

각 Case별로 Figure 4.22～4.23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이 SWL (+)0.8m～

SWL(-)0.8m사이의 조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20 및 21은

가덕도 검조소에서 30일간 실측한 PT1 지점의 조위 데이터(해양수산부의 가

덕도 신항만개발 기본계획 해양조사, 1995.8)로 대조시 조차는 1.6m정도이며

소조시 조차는 0.5m 안팎으로 관측되었으며 흐름장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하여

30일간의 데이터를 관측지점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실험 결과 소조시에

0.6m, 대조시에 1.6m의 부조의 조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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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Max. ebb current-Case 1)

Fig. 4.4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Max. flood current-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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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Max. ebb current-Case 1)

Fig. 4.6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Max. flood current-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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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Max. ebb current-Case 2)

Fig. 4.8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Max. flood current-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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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Max. ebb current-Case 2)

Fig. 4.10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Max. flood current-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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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Max. ebb current-Case 3)

Fig. 4.12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Max. flood current-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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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Max. ebb current-Case 3)

Fig. 4.14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Max. flood current-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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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Selected stations for comparison of tide and tidal currents

■ P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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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최강창조 유속 최강낙조 유속

station.1 0.02m/sec 0.06m/sec

station.2 0.04m/sec 0.03m/sec

station.3 0.48m/sec 0.33m/sec

station.4 0.27m/sec 0.26m/sec

station.5 0.07m/sec 0.33m/sec

station.6 0.10m/sec 0.24m/sec

station.7 0.36m/sec 0.39m/sec

station.8 0.36m/sec 0.23m/sec

Table 4.3 Current velocity for the final plan (after dredging)

위치 최강창조 유속 최강낙조 유속

station.1 0.04m/sec 0.08m/sec

station.2 0.60m/sec 0.58m/sec

station.3 0.25m/sec 0.22m/sec

station.4 0.19m/sec 0.20m/sec

station.5 0.08m/sec 0.31m/sec

station.6 0.03m/sec 0.43m/sec

station.7 0.69m/sec 0.96m/sec

station.8 0.26m/sec 0.16m/sec

Table 4.4 Current velocity for the final plan (before dr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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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Tidal height during month for the point of PT-1 before dredging

Fig. 4.17 Tidal height during month for the point of PT-1 after dredging



- 127 -

Station.1

Station.2

Station.3

Station.4

S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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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Stick diagram of tidal current computed in for th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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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Stick diagram of tidal current computed in for th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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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Stick diagram of tidal current computed in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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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Ellipse for tidal currents



- 131 -

0 20000 40000 60000 8000010000 30000 50000 70000

TimeStep(sec)

-0.8

-0.4

0

0.4

0.8

Ele
vat

ion
(m)

0 20000 40000 60000 8000010000 30000 50000 70000

TimeStep(sec)

-0.8

-0.4

0

0.4

0.8

Ele
vat

ion
(m)

0 20000 40000 60000 8000010000 30000 50000 70000

TimeStep(sec)

-0.8

-0.4

0

0.4

0.8

Ele
vat

ion
(m)

0 20000 40000 60000 8000010000 30000 50000 70000

TimeStep(sec)

-0.8

-0.4

0

0.4

0.8

Ele
vat

ion
(m)

Fig. 4.22 Tides computed at Station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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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Tides computed at Stations 5 throug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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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파랑연동 유동장 해석

조류, 바람 그리고 파랑은 흐름을 발생시키고, 항구에서 연안과 썰물로 인

해 얕아진 수심으로 쇄파가 발생하면 파랑은 흐름과 수면 변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임의의 상황에서 파랑과 흐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흐름은 파랑의

특성을 바꾸고, 파랑은 흐름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파랑과 흐름의 상호작

용을 나타내기 위해 대상영역의 유동장 수치실험에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

형을 접목시켜 파랑을 고려한 유동장 해석을 실시하였다. S, SSE 파향으로 입

사하는 태풍파랑을 사용하였으며 앞서 실시한 유동장 해석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station을 선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4.24～35는 파랑을 적용한 유동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결과 그림을 보면

벡터도의 형상이 눈에 띄게 일그러진 것을 볼 수 있다. 각 station의 최강

창․낙조 및 H.W.L, L.W.L의 결과값을 Table. 4.5～4.10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파랑을 고려하지 않은 유동장해석에 비해서 최강창조시에는 소폭의 유속

증가를 나타내었고, 최강 낙조시에는 소폭의 유속감소를 나타내었다. 조위는

파랑을 고려한 유동장 해석에서 0.1m가량 높은 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파랑의 굴절, 회절의 영향이 유동장에 적용되어 기존의 유동장만을 실험한

경우보다 실제 해역에 적용할 시에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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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

(Max. ebb current-Case 1)

Fig. 4.25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

(Max. flood current-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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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

(Max. ebb current-Case 1)

Fig. 4.27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

(Max. flood current-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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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

(Max. ebb current-Case 2)

Fig. 4.29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

(Max. flood current-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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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

(Max. ebb current-Case 2)

Fig. 4.31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

(Max. flood current-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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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

(Max. ebb current-Case 3)

Fig. 4.33 Tidal current in a whole water basin

(Max. flood current-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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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

(Max. ebb current-Case 3)

Fig. 4.35 Tidal current in a New port basin

(Max. flood current-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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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최강창조 유속 최강낙조 유속

station.1 0.04m/sec 0.08m/sec

station.2 0.63m/sec 0.59m/sec

station.3 0.25m/sec 0.25m/sec

station.4 0.20m/sec 0.20m/sec

station.5 0.11m/sec 0.31m/sec

station.6 0.04m/sec 0.43m/sec

station.7 0.68m/sec 0.99m/sec

station.8 0.30m/sec 0.16m/sec

Table 4.5 Current velocity for the Case 1

위치 최강창조 유속 최강낙조 유속

station.1 0.03m/sec 0.07m/sec

station.2 0.16m/sec 0.10m/sec

station.3 0.71m/sec 0.40m/sec

station.4 0.32m/sec 0.22m/sec

station.5 0.14m/sec 0.29m/sec

station.6 0.12m/sec 0.41m/sec

station.7 0.39m/sec 0.62m/sec

station.8 0.27m/sec 0.23m/sec

Table 4.6 Current velocity for th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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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최강창조 유속 최강낙조 유속

station.1 0.03m/sec 0.06m/sec

station.2 0.05m/sec 0.04m/sec

station.3 0.59m/sec 0.36m/sec

station.4 0.27m/sec 0.30m/sec

station.5 0.07m/sec 0.33m/sec

station.6 0.10m/sec 0.26m/sec

station.7 0.36m/sec 0.35m/sec

station.8 0.37m/sec 0.21m/sec

Table 4.7 Current velocity for the Case 3

위치 H.W.L L.W.L

station.1 0.90m -0.61m

station.2 0.89m -0.62m

station.3 0.90m -0.60m

station.4 0.87m -0.65m

station.5 0.86m -0.66m

station.6 0.87m -0.66m

station.7 0.82m -0.71m

station.8 0.91m -0.57m

Table 4.8 Tide level for th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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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H.W.L L.W.L

station.1 0.90m -0.60m

station.2 0.90m -0.61m

station.3 0.90m -0.61m

station.4 0.88m -0.63m

station.5 0.88m -0.64m

station.6 0.88m -0.64m

station.7 0.85m -0.68m

station.8 0.92m -0.69m

Table 4.9 Tide level for the Case 2

위치 H.W.L L.W.L

station.1 0.89m -0.59m

station.2 0.89m -0.33m

station.3 0.88m -0.55m

station.4 0.89m -0.58m

station.5 0.88m -0.83m

station.6 0.90m -0.77m

station.7 0.89m -0.97m

station.8 0.93m -0.58m

Table 4.10 Tide level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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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흐름연동 파랑장 해석

유동장 및 파랑의 결합에 의한 유동장의 변화나 파랑의 변화를 대상해역에

서 다루기 위하여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4.2.1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 기본 방정식

파랑스펙트럼의 정상상태 보존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Jonsson 1990).






cos
 


(4.12)

여기서,  =

파랑에너지밀도스펙트럼
(는 물의 밀도)

 = 에너지 소스와 싱크 항(쇄파, 바람 및 간섭 항)

 = 각 주파수

 = 중력 가속도

 = 파수

 = 파향선 방향(파봉선에 직교, Fig. 2.36 참조)

 =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은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이동기준좌표계에서 생각한

다. 이 기준좌표계에서 파의 파라메타들은 흐름에 상대적인 의미인 첨자 로

표시하고 고정 기준좌표계에서의 파라메타들은 절대적인 의미인 첨자 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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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파의 분산관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낸다.

 
   (4.13)

여기서,  = 수심

Fig. 4.36 Definition of wave and current vector

절대 기준좌표계에서 각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cos (4.14)

여기서,  = 흐름 속도

 = 기준좌표(여기에서는 x축)에 대한 상대 흐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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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는 식(4.14)에 식(4.13)을 대입하여 에 대하여 반복 계산하면 구할 수

있다. 파수와 파장( )은 두 가지의 구조관계에서 동일하다.

굴절과 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한 파속와 군속도 의 관계식이 필

요하다. 흐름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4.15)

   

 sinh
  (4.16)

상대속도와 상대군속도의 방향은 파향선 방향인 이다. 절대 기준좌표계에

서 상대속도와 상대군속도는 다음과 같다.

   cos (4.17)

    (4.18)

여기서 첨자 는 와 구성요소에 대한 텐서 표기법이다. 절대 유속의 방향

또한 파봉선 진행과 직교 방향이다. 절대 군속도는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으

로 정의한다. 그래서 Fig.4.36에서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 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tancoscos
sinsin  (4.19)



- 146 -

파향선과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 사이의 차이는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을 설

명하는데 아주 중요한다. 흐름이 없다면 파향선과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은

같다. 그러나, 흐름이 있으면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파향은

여전히 파봉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정의한다.

Mei(1989)와 Jonsson(1990)에 의하면 정상상태 조건에 대한 파향선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inh










(4.20)

여기서,  : 도함수 연산자

 :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의 좌표축

 : 파향선에 대한 직교 좌표축

1) 굴절과 천수효과

굴절과 천수효과는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역 추적하여 파

랑작용 보존을 적용하여 스펙트럼 파랑모형에서 반영된다.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은 다음 열에서 하나의 격자 열로 가는 미세 구간별로 추적한다. 2차원

파랑 스펙트럼은 첫 번째 격자 열(외해 경계)을 따라 입력하여 설정한다. 두

번째 격자 열의 점(point)에 대해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의 주파수와 방향 요소

각각에 대한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을 다시 추적하여 계산한다. 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 μ는 식(4.19)에서 정의했다. 본 모형은 해안 쪽으로 전파하는 방향

만( -87.5°～ +87.5°) 고려한다. 외해쪽으로 향하는 에너지 전달은 무시한다.

파향선은 이전 격자 열에서 후방으로 추적한다. 그래서 파향선의 선분 DR

의 길이를 계산한다. 파의 직교한 방향에서 수심과 흐름의 법선 성분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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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향선 방향에 기초하여 추산한 뒤 식(4.20)에 치환하여 제1열에서 파향을

계산한다. 계속해서 이전 열(column)에서 파수, 파속, 군속, 그리고 파향각을

계산한다. 에너지는 열에서 두 개의 이웃한 격자점과 내부 공간에서의 에너지

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한다. 에너지 밀도는 후방 추적선(back-traced ray)에서

다른 각 증가량에 대한 계산에 의해 후방 추적대열 폭(back-traced band

width)에 5도 표준각 폭(standard angle band width)의 비율로 된 계수로 수

정한다. 2열에서 파랑에너지의 굴절과 천수효과는 파의 에너지 전달을 따라

파랑작용 보존 식(4.12)로 계산한다.

강한 역방향 흐름에서, 파는 흐름에 의해 저지 될 것이다. 식(4.13)의 분산

방정식으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저지현상(blocking)이 발생한다. 또는, 상대적

인 군속도가 발생한 흐름의 크기보다 작다면 저지현상이 발생하여 파 에너지

는 흐름에 부딪혀서 전파되지 못한다. 심해에서 흐름이 없는 경우 심해 파속

의 1/4( 0.25gT a/2π, 여기서 T a는 절대 파 주기)보다 큰 크기를 갖는 반대 흐

름 때문에 저지현상이 발생한다. 파의 저지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파 에너지는

쇄파를 통해 소산된다. Lai et al.(1989)은 실험실 내 실험을 통하여 파 에너지

는 저지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저주파수에 전달되는 비선형 에너지를 통해 선

형 저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에너지의

전달은 제외시켰다.

2) 기본회절, 쇄파 및 외력

회절은 파 에너지의 평할화 과정을 거쳐 간단한 방법으로 스펙트럼 파랑

모형에 적용된다. 다음 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주파수와 파향의 에너지를 평

할화 한다.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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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주파수와 방향의 에너지 밀도이고 아래첨자 는 격자 행의 번호를 가리

킨다. 위의 식은 차폐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파고 기울기의 보간을 나타내지만 파의 회전

은 나타내지 않는다.

(1) 쇄파대에서 쇄파

쇄파의 기준은 수심에 대한 파고 비율의 함수로 나타낸다. 여기서 Hmo는

쇄파시 에너지에 기초한 최대파고이다.



max
  (4.22)

해안 입구에서 파는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파르게 되고, 쇄파는

경사의 증가로 인해 강화된다. Smith et al.(1997)은 간조흐름에서 불규칙한 쇄

파의 측정을 실험실에서 수행하였으며, 간단하고 확고하고 정확한 Miche 기준

(1951)의 공식으로 쇄파 관계를 찾았다.

max   tanh  (4.23)

또한 이것은 Battjes(1982), Battjes and Janssen(1978)에서도 알 수 있다. 식

(4.23)은 제로모멘트 파고에서 최대 한계로서 적용한다. 스펙트럼 에너지는 주

파수 폭과 파향 폭에서 쇄파 전의 에너지의 양에 대한 비로 주파수와 파향이

각각 감소한다. 고주파에 대한 에너지의 비선형 이송이 발생하는 동안의 쇄파

는 이 모형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식(4.23)에 의해 한정된 파고에서 모형 격자

셀은 활동적인 쇄파 셀로 약해진다.

(2) 바람

파는 파랑장에서 바람장으로부터 운동량의 이송을 통하여 성장한다. 파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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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에너지 플럭스 S in은 Resio(1988)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24)

여기서,  = 파랑장으로 대기가 직접 물에 전달하는 운동량의 총량을 나타

내는 분할계수(0.75)

 = 공기의 밀도,  = 물의 밀도

 = 평균 파속

 = 마찰 속도(풍속 의 결과와 같고, 항력 계수인

 = 0.0012+0.000025U의 평방근)

심해에서, 스펙트럼 파랑모형은 Hasselmann et al.(1973)으로 일관되는 총

에너지 성장률을 제공한다. 스펙트럼에 대한 에너지 증가는 격자 셀을 가로질

러 이동하는 파에 대한 등적 시간에 의해 증가하는 에너지 플럭스로 계산한

다.

∆ 


∆
(4.25)

여기서, ∆ = 등가 이동 시간

∆ = 격자 간격

 = 풍파에 대해 0.9와 동일한 계수

 = 스펙트럼의 평균 군속도

 = 격자에 대한 평균 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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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파랑모형은 반평면 모형이기 때문에, 해안을 향해(+x방향) 부는 바

람만 포함한다. 바다로 부는 바람과 바다로 이동하는 파의 성장에 의한 파의

감소는 무시한다.

(3) 파의 상호간섭

에너지는 바람으로부터 파로 공급된다. 그것은 비선형 파의 상호간섭에 의

해 재분배된다. 에너지는 최대주파수가 감소하거나 최대주기가 증가하는 저주

파수와 산란된 고주파수 스펙트럼의 최고점으로부터 이동한다.

스펙트럼 파랑 모형에서는, 스펙트럼 최고점의 주파수는 취송거리나 등가의

에너지 전달시간와 함께 증가한다. 다음은 f p의 변화하는 비율에 대한 식이다.

   



  







 


∆




 

(4.26)

여기서, 아랫첨자 와    은 모형의 격자 열 색인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고 는 무차원 상수이다(Resio and Perrie, 1989). 스펙트럼의 단일 상사 형상

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스펙트럼(최고 주파수 보다 작은 주파수) 전면에서 주

파수가 스펙트럼에 의해 얻어진 에너지를 설명한다.

파랑에너지는 고주파수에서 에너지 이동과 쇄파(백파)와 난류/점성 효과에

의해 소산(활발히 발달되는 파랑장에서 가장 현저하다)된다. 이것은 바람 입력

때문에 파랑장에 유입되는 에너지와 고주파수에서 비선형 플럭스 때문에 파랑

장에 잔여 에너지 사이의 동적 평형이다(Resio, 1987, 1988). 스펙트럼 파랑모

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주파에서 에너지 플럭스를 나타낸다.

 tanh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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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에너지 플럭스

 = 수정 계수(=30)

  = 스펙트럼 총 에너지

 = 최고 스펙트럼에서의 파수

스펙트럼의 바다 부분 0.9와 너울 부분 1.0으로 되는 β와 함께 식(4.25)에서

격자 셀을 통과하는 파에 대한 등가시간()에 의한 에너지 플러스의 증가가

스펙트럼 에너지 손실을 계산하며 바람의 영향을 포함할 때 적용한다.

(4) 잉여응력

잉여응력(Radiation Stress)의 구배는 별도의 순환모형에 해빈류와 수면변동

(즉, 평균수위상승-wave setup, 평균수위저하-wave setdown)을 반영하기 위

한 파력을 제공하기 위해 계산한다. 파에 의해 생긴 흐름은 일반적으로 쇄파

대에서 표사수송의 지배력으로 작용한다. 식(4.28)～(4.30)의 잉여응력 텐서는

선형파 이론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sinh

 cos  



 (4.28)

   


sinh

 sin 


 (4.29)

   


sinh

 sin  


 (4.30)

잉여 응력의 구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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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모형의 구성

수치실험의 적용 모형은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 모형이며 파랑만 적용한

모형과 흐름을 고려한 파랑 모형의 수치실험을 통해서 파랑수치실험에서 흐름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기로 한다. 모형의 영역은 부

산 신항만 전역과 가덕도 전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로 13km, 세로 18.5km이

고, 유한차분법(FDM)에서 격자간격 50m로서 총 격자수는 69,000개이다.

Case Number of Gird 

F.D.M.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69,000(260×370)

Table 4.11 Numerical mode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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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Water depth at the mode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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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FDM mesh for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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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모형실험 및 분석

바람을 고려한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을 사용하여 부산신항만 해역에

대해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고려한 Case는 앞

서 수치실험 하였던 모형과 같은 3가지 Case이며, 입사조건은 파향 S에서 파

고 9.63m, 주기 14.18sec, 파향 SSE에서 파고 12.43m, 주기 15.53sec이다.

Fig. 4.39 ～ Fig. 4.44는 S, SSE방향의 입사파에 대한 조건별 수치실험결과

를 나타낸 파고벡터도이며 Fig. 4.45 및 Fig. 4.46의 그래프를 통해서 항로 A

와 B에서의 파고를 분석하였다.

먼저 파향 S의 준설 전․후를 비교하면 항로 A, B 모두 준설 전․후에 눈

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준설후에 파고가 0.5m 가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두별 파고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4.12 와 Table 4.13에 정리하였

으며 Fig. 4.47 과 Fig. 4.48의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파고 결과를 분석하면 북컨테이너 부두에서는 A1이 2m-3.5m로 시작해서

A13은 0.01까지로 나오며 선석별로 상당한 파고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남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B1과 B2가 0.5m정도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후

B13 선석까지는 파고 0.2m 이하의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소형선부두의 경우에는 3.5m 정도의 파고가 나타났으며 웅동만 매립전에 비

해 매립후에 상당한 파고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부두의 경우에는 매립, 준설, 조선단지의 유․무, 토도의 유․무의 영향

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파고가 2m～3m의 결과를 나타

냈다.

신항만 입구에서는 동방파제 및 서방파제의 영향으로 S, SSE의 파향에 대

해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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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Case 1 (wave : S, wind :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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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Case 1 (wave : SSE, wind :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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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Case 2 (wave : S, wind :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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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Case 2 (wave : SSE, wind :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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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Case 3 (wave : S, wind :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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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Case 3 (wave : SSE, wind :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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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5 Comparison of wave height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along the route A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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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6 Comparison of wave height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along the route B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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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3.33 2.78 2.78

A2 2.49 1.88 1.88

A3 1.65 1.37 1.37

A4 1.61 1.26 1.26

A5 1.31 0.92 0.92

A6 1.08 0.75 0.75

A7 0.94 0.81 0.81

A8 0.78 0.67 0.67

A9 0.83 0.75 0.75

A10 0.74 0.62 0.62

A11 0.69 0.46 0.46

A12 0.36 0.29 0.29

A13 0.41 0.23 0.23

남

컨테이너

부두

B1 0.32 0.10 0.10

B2 0.13 0.04 0.04

B3 0.11 0.03 0.03

B4 0.05 0.01 0.01

B5 0.04 0.01 0.01

B6 0.02 0.01 0.01

B7 0.02 0.01 0.01

B8 0.02 0.01 0.01

B9 0.02 0.01 0.01

B10 0.01 0.01 0.01

B11 0.01 0.01 0.01

B12 0.01 0.01 0.01

B13 0.04 0.05 0.05

소형선

부두

C1 3.33 2.66 2.66

C2 2.72 2.51 2.51

C3 2.50 2.25 2.25

일반

부두

D1 2.55 1.99 1.99

D2 2.73 2.14 2.14

D3 2.63 1.60 1.60

신항만

입구

E1 1.73 1.89 1.89

E2 5.38 4.58 4.58

E3 4.53 4.01 4.01

E4 1.60 0.20 0.20

Table 4.12 Comparison of wave height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at Busan new port berths(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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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소구간
50년빈도 조건별 평균파고

Case 1 Case 2 Case 3

북

컨테이너

부두

A1 3.40 2.69 1.92

A2 2.49 1.88 1.66

A3 1.65 1.37 1.45

A4 1.61 1.26 1.19

A5 1.35 0.95 0.92

A6 1.08 0.79 0.77

A7 0.97 0.81 0.81

A8 0.82 0.70 0.60

A9 0.88 0.76 0.69

A10 0.75 0.68 0.37

A11 0.80 0.67 0.27

A12 0.53 0.39 0.04

A13 0.31 0.17 0.03

남

컨테이너

부두

B1 0.59 0.22 0.09

B2 0.26 0.08 0.04

B3 0.22 0.07 0.04

B4 0.14 0.05 0.01

B5 0.10 0.05 0.01

B6 0.10 0.03 0.01

B7 0.07 0.02 0.01

B8 0.04 0.02 0.01

B9 0.03 0.02 0.01

B10 0.03 0.01 0.01

B11 0.04 0.01 0.01

B12 0.02 0.01 0.01

B13 0.08 0.05 0.01

소형선

부두

C1 3.03 2.66 2.11

C2 2.72 2.50 1.84

C3 2.56 2.26 1.57

일반

부두

D1 2.80 2.50 2.35

D2 3.06 2.46 2.15

D3 2.85 2.13 1.95

신항만

입구

E1 2.57 3.64 2.36

E2 5.28 4.55 3.99

E3 4.36 3.54 3.42

E4 2.30 1.18 1.25

Table 4.13 Comparison of wave height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at Busan new port berths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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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흐름연동 파랑장 해석

부산 신항역의 준설 및 매립, 조선단지 및 토도의 유․무에 따른 해안선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흐름을 고려한 파랑 수치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흐름장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대상해역에서의 흐름의 영향을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 모형에 접목시켜 흐름과 파랑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파랑의 변화를 예

측하였다.

S, SSE 파향으로 입사하는 파랑수치모형에 각 케이스별 최강창조류, 최강

낙조류, 고조, 저조시 흐름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데이터의 분석은 앞서 실시한 파랑 수치실험과 비교 분석하기위해 같은 방법

으로 시행하였다.

수치실험 결과로서 Fig. 4.49～4.54의 파랑벡터도를 나타냈으며, Fig. 4.55～

4.60의 부산신항만 항로상 파고 그래프와 Fig. 4.61～4.66의 부두별 파고그래프

를 정리하였다.

Fig. 4.55～4.60의 그래프를 통해서 파랑만을 적용한 모형이 흐름을 고려하

지 않은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동 서 방파제의

외역 항로에서 상당히 큰 파고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Case 1의 파고가 다른 Case에 비해 약 1m가량 높은 파고를

나타냈으며 이는 수로 및 박지 준설로 인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Case별 최강 창조시의 파고가 최강 낙조시의 파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흐름의 영향을 적용시킴으로서

낙조시 파랑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Case 2와 Case 3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토도의 유․무와 조선단

지의 건설 전․후가 항내 파랑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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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wave+current) L.W.L(wave+current)

Fig. 4.49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the Case 1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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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wave+current) L.W.L(wave+current)

Fig. 4.50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the Case 1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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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wave+current) H.W.L(wave+current)

M.F.C(wave+current) L.W.L(wave+current)

Fig. 4.51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the Case 2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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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wave+current) H.W.L(wave+current)

M.F.C(wave+current) L.W.L(wave+current)

Fig. 4.52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the Case 2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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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wave+current) H.W.L(wave+current)

M.F.C(wave+current) L.W.L(wave+current)

Fig. 4.53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the Case 3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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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wave+current) H.W.L(wave+current)

M.F.C(wave+current) L.W.L(wave+current)

Fig. 4.54 Wave vector from the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for

the Case 3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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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5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route A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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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6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route A for Case 2



- 174 -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umber

0.0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
gh

t(m
)

 Cross Section A(Case 3)
M.E.C(wave+current)S
H.W.L(wave+current)S
M.F.C(wave+current)S
L.W.L(wave+current)S
M.E.C(wave+current)SSE

H.W.L(wave+current)SSE

M.F.C(wave+current)SSE

L.W.L(wave+current)SSE

Only wave S

Only wave SSE

Fig. 4.57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route A for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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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8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route B for Case 1



- 175 -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Number

0.0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
gh

t(m
)

 Cross Section B(Case 2)
M.E.C(wave+current)S
H.W.L(wave+current)S
M.F.C(wave+current)S
L.W.L(wave+current)S
M.E.C(wave+current)SSE

H.W.L(wave+current)SSE

M.F.C(wave+current)SSE

L.W.L(wave+current)SSE

Only wave S

Only wave SSE

Fig. 4.59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route B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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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동장과 파랑장 연동 해석 결과

수치실험의 결과를 2003년과 2004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신항

해역에서의 파랑관측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관측 지점은 Fig. 4.67에서와 같

이 남방파제 부근에 DW지점과 P4지점, 서방파제 부근에 P9지점, 일반부두 부

근의 P6지점과 북컨테이너 부두 전면에 위치한 P7과 토도 아래쪽에 P8지점을

포함한 총 6개이다. 2003년의 관측실적을 보면 주요지점은 방파제 및 작업부

두 전면, 북컨테이너 부두 전면이며 관측 기간은 하계 3개월간(6～8월)이다.

Fig. 4.68에서 관측결과 최대 유의 파고 및 주기는 DW지점에서 파고 8m와

주기 16.56sec를 나타내었으며, P6지점에서는 3.27m, P7지점에서는 2.53m의

결과가 나타났다. 2004년에는 동방파제 전면(DW지점)에서 2003.10.1～

2004.11.9까지 관측한 결과 하계에 태풍파(메기)의 유의파고가 5.56m, 유의파

주기는 12.7sec, 파향이 S2.1°W로 나타났다. 또한 Fig. 4.69는 북컨테이너 부두

전면 정점(P6, P8, P9)의 파고관측을 2004.6～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한 결과이

다. 관측 기간 중 DW의 최대 유의 파고는 5.4m, P8지점은 1.1m이며, P6지점

은 1.2m, P9지점은 1.8m로 나타났다.

Fig. 4.67의 신항만 입구에서부터 북컨테이너부두 전면까지 직선 수로를 선

정하고 각각의 수치모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직선 수로 주위의 관

측값과 비교하여 수치모형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DW지점은 직선수로의 1번

지점, P8지점은 수로의 8번지점, P6지점은 수로의 10번 지점과 매우 가까운

지점으로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분석한 제3세대 파랑모형, 비정상상태에 의한 파랑장을 완경사 방정식,

정상상태 확장 완경사 방정식,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 등의 비교한 결과

광역을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비정상상태 완경사 방정식의 경우 항입구에서

파고 3m 가량으로 상당히 낮은 결과값을 보여주었고, 정상상태 파랑모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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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항입구에서 파고 7m이상의 높은 결과 값을 보여주었다. 흐름을 적용한 정

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과 제 3세대 파랑모형 및 정상상태 확장 완경사방정

식은 항 입구에서부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분석의 대상인 DW, P6, P8지점의 관측 기간 중 최대 유의파고는 8m,

3.27m(2003), 1.1m(2004)이며 수치모형 결과인 Fig. 4.70～4.75를 보면 DW와

대응하는 1번 지점에서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의 경우 7m 이상의 높은

파고결과가 나타났고 흐름을 고려한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 정상상태

확장 완경사 방정식 파랑모형, 제 3세대 파랑모형의 경우에는 4m～6m사이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비정상상태 완경사방정식 파랑모형의 경우 파고 3m의 결

과가 나타났다. P8지점에 대응하는 직선수로 8번지점을 보면 정상상태 스펙트

럼 파랑모형이 5m 이상의 파고로 가장 높고, 비정상상태 완경사방정식 파랑모

형은 2m 내외의 파고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파고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상

상태 완경사방정식과 제 3세대 파랑모형의 경우 3m 내외의 파고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6지점에 대응하는 수로의 10번 지점을 보면 비정상상태 완경사

방정식 파랑모형이 1m～2m 정도의 파고를 나타냈고,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

모형의 경우 4m～5m의 높은 파고가 계산되었다. 정상상태 확장 완경사 방정

식 파랑모형의 경우 반사 및 비선형 파라메타의 고려로 입사 파향, 파고 및

지형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상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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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7 Selected stations for comparison of wave height at Busan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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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8 Observed wave height at Busan new port(20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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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9 Observed wave height at Busan new port (2004.6～10)



- 184 -

0 1 2 3 4 5 6 7 8 9 10
Number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g

ht
(m

)

 Cross Section (Wave direction S)
Case 1. M.E.C(wave+current)
Case 1. H.W.L(wave+current)
Case 1. M.F.C(wave+current) 
Case 1. L.W.L(wave+current)
non steady-state mild slope Eq.

Extend Mild Slope Eq.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3rd generation wave model

Fig. 4.70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cross section

for Case 1 (wave : S)

0 1 2 3 4 5 6 7 8 9 10
Number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g

ht
(m

)

 Cross Section (Wave direction SSE)
Case 1. M.E.C(wave+current)
Case 1. H.W.L(wave+current)
Case 1. M.F.C(wave+current) 
Case 1. L.W.L(wave+current)
non steady-state mild slope Eq.

Extend Mild Slope Eq.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3rd generation wave model

Fig. 4.71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cross section

for Case 1 (wave : SSE)



- 185 -

0 1 2 3 4 5 6 7 8 9 10
Number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
gh

t(m
)

 Cross Section (Wave direction S)
Case 1. M.E.C(wave+current)
Case 1. H.W.L(wave+current)
Case 1. M.F.C(wave+current) 
Case 1. L.W.L(wave+current)
non steady-state mild slope Eq.

Extend Mild Slope Eq.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3rd generation wave model

Fig. 4.72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cross section

for Case 2 (wave : S)

0 1 2 3 4 5 6 7 8 9 10
Number

0.0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g

ht
(m

)

 Cross Section (Wave direction SSE)
Case 1. M.E.C(wave+current)
Case 1. H.W.L(wave+current)
Case 1. M.F.C(wave+current) 
Case 1. L.W.L(wave+current)
non steady-state mild slope Eq.

Extend Mild Slope Eq.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3rd generation wave model

Fig. 4.73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cross section

for Case 2 (wave : SSE)



- 186 -

0 1 2 3 4 5 6 7 8 9 10
Number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
gh

t(m
)

 Cross Section (Wave direction S)
Case 1. M.E.C(wave+current)
Case 1. H.W.L(wave+current)
Case 1. M.F.C(wave+current) 
Case 1. L.W.L(wave+current)
non steady-state mild slope Eq.

Extend Mild Slope Eq.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3rd generation wave model

Fig. 4.74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cross section

for Case 3 (wave : S)

0 1 2 3 4 5 6 7 8 9 10
Number

0.0

1.0

2.0

3.0

4.0

5.0

6.0

7.0

8.0

W
av

e H
eig

ht
(m

)

 Cross Section (Wave direction SSE)
Case 1. M.E.C(wave+current)
Case 1. H.W.L(wave+current)
Case 1. M.F.C(wave+current) 
Case 1. L.W.L(wave+current)
non steady-state mild slope Eq.

Extend Mild Slope Eq.

steady-state spectrum wave model

3rd generation wave model

Fig. 4.75 Comparison of wave height along the cross section

for Case 3 (wave : SSE)



- 187 -

제5장 파랑분석에 의한 항만가동율 해석

부산 신항만의 연안수역과 항만내의 설계파에 대한 정온도 분석에 이어 본

장에서는 Fig. 1.1에서와 같이 항내의 연중우세파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항만가동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중우세파를 적용한 파랑특성은 연안수역 및

항내정온도 분석에서 적용한 모형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가동율 산정에 참고하

였다. 또한, 부산신항만에서 항주파의 계측 및 분석으로 항만 가동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5.1 항만가동율 산정법

항만가동율은 하역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비율을 의미한다. 하

역작업의 수행 여부 및 작업능률은 Fig. 5.1(PIANC, 199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접안선박의 동요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AB 구간은 선박동요가 작

아 하역효율이 일정하지만 BC구간에서는 하역효율이 점차 감소하고 CD구간

에 이르러서는 하역불능상태(downtime)에 이르며, D점에서는 안전계류의 한

계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항만 정온도 평가시에는 주로 재현년도 50년의 설계파를 입사파로 사용하여

대상수역에서의 파고비를 계산하여 항내 구조물의 안정성과 항내 정온도를 검

토해 왔으나 설계파와 연중 우세파는 각각의 주기와 파고가 서로 다르므로 파

랑의 항내 침입․전파 현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항만가동율 검토를 위해서

는 설계파에 비해 파고와 주기가 작으며 출현빈도가 큰 연중우세파에 대한 검

토가 요구된다.

연중 우세파의 선정에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해운항만청에서 실시중인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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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파랑관측소에서의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와 일본 기상청(JMA)에서

MRI(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모형을 이용하여 일본 열도와 한반도

주변의 파를 추산한 결과중 약 4년간의 자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해운대 파

랑관측소의 자료는 연속적으로 1년간 관측된 경우가 없어서 제외하고 일본 기

상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항만의 연중가동률의 산정을 위해서 실시한 수치실험은 정온도 산정시 적용

된 Case에 대해 각각 3방향, 3주기의 파랑 조건을 비정상태 완경사 방정식을

적용하였으며 추산 JMA의 자료 중에서 실제 항만내 파랑반응이 미약한 7sec

의 경우를 제외하고 9가지 파랑조건에 대하여 항만가동율을 산정하였다.

Fig. 5.1 Relation of transverse motions and unload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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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랑변형모형을 이용한 항만가동율 산정

5.2.1 파랑 자료 및 하역한계 조건

항만가동율 산정시 사용된 파랑자료에 대해서는 4년간의 JMA 추산자료를

16 방위별로 분리한 후 6초 이하, 7초, 9초, 12초 및 15초의 5개 주기군으로

구분하고 각 주기군에서 1m 간격의 파고구간을 다시 설정하여 주요 방향별

파의 누적출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Table 5.1에는 JMA 추산자

료 중에 부산신항만의 하역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3개 파향

(SSW, S, SSE)별 3개 주기(6초이하, 7, 9, 12 및 15초)의 15개 파랑조건에 대

한 파고 출현빈도 및 출현율을 나타낸다. 또한, Table 5.2는 국내 항만 및 어

항 설계기준(2000)에 나타난 부두유형별 작업한계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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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향

주기
SSW S SSE 합계

6초 이하 파고 234 (4.00) 146 (2.50) 157 (2.69) 537 (9.19)

7초

0~1 91 (1.56) 69 (1.18) 39 (0.67) 199 (3.41)

1~2 167 (1.56) 64 (1.10) 29 (0.50) 260 (4.45)

2~3 15 (0.26) 5 (0.09) 4 (0.07) 24 (0.41)

3~4 - 1 (0.02) 1 (0.02) 2 (0.03)

9초

0~1 7 (0.12) 26 (0.44) 15 (0.26) 48 (0.82)

1~2 61 (1.04) 21 (0.36) 7 (0.12) 89 (1.52)

2~3 26 (0.44) 3 (0.05) 2 (0.03) 31 (0.53)

3~4 2 (0.03) 3 (0.05) - 5 (0.09)

4~5 2 (0.03) - - 2 (0.03)

12초

0~1 17 (0.29) 19 (0.33) 9 (0.15) 45 (0.77)

1~2 55 (0.94) 24 (0.41) 14 (0.24) 93 (1.59)

2~3 12 (0.21) 10 (0.17) 5 (0.09) 27 (0.46)

3~4 - 7 (0.12) - 7 (0.12)

4~5 5 (0.09) 2 (0.03) - 7 (0.12)

5~6 2 (0.03) 3 (0.05) - 5 (0.09)

6~7 1 (0.02) - - 1 (0.02)

7~8 1 (0.02) - - 1 (0.02)

15초

0~1 3 (0.05) 6 (0.10) 10 (0.17) 19 (0.33)

1~2 11 (0.19) 20 (0.34) 17 (0.29) 48 (0.82)

2~3 8 (0.14) 13 (0.22) 2 (0.03) 23 (0.39)

3~4 1 (0.02) 2 (0.03) - 3 (0.05)

4~5 2 (0.03) - - 2 (0.03)

비율 723 (12.37) 444 (7.60) 311 (5.32) 1478 (25.29)

Table 5.1 Rearranged 4-years wave forecast data of JMA

구 분 작업한계 파고 비 고

소형선부두 0.3m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중대형선 0.5m

초대형선 0.7-1.5m

Table 5.2 Limit of cargo handling work at each be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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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항만가동율 산정을 위한 수치실험

1) 모형의 구성

항만가동율 산정을 위한 수치실험은 광역에 대하여 각각의 파랑 조건을 적

용하여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으로 수치실험을 수행하고 부산신항만 항

입구에서의 수치실험 결과값을 도출하여 세부역의 파랑변형모형의 입력값으로

적용하였다. 세부역의 파랑변형모형은 반사, 굴절, 천수, 해저마찰을 적용할 수

있는 비정상상태 완경사 방정식 파랑모형을 이용하여 각 구간별의 평균파고값

을 산출하였다. 광역의 수치계산 영역은 가덕도 남단에서 진해만 입구까지 포

함된 13km x 18.5km 이고, 격자 간격은 50m, 격자수는 96,000개다. 세부역의

영역은 부산신항만 입구부터 항내 전체가 포함된 6km x 10km이고, 평균요소

의 절점 간격은 20m이며, 절점 및 요소의 수는 Table 5.4와 같다.

2) 광역의 수치실험

광역의 수치실험은 정상상태 스펙트럼 모형을 적용하여 각각의 파랑조건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치실험 계산영역에서의 모형격자망 및 수심도

는 Fig. 5.2 및 Fig. 5.3과 같다. 수치실험은 항내하역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는 입사파의 주기를 9.0sec, 12.0sec, 15.0sec 및 파향을 SSW, S, SSE의

3가지로 정하였다. Fig. 5.2(<Table 5.3>참조)에서 표기한 부산신항 입구영역

에서 Fig. 5.4-Fig. 5.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광역수치모형실험 결과는 Fig.

5.6의 파랑조건 SSW 15sec인 때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5.5의

파랑조건인 SSE 15sec인 때에 파고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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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Wide FDM mesh for coastal wat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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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Water depth for model site

Fig. 5.7～5.9는 스펙트럼모형의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입사파에 대한 대

상해역에서의 파랑변환을 나타낸다. 이 광역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심해입사파고에 대해 신항만 입구에서는 Table 5.3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항만내 부두 가동율 계산을 위한 상세역에서 평상시 파랑의 입력치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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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Wave height at the entrance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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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Wave height at the entrance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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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Wave height at the entrance (wave : SSW)

파향

주기
SSW S SSE

9sec 0.416 0.284 0.373

12sec 0.520 0.535 0.459

15sec 0.558 0.554 0.380

Table 5.3 Average height rate at the entrance of the Busan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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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7 Distribution of wave height at the coast of Busan New port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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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8 Distribution of wave height at the coast of Busan New port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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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9 Distribution of wave height at the coast of Busan New port

(wave : 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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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역의 수치실험

세부영역실험에서는 제4장에서 정리한 3개의 실험조건 (Case 1-항로준설전,

웅동만매립전, 조선단지 포함시, Case 2-항로준설후, 웅동만매립후, 조선단지

제외시. Case 3-항로준설후, 웅동만매립후, 조선단지 포함 및 토도 제외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항내 세부역의 수치실험 계산영역 및 수심도는

Fig. 5.10～5.12와 같다.

Model Case node Element

Case 1 12789 24367

Case 2 9692 18358

Case 3 9134 17325

Table 5.4 Characteristics of model simulation cases

Fig. 5.10 Water depth and mesh at the detail model site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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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Water depth and mesh at the detail model site for Case 2

Fig. 5.12 Water depth and mesh at the detail model site for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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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계산방법은 항만내 정온도 산정시와 동일하게 비정상확장완경사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상세 항내에서 각 조건별 항만반응의 계산결과는

Fig.5.13～5.21과 같다. 이들 그림에서 나타난 수치는 각 부두별 평균파고를 나

타나며, 항만가동율 산정의 기본이 된다. 세부역의 계산 결과 파향이 SSW일

때 항내 파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SE 파향에서 파고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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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13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1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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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14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1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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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15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1 (wave : SSW)



- 205 -

(T=9sec) (T=12sec)

(T=15sec)

Fig. 5.16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2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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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17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2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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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18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2 (wave : 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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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19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3 (wav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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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20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3 (wave :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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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sec) (T=12sec)

(T=15sec)

Fig. 5.21 Distribution of wave height inside Busan New port

for Case 3 (wave : 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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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항만가동율 해석 결과

항내 파고 분포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영역을 하나의

수역으로 보고 항만가동율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부산신항만의 경우

에는 항내 수역이 넓어 파고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부두별로 구분된 수역설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가동율 산정을 위한 항내 수역을

다음과 같이 ① 북컨테이너 부두(13개 선석), ②남컨테이너 부두(13개 선석),

③ 소형선 부두(3개 선석), ④ 일반 부두(3개 선석)로 구분하였으며, 광역모형

에서 계산된 항 입구 평균파고를 이용하여 상세역에서 각 조건별 및 각 구간

별 평균파고 및 파고비는 Table 5.5와 같다.

항만가동율 산정은 Table 5.8 및 Table 5.11 의한 9개 조건의 평균파고비에

평균구간에 대한 상대파고비를 곱하고 부두별 작업 한계파고를 부두별 평균파

고로 나누어 Table 5.6, Table 5.9 및 Table 5.12와 같이 작업한계파고를 유발

하는 한계 입사파고를 구하였다. Table 5.4와 Table 5.1의 주기 및 방향별 출

현빈도를 이용하여 작업 한계파고를 유발하는 자료의 개수를 구하여 부두별

각 구간에 대한 연간 가동율을 산출하였다.

항만가동율의 계산 결과는 Table 5.14와 정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안

정적인 항만가동율을 보였다. 그러나, Case 1의 경우인 초기 계획과 같이 조

선단지를 포함하여 항로를 18m로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웅동만을 매립하기

전이 가장 항만가동율이 높은 반면, Case 2의 경우인 심흘수 선박을 위해

18m로 증심을 하고 항의 입구 동방파제 배후에 조선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개

방된 상태를 둘 경우에 항만가동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22는 항만개발방향에 따른 항만가동율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평상 파랑을

분석하여 평상시의 항만 가동률을 재산정한 결과 일반 부두는 99.4%, 소형선

부두는 98.3%, 북컨테이너 부두는 99.3%, 남컨테이너 부두는 99.6%로 나타

났으며 전반적으로 단순히 파랑의 관점에서는 높은 항만가동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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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컨테이너

부두

A1 0.050 0.183 0.233 0.046 0.279 0.261 0.046 0.067 0.070

A2 0.026 0.195 0.227 0.040 0.156 0.174 0.037 0.038 0.015

A3 0.030 0.221 0.243 0.037 0.091 0.067 0.017 0.043 0.010

A4 0.018 0.126 0.169 0.017 0.099 0.120 0.020 0.034 0.013

A5 0.011 0.026 0.095 0.012 0.024 0.033 0.012 0.015 0.014

A6 0.011 0.086 0.027 0.016 0.035 0.033 0.009 0.008 0.015

A7 0.009 0.032 0.024 0.010 0.023 0.008 0.005 0.003 0.012

A8 0.011 0.042 0.026 0.009 0.020 0.022 0.006 0.003 0.016

A9 0.003 0.049 0.031 0.005 0.022 0.026 0.004 0.005 0.016

A10 0.004 0.041 0.026 0.005 0.018 0.013 0.003 0.005 0.011

A11 0.002 0.026 0.023 0.002 0.018 0.010 0.002 0.030 0.011

A12 0.002 0.006 0.021 0.002 0.015 0.011 0.002 0.005 0.009

A13 0.003 0.004 0.018 0.002 0.011 0.007 0.001 0.007 0.008

남컨테이너

부두

B1 0.032 0.143 0.091 0.025 0.057 0.023 0.017 0.014 0.012

B2 0.021 0.067 0.043 0.013 0.024 0.018 0.014 0.011 0.005

B3 0.015 0.040 0.047 0.011 0.030 0.022 0.004 0.010 0.006

B4 0.008 0.023 0.037 0.008 0.020 0.018 0.005 0.011 0.009

B5 0.010 0.015 0.024 0.016 0.010 0.010 0.009 0.013 0.006

B6 0.010 0.011 0.021 0.013 0.007 0.011 0.009 0.014 0.004

B7 0.009 0.007 0.018 0.007 0.010 0.013 0.008 0.013 0.003

B8 0.008 0.011 0.016 0.004 0.010 0.011 0.004 0.012 0.004

B9 0.005 0.013 0.015 0.004 0.008 0.011 0.004 0.009 0.003

B10 0.005 0.012 0.014 0.004 0.011 0.008 0.004 0.008 0.005

B11 0.003 0.009 0.009 0.003 0.011 0.004 0.002 0.006 0.001

B12 0.002 0.016 0.010 0.002 0.012 0.010 0.002 0.006 0.002

B13 0.002 0.012 0.009 0.001 0.006 0.011 0.001 0.008 0.002

소형선 부두

C1 0.022 0.140 0.127 0.042 0.097 0.162 0.021 0.146 0.116

C2 0.013 0.132 0.094 0.045 0.076 0.138 0.024 0.121 0.139

C3 0.022 0.149 0.123 0.066 0.059 0.209 0.033 0.129 0.208

일반부두

D1 0.029 0.080 0.100 0.030 0.054 0.069 0.029 0.226 0.185

D2 0.017 0.074 0.079 0.025 0.081 0.123 0.021 0.182 0.180

D3 0.020 0.150 0.057 0.034 0.130 0.140 0.019 0.209 0.215

Table 5.5 Averaged relative wave heights inside the new port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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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컨테이너

부두

A1 6.00 1.64 1.29 6.52 1.08 1.15 6.52 4.48 4.29

A2 11.54 1.54 1.32 7.50 1.92 1.72 8.11 7.89 20.00

A3 10.00 1.36 1.23 8.11 3.30 4.48 17.65 6.98 30.00

A4 16.67 2.38 1.78 17.65 3.03 2.50 15.00 8.82 23.08

A5 27.27 11.54 3.16 25.00 12.50 9.09 25.00 20.00 21.43

A6 27.27 3.49 11.11 18.75 8.57 9.09 33.33 37.50 20.00

A7 33.33 9.38 12.50 30.00 13.04 37.50 60.00 100.00 25.00

A8 27.27 7.14 11.54 33.33 15.00 13.64 50.00 100.00 18.75

A9 100.00 6.12 9.68 60.00 13.64 11.54 75.00 60.00 18.75

A10 75.00 7.32 11.54 60.00 16.67 23.08 100.00 60.00 27.27

A11 150.00 11.54 13.04 150.00 16.67 30.00 150.00 10.00 27.27

A12 150.00 50.00 14.29 150.00 20.00 27.27 150.00 60.00 33.33

A13 100.00 75.00 16.67 150.00 27.27 42.86 300.00 42.86 37.50

남컨테이너

부두

B1 9.38 2.10 3.30 12.00 5.26 13.04 17.65 21.43 25.00

B2 14.29 4.48 6.98 23.08 12.50 16.67 21.43 27.27 60.00

B3 20.00 7.50 6.38 27.27 10.00 13.64 75.00 30.00 50.00

B4 37.50 13.04 8.11 37.50 15.00 16.67 60.00 27.27 33.33

B5 30.00 20.00 12.50 18.75 30.00 30.00 33.33 23.08 50.00

B6 30.00 27.27 14.29 23.08 42.86 27.27 33.33 21.43 75.00

B7 33.33 42.86 16.67 42.86 30.00 23.08 37.50 23.08 100.00

B8 37.50 27.27 18.75 75.00 30.00 27.27 75.00 25.00 75.00

B9 60.00 23.08 20.00 75.00 37.50 27.27 75.00 33.33 100.00

B10 60.00 25.00 21.43 75.00 27.27 37.50 75.00 37.50 60.00

B11 100.00 33.33 33.33 100.00 27.27 75.00 150.00 50.00 300.00

B12 150.00 18.75 30.00 150.00 25.00 30.00 150.00 50.00 150.00

B13 150.00 25.00 33.33 300.00 50.00 27.27 300.00 37.50 150.00

소형선 부두

C1 13.64 2.14 2.36 7.14 3.09 1.85 14.29 2.05 2.59

C2 23.08 2.27 3.19 6.67 3.95 2.17 12.50 2.48 2.16

C3 13.64 2.01 2.44 4.55 5.08 1.44 9.09 2.33 1.44

일반부두

D1 17.24 6.25 5.00 16.67 9.26 7.25 17.24 2.21 2.70

D2 29.41 6.76 6.33 20.00 6.17 4.07 23.81 2.75 2.78

D3 25.00 3.33 8.77 14.71 3.85 3.57 26.32 2.39 2.33

Table 5.6 Critical deepwater waves for the limit of cargo handling work
and mooring at each berth (Case 1)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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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합계

부두

가동율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

컨테이너

부두

A1 0 41 19 0 44 32 0 0 0 136 97.67

A2 0 46 18 0 24 21 0 0 0 109 98.13

A3 0 62 19 0 10 0 0 0 0 91 98.44

A4 0 16 13 0 12 9 0 0 0 50 99.14

A5 0 0 3 0 0 0 0 0 0 3 99.95

A6 0 6 0 0 0 0 0 0 0 6 99.90

A7 0 0 0 0 0 0 0 0 0 0 100.00

A8 0 1 0 0 0 0 0 0 0 1 99.98

A9 0 2 0 0 0 0 0 0 0 2 99.97

A10 0 1 0 0 0 0 0 0 0 1 99.98

A11 0 0 0 0 0 0 0 0 0 0 100.00

A12 0 0 0 0 0 0 0 0 0 0 100.00

A13 0 0 0 0 0 0 0 0 0 0 100.00

남

컨테이너

부두

B1 0 20 3 0 2 0 0 0 0 25 99.57

B2 0 7 0 0 0 0 0 0 0 7 99.88

B3 0 1 0 0 0 0 0 0 0 1 99.98

B4 0 0 0 0 0 0 0 0 0 0 100.00

B5 0 0 0 0 0 0 0 0 0 0 100.00

B6 0 0 0 0 0 0 0 0 0 0 100.00

B7 0 0 0 0 0 0 0 0 0 0 100.00

B8 0 0 0 0 0 0 0 0 0 0 100.00

B9 0 0 0 0 0 0 0 0 0 0 100.00

B10 0 0 0 0 0 0 0 0 0 0 100.00

B11 0 0 0 0 0 0 0 0 0 0 100.00

B12 0 0 0 0 0 0 0 0 0 0 100.00

B13 0 0 0 0 0 0 0 0 0 0 100.00

소형선

부두

C1 0 19 8 0 11 18 0 5 1 62 98.94

C2 0 18 3 0 5 13 0 3 2 44 99.25

C3 0 21 7 0 3 26 0 3 12 72 98.77

일반부두

D1 0 2 0 0 0 0 0 4 1 7 99.88

D2 0 1 0 0 0 0 0 1 0 2 99.97

D3 0 9 0 0 3 1 0 3 1 17 99.71

Table 5.7 Occurrence of critical waves at each berth and annual ratio of
available berth operatio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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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컨테이너

부두

A1 0.052 0.156 0.242 0.055 0.387 0.199 0.025 0.051 0.066

A2 0.046 0.130 0.173 0.065 0.242 0.190 0.024 0.101 0.056

A3 0.072 0.305 0.256 0.049 0.201 0.211 0.019 0.105 0.071

A4 0.066 0.329 0.264 0.051 0.077 0.124 0.031 0.090 0.049

A5 0.042 0.268 0.213 0.018 0.098 0.134 0.017 0.090 0.037

A6 0.029 0.219 0.228 0.031 0.121 0.157 0.013 0.072 0.049

A7 0.023 0.154 0.150 0.020 0.018 0.039 0.024 0.063 0.081

A8 0.017 0.236 0.166 0.025 0.138 0.134 0.021 0.098 0.067

A9 0.019 0.201 0.086 0.058 0.139 0.106 0.022 0.080 0.079

A10 0.012 0.140 0.106 0.027 0.097 0.134 0.019 0.043 0.089

A11 0.014 0.140 0.122 0.025 0.191 0.080 0.017 0.124 0.070

A12 0.010 0.061 0.083 0.027 0.078 0.026 0.010 0.050 0.030

A13 0.011 0.108 0.181 0.010 0.121 0.225 0.007 0.081 0.058

남컨테이너

부두

B1 0.069 0.210 0.264 0.071 0.179 0.124 0.044 0.043 0.063

B2 0.041 0.212 0.170 0.045 0.124 0.337 0.041 0.071 0.054

B3 0.056 0.198 0.249 0.036 0.103 0.134 0.034 0.100 0.078

B4 0.042 0.212 0.189 0.032 0.091 0.086 0.022 0.039 0.081

B5 0.029 0.132 0.217 0.010 0.056 0.058 0.020 0.088 0.125

B6 0.026 0.162 0.201 0.037 0.054 0.155 0.016 0.076 0.082

B7 0.021 0.104 0.151 0.019 0.115 0.119 0.022 0.067 0.083

B8 0.031 0.144 0.108 0.018 0.092 0.112 0.017 0.077 0.073

B9 0.035 0.218 0.065 0.019 0.207 0.107 0.017 0.063 0.075

B10 0.014 0.138 0.104 0.021 0.073 0.058 0.009 0.040 0.053

B11 0.016 0.189 0.079 0.039 0.129 0.179 0.014 0.058 0.055

B12 0.012 0.092 0.105 0.013 0.081 0.076 0.005 0.051 0.070

B13 0.009 0.119 0.154 0.017 0.090 0.122 0.009 0.072 0.072

소형선 부두

C1 0.040 0.140 0.211 0.065 0.235 0.201 0.035 0.194 0.164

C2 0.045 0.160 0.153 0.054 0.261 0.301 0.019 0.147 0.157

C3 0.047 0.094 0.190 0.037 0.203 0.251 0.018 0.135 0.170

일반부두

D1 0.058 0.145 0.187 0.080 0.258 0.203 0.032 0.128 0.098

D2 0.077 0.150 0.319 0.029 0.303 0.185 0.024 0.210 0.227

D3 0.085 0.247 0.276 0.090 0.366 0.154 0.048 0.211 0.202

Table 5.8 Averaged relative wave heights inside the new port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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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컨테이너

부두

A1 5.77 1.92 1.24 5.45 0.78 1.51 12.00 5.88 4.55

A2 6.52 2.31 1.73 4.62 1.24 1.58 12.50 2.97 5.36

A3 4.17 0.98 1.17 6.12 1.49 1.42 15.79 2.86 4.23

A4 4.55 0.91 1.14 5.88 3.90 2.42 9.68 3.33 6.12

A5 7.14 1.12 1.41 16.67 3.06 2.24 17.65 3.33 8.11

A6 10.34 1.37 1.32 9.68 2.48 1.91 23.08 4.17 6.12

A7 13.04 1.95 2.00 15.00 16.67 7.69 12.50 4.76 3.70

A8 17.65 1.27 1.81 12.00 2.17 2.24 14.29 3.06 4.48

A9 15.79 1.49 3.49 5.17 2.16 2.83 13.64 3.75 3.80

A10 25.00 2.14 2.83 11.11 3.09 2.24 15.79 6.98 3.37

A11 21.43 2.14 2.46 12.00 1.57 3.75 17.65 2.42 4.29

A12 30.00 4.92 3.61 11.11 3.85 11.54 30.00 6.00 10.00

A13 27.27 2.78 1.66 30.00 2.48 1.33 42.86 3.70 5.17

남컨테이너

부두

B1 7.32 1.42 1.76 6.67 2.42 0.89 7.32 4.23 5.56

B2 5.36 1.52 1.20 8.33 2.91 2.24 8.82 3.00 3.85

B3 7.14 1.42 1.59 9.38 3.30 3.49 13.64 7.69 3.70

B4 10.34 2.27 1.38 30.00 5.36 5.17 15.00 3.41 2.40

B5 11.54 1.85 1.49 8.11 5.56 1.94 18.75 3.95 3.66

B6 14.29 2.88 1.99 15.79 2.61 2.52 13.64 4.48 3.61

B7 9.68 2.08 2.78 16.67 3.26 2.68 17.65 3.90 4.11

B8 8.57 1.38 4.62 15.79 1.45 2.80 17.65 4.76 4.00

B9 21.43 2.17 2.88 14.29 4.11 5.17 33.33 7.50 5.66

B10 18.75 1.59 3.80 7.69 2.33 1.68 21.43 5.17 5.45

B11 25.00 3.26 2.86 23.08 3.70 3.95 60.00 5.88 4.29

B12 33.33 2.52 1.95 17.65 3.33 2.46 33.33 4.17 4.17

B13 7.50 2.14 1.42 4.62 1.28 1.49 8.57 1.55 1.83

소형선 부두

C1 7.50 2.14 1.42 4.62 1.28 1.49 8.57 1.55 1.83

C2 6.67 1.88 1.96 5.56 1.15 1.00 15.79 2.04 1.91

C3 6.38 3.19 1.58 8.11 1.48 1.20 16.67 2.22 1.76

일반부두

D1 8.62 3.45 2.67 6.25 1.94 2.46 15.63 3.91 5.10

D2 6.49 3.33 1.57 17.24 1.65 2.70 20.83 2.38 2.20

D3 5.88 2.02 1.81 5.56 1.37 3.25 10.42 2.37 2.48

Table 5.9 Critical deepwater waves for the limit of cargo handling work
and mooring at each berth (Case 2)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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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합계

부두

가동율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

컨테이너

부두

A1 0 21 19 0 50 25 0 0 0 115 98.03

A2 0 17 14 0 42 23 0 0 0 96 98.36

A3 2 76 20 0 34 27 0 1 0 160 97.26

A4 10 78 19 0 6 9 0 0 0 122 97.91

A5 0 69 17 0 12 10 0 0 0 108 98.15

A6 0 56 17 0 17 17 0 0 0 107 98.17

A7 0 24 11 0 0 0 0 0 0 35 99.40

A8 0 61 13 0 20 10 0 0 0 104 98.22

A9 0 49 3 0 20 4 0 0 0 76 98.70

A10 0 26 4 0 12 10 0 0 0 52 99.11

A11 0 26 7 0 33 1 0 3 0 70 98.80

A12 0 4 2 0 6 0 0 0 0 12 99.79

A13 0 10 15 0 17 29 0 0 0 71 98.79

남

컨테이너

부두

B1 1 52 19 0 29 9 0 0 0 110 98.12

B2 0 53 14 0 17 36 0 0 0 120 97.95

B3 0 47 19 0 12 10 0 0 0 88 98.49

B4 0 53 16 0 9 1 0 0 0 79 98.65

B5 0 26 18 0 2 0 0 0 1 47 99.20

B6 0 29 17 0 1 15 0 0 0 62 98.94

B7 0 7 11 0 16 8 0 0 0 42 99.28

B8 0 28 5 0 7 7 0 0 0 47 99.20

B9 0 55 1 0 34 5 0 0 0 95 98.37

B10 0 26 4 0 5 0 0 0 0 35 99.40

B11 0 44 2 0 19 21 0 0 0 86 98.53

B12 0 9 5 0 7 0 0 0 0 21 99.64

B13 0 16 11 0 10 9 0 0 0 46 99.21

소형선

부두

C1 0 19 17 0 39 25 0 11 5 116 98.02

C2 0 28 11 0 42 35 0 5 4 125 97.86

C3 0 9 16 0 34 31 0 4 6 100 98.29

일반부두

D1 0 9 6 0 23 9 0 3 0 50 99.14

D2 0 9 16 0 30 6 0 3 2 66 98.87

D3 0 21 13 0 37 2 0 2 1 76 98.69

Table 5.10 Occurrence of critical waves at each berth and annual ratio of
available berth operatio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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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컨테이너

부두

A1 0.089 0.168 0.246 0.131 0.301 0.353 0.090 0.107 0.064

A2 0.061 0.131 0.284 0.103 0.162 0.357 0.066 0.073 0.070

A3 0.041 0.275 0.434 0.041 0.187 0.187 0.053 0.117 0.059

A4 0.075 0.331 0.455 0.025 0.120 0.287 0.058 0.060 0.087

A5 0.093 0.328 0.239 0.035 0.153 0.093 0.030 0.050 0.082

A6 0.054 0.240 0.222 0.042 0.091 0.104 0.022 0.033 0.126

A7 0.043 0.177 0.160 0.032 0.155 0.154 0.062 0.049 0.129

A8 0.043 0.219 0.138 0.021 0.159 0.097 0.026 0.079 0.118

A9 0.029 0.184 0.108 0.031 0.166 0.055 0.027 0.060 0.084

A10 0.017 0.050 0.090 0.019 0.105 0.063 0.033 0.061 0.123

A11 0.037 0.174 0.066 0.026 0.098 0.152 0.011 0.050 0.094

A12 0.020 0.084 0.071 0.011 0.151 0.137 0.019 0.042 0.081

A13 0.022 0.116 0.134 0.021 0.129 0.150 0.018 0.113 0.102

남컨테이너

부두

B1 0.122 0.239 0.233 0.040 0.265 0.206 0.082 0.071 0.055

B2 0.129 0.177 0.182 0.035 0.068 0.422 0.077 0.078 0.072

B3 0.140 0.215 0.286 0.052 0.098 0.161 0.083 0.088 0.106

B4 0.070 0.244 0.228 0.059 0.150 0.071 0.030 0.061 0.093

B5 0.060 0.211 0.126 0.022 0.082 0.123 0.039 0.078 0.080

B6 0.049 0.159 0.175 0.045 0.126 0.222 0.043 0.072 0.072

B7 0.029 0.262 0.227 0.041 0.118 0.105 0.027 0.072 0.118

B8 0.020 0.183 0.128 0.027 0.145 0.107 0.023 0.088 0.100

B9 0.064 0.166 0.144 0.030 0.203 0.231 0.027 0.106 0.081

B10 0.031 0.130 0.145 0.022 0.173 0.166 0.030 0.009 0.047

B11 0.011 0.170 0.114 0.032 0.243 0.067 0.022 0.045 0.064

B12 0.027 0.097 0.174 0.021 0.180 0.068 0.025 0.100 0.092

B13 0.014 0.075 0.189 0.004 0.129 0.084 0.014 0.062 0.077

소형선 부두

C1 0.081 0.104 0.247 0.030 0.182 0.391 0.018 0.243 0.171

C2 0.114 0.140 0.238 0.028 0.249 0.305 0.039 0.211 0.114

C3 0.061 0.109 0.220 0.042 0.241 0.254 0.021 0.157 0.123

일반부두

D1 0.111 0.220 0.125 0.082 0.162 0.175 0.101 0.171 0.081

D2 0.135 0.223 0.238 0.047 0.274 0.184 0.070 0.237 0.196

D3 0.131 0.342 0.282 0.074 0.223 0.168 0.055 0.300 0.295

Table 5.11 Averaged relative wave heights inside the new port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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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컨테이너

부두

A1 3.37 1.79 1.22 2.29 1.00 0.85 3.33 2.80 4.69

A2 4.92 2.29 1.06 2.91 1.85 0.84 4.55 4.11 4.29

A3 7.32 1.09 0.69 7.32 1.60 1.60 5.66 2.56 5.08

A4 4.00 0.91 0.66 12.00 2.50 1.05 5.17 5.00 3.45

A5 3.23 0.91 1.26 8.57 1.96 3.23 10.00 6.00 3.66

A6 5.56 1.25 1.35 7.14 3.30 2.88 13.64 9.09 2.38

A7 6.98 1.69 1.88 9.38 1.94 1.95 4.84 6.12 2.33

A8 6.98 1.37 2.17 14.29 1.89 3.09 11.54 3.80 2.54

A9 10.34 1.63 2.78 9.68 1.81 5.45 11.11 5.00 3.57

A10 17.65 6.00 3.33 15.79 2.86 4.76 9.09 4.92 2.44

A11 8.11 1.72 4.55 11.54 3.06 1.97 27.27 6.00 3.19

A12 15.00 3.57 4.23 27.27 1.99 2.19 15.79 7.14 3.70

A13 13.64 2.59 2.24 14.29 2.33 2.00 16.67 2.65 2.94

남컨테이너

부두

B1 2.46 1.26 1.29 7.50 1.13 1.46 3.66 4.23 5.45

B2 2.33 1.69 1.65 8.57 4.41 0.71 3.90 3.85 4.17

B3 2.14 1.40 1.05 5.77 3.06 1.86 3.61 3.41 2.83

B4 4.29 1.23 1.32 5.08 2.00 4.23 10.00 4.92 3.23

B5 5.00 1.42 2.38 13.64 3.66 2.44 7.69 3.85 3.75

B6 6.12 1.89 1.71 6.67 2.38 1.35 6.98 4.17 4.17

B7 10.34 1.15 1.32 7.32 2.54 2.86 11.11 4.17 2.54

B8 15.00 1.64 2.34 11.11 2.07 2.80 13.04 3.41 3.00

B9 4.69 1.81 2.08 10.00 1.48 1.30 11.11 2.83 3.70

B10 9.68 2.31 2.07 13.64 1.73 1.81 10.00 33.33 6.38

B11 27.27 1.76 2.63 9.38 1.23 4.48 13.64 6.67 4.69

B12 11.11 3.09 1.72 14.29 1.67 4.41 12.00 3.00 3.26

B13 21.43 4.00 1.59 75.00 2.33 3.57 21.43 4.84 3.90

소형선 부두

C1 3.70 2.88 1.21 10.00 1.65 0.77 16.67 1.23 1.75

C2 2.63 2.14 1.26 10.71 1.20 0.98 7.69 1.42 2.63

C3 4.92 2.75 1.36 7.14 1.24 1.18 14.29 1.91 2.44

일반부두

D1 4.50 2.27 4.00 6.10 3.09 2.86 4.95 2.92 6.17

D2 3.70 2.24 2.10 10.64 1.82 2.72 7.14 2.11 2.55

D3 3.82 1.46 1.77 6.76 2.24 2.98 9.09 1.67 1.69

Table 5.12 Critical deepwater waves for the limit of cargo handling
work and mooring at each berth (Case 3)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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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SW S SSE

합계

부두

가동율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9초 12초 15초

북

컨테이너

부두

A1 3 23 20 5 46 36 0 1 0 134 97.71

A2 0 18 21 3 26 36 0 0 0 104 98.22

A3 0 61 23 0 32 23 0 2 0 141 97.59

A4 2 68 23 0 17 34 0 0 0 144 97.54

A5 4 68 19 0 23 2 0 0 0 116 98.02

A6 0 52 18 0 10 4 0 0 1 85 98.55

A7 0 28 12 0 23 16 0 0 1 80 98.63

A8 0 46 10 0 25 2 0 0 1 84 98.56

A9 0 31 5 0 27 0 0 0 0 63 98.92

A10 0 2 3 0 13 0 0 0 1 19 99.67

A11 0 26 1 0 12 16 0 0 0 55 99.06

A12 0 9 2 0 22 13 0 0 0 46 99.21

A13 0 14 9 0 19 15 0 2 0 59 98.99

남

컨테이너

부두

B1 18 51 19 0 43 26 0 0 0 157 97.31

B2 21 28 15 0 4 37 0 0 0 105 98.20

B3 26 44 21 0 12 18 0 0 0 121 97.93

B4 1 53 18 0 22 0 0 0 0 94 98.39

B5 0 43 8 0 7 9 0 0 0 67 98.85

B6 0 17 14 0 18 28 0 0 0 77 98.68

B7 0 58 18 0 17 4 0 0 1 98 98.32

B8 0 31 8 0 21 4 0 0 0 64 98.90

B9 1 21 10 0 34 29 0 1 0 96 98.36

B10 0 17 10 0 28 19 0 0 0 74 98.73

B11 0 24 6 0 40 0 0 0 0 70 98.80

B12 0 9 14 0 30 0 0 0 0 53 99.09

B13 0 9 16 0 19 1 0 0 0 45 99.23

소형선

부두

C1 3 10 20 0 30 36 0 16 6 121 97.93

C2 14 19 19 0 41 35 0 13 1 142 97.57

C3 0 12 18 0 40 31 0 6 1 108 98.15

일반부두

D1 1 18 2 0 11 4 0 0 0 36 99.38

D2 3 18 10 0 26 6 0 4 1 68 98.84

D3 2 41 14 0 20 2 0 10 7 96 98.36

Table 5.13 Occurrence of critical waves at each berth and annual ratio of
available berth operatio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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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북컨테이너 부두 99.47% 98.5% 98.51%

남컨테이너 부두 99.96% 98.8% 98.52%

소형선 부두 98.98% 98.1% 97.88%

일반 부두 99.85% 98.9% 98.86%

Table 5.14 Computed available berth operation ratio in Busan New port

99.47 99.96 98.98 99.8598.5 98.8 98.1 98.998.51 98.52 97.88 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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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 Comparison of available berth oper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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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항주파가 항만가동율에 미치는 영향

항만내에서 선박의 항내 통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항주파의 영향이 날로 커

지고 있다. 부산신항만에서도 선박의 항만이용율이 증가해가고 있고, 항내수역

을 이용하는 선박의 항행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점차 조선기술 및 추진력 관

련 기술의 발달과 관제시스템과 항법설비의 혁신으로 선박의 운항속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항주파의 영향으로 항만내에 계류중인 선박들의

작업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선박의 파손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항만 가동율

산정시에도 항주파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항주파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여수항의 항주파에 대한 관측

연구(한, 2004), 불규칙파 전파방정식을 이용한 3차원 파랑전파모형에 관한 연

구(이 등, 2003), 쇄파 등에 의한 파랑감쇄를 고려한 Boussinesq 방정식에 기

초한 수치모형실험 연구(신과 정, 2003), 실험과 이론식으로 항주파고의 특성

을 분석한 연구(강 등, 2007)이 그것이다. 본 절에서는 부산신항만에서 항주파

를 현장관측하고 계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항만 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5.3.1 항주파의 특성

1) 항주파의 특성

항주파란 선박의 항행에 의해 발생하는 파문으로 선박의 크기, 선박의 속력

등에 의해 비례하여 파고가 커지는 특성을 가진다. 항주파는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지면 감쇠하므로 개방수역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협수로, 항

내와 같이 수역에서의 항주파의 발생은 인근수역을 항해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안전문제, 화물작업을 위해 접안하고 있는 선박의 동요 문제, 항만시설의 파

손, 친수공간에서 안전문제, 해안침식, 월파, 세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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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소형선박과 저속의 선박들은 항해중이나 접이안중에 항내파랑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

항주파는 발생원 및 발생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선박의 항해

에 의해 발생하는 항주파를 관측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특히 전파과정에서의

회절, 굴절 및 천수변형, 주변 구조물에 의한 반사, 기상조건 등에 의한 잡음

등에 의해 순수한 항주파 만의 특성을 관측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러

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항주파 발생원에 근접하여 관측하는 것

이지만, 이 경우 선박항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수면 아래에 관측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측장비의 수심이 깊어질수록 파랑에너지의 감쇄가 커져

항주파의 특성을 감지하기가 곤란해진다.

2) 항주파의 발생구조

Kelvin(1887)의 조파이론에 의하면, 파랑의 위상속도가 해저면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충분한 수심에서 발생하는 항주파는 선박의 항적중심선에서 ± 19.8°

의 각도를 이루는 첨두선(cusp line)의 내측에 한정하여 발생한다. 항주파는

선박의 항적 중심선에서 90°～35.3°의 각도로 전파되는 종파(diverging wave)

와 35°～0°로 전파되는 횡파(transverse wave)로 구분되어지고, 첨두선의 약간

내측에서 최외곽의 종파와 횡파가 서로 만나 최대 파고를 나타낸다(Fig.5.24).

항주파의 파장 및 주기는 종파와 횡파가 서로 다르며 횡파가 상대적으로 길

다. 종파의 주기 및 파장은 종파의 진행방향에 대한 선박의 속도 성분이 종파

의 파속과 같다는 조건에 의해 구해지며, 횡파의 경우는 횡파의 파속이 선박

의 전진속도와 같다는 조건에서 수치해로 구해진다(Goda et al., 2002).

항주파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파장에 비해 수심이 깊은 심

해에서는 선박의 수선간장(), 선박의 속력( )로 정의되는 Length Froude

number(   )이며, 파장에 비해 수심이 얕아져 수심의 영향을 받

는 천해에서는 선박의 속력과 수심()으로 정의되는 Depth Froud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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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Havelock, 1908).

항주파는 풍파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항주파의 전

파방향, 파고 및 주기와 같은 파랑특성은 선박의 진행방향과 선박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여러 척의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항주파

들을 한 지점에서 관측한다면 이동하는 조파기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파랑으

로 간조할 수 있다. 그러나 풍파는 일정기간동안에는 고정점에서 무작위로 발

생하는 파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주기와 방향을 가지는 불규칙 풍파

라도 특정 기간 동안에는 탁월한 주기와 진행방향을 나타내지만, 여러척의 선

박이 별개의 항행조건에서 발생시킨 파랑은 이러한 공간적 분포 특성을 나타

내지 않는다(Chwang, 2003). Fig. 5.23은 천해에서의 항주파의 형상 결정에 지

배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의 속도와 수심과의 관계를 depth Froude number를

기준으로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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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Wake regime depending on speed and wa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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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ady state Kelvin wash pattern in deep water

(b) critical wash pattern in constant water depth

(c) supercritical wash pattern in constant water depth

19.3

diverging wave
(bow wave)transverse

wave
(stern wave)

cusp locus

critical wavedivergent
wave

Frh =1.0 gh

wave
    propagation

Frh =1.5
q=cos-1(1/Frh)

Fig. 5.24 Ship-induced wave patterns in open boundary condition

(referred to MarCom WG 4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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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수심 조건에 대한 천해파의 최대 전파속도( )와 선속( )이 동일한

즉 =1.0의 선속을 한계속도라 하는데, 이 속도 부근에서는 항주파의 형상이

급변할 뿐만 아니라 조파저항도 극단적으로 커지며, 선박 후미의 횡파는 거의

사라지고 전면에는 수직한 파(critical wave)가 발달한다(Fig. 5.24(b)). 일정 수

심에서 depth Froude number가 더욱 커지면 첫 번째 파의 파봉은 직선으로 변

하게 되는데 Fig. 5.24(c)는 =1.5의 경우에 대한 항주파를 도시한 것이다.

5.3.2 항주파의 계산 및 분석

1) 항주파 결정을 위한 경험식

항주파는 선박이 항행하는 때에 발생하는 파의 항적파라고도 불린다. 항주

파는 선박이 클수록 또한 속도가 빠를수록 파고는 크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내, 폭이 협소한 항로 등에서는 정박중의 소형선박, 계류 선박

의 동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항주파를 상공에서 바라보면, 선수의 전방에서부터 八자상으로 넓어지는 파

와 선박의 후방에서 파정이 선박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파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항주파고의 계산을 위한 뚜렷한 계산식은 현재로선 가용하지 않다.

때문에 경험식으로 일본에서 제시된 일본항만설계기준식을 사용하였다. 이식

은 개략적으로 항주파의 종파와 횡파가 존재하는    영역의 조건

에서 유효하다. 항주파의 파장 및 주기는 종파와 횡파에서 다르고, 후자의 것

이 길다. 또한 종파의 파장 및 주기는 제 1파가 최장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짧

게 된다.

(1) 횡파의 파장

횡파의 파장은 횡파의 파속이 선박의 전진속도와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식

(5.1)의 수치해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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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단     (5.1)

여기서,  : 횡파의 파장(m)

h : 수심 (m)

V : 선박의 항행속력 (m/s)

다만, 수심이 충분히 깊은 경우에는 식 (5.2)로 주어진다.

  


  
 (5.2)

여기서,  : 수심이 충분히 깊은 장소에서의 횡파의 파장 (m)

 : 선박의 항행속력 (kt),  = 1.946V (m/s)

(2) 횡파의 주기

횡파의 주기는 수심 h에서 파장 를 가지는 진행파의 주기이고, 식 (5.3)과

(5.4)로 구할 수 있다.

 




 coth

    coth

  (5.3)

  


   (5.4)

여기서,  : 수심 h에 있어서 횡파의 주기 (s)

 : 수심이 충분히 깊은 장소에서의 횡파의 주기 (s)

(3) 종파의 파장과 주기

종파의 파장 및 주기는 종파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선박의 속도성분이 종파

의 파속과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식 (5.5) 및 (5.6)으로 구할 수 있다.

   co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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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5.6)

여기서,  : 종파의 진행방향에 따라 측정한 파장 (m)

 : 종파의 주기 (s)

 : 종파의 진행방향과 항적중심선이 이루는 각도 ( )

(4) 항주파에 대한 천수효과

일반적인 수파와 같이 항주파도 그 파장에 비하여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질이 변화한다. 항주파에 대한 천수효과가 무시되

는 경우는 식 (5.7)에 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이다.

 ≤  (5.7)

(5) 항주파의 파고

일본해난방지협회의 항주파 연구위원회에서는, 항주파의 파고의 개략적인

추정식으로서 식 (5.8)을 제안하고 있다.

  
 









(5.8)

여기서,  : 항주파의 특성파고 (m), 또는 선박이 만재 항해속력에서 항

해시 항적중심선에서 100m의 거리에서 관측되는 최대파고

 : 선박의 길이 (m)

 : 만재 항해속력 (kt)

 : 조파마력 (W)

여기에서, 조파마력 는 다음 식들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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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1)

 ≒ ∇ (5.12)

   log


 


(5.13)

여기서,  : 연속 최대 축마력 (W)

 : 해수의 밀도 (kg/),  = 1030 (kg/)

 : 만재항해속력 (m/s),  = 0.5114 

 : 마찰저항계수

 : 물의 동점성계수 (/s),  = 1.2 x   (/s)

∇ : 선박의 만재배수량 ()

식 (5.8)은 조파저항에 의해서 소비되는 마력이 항주파의 전파에너지와 같다

고 가정하여, 계수치를 선형시험의 데이터 등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정한 것이

다. 특성파고는 선박에 따른 특유한 값이지만, 중ㆍ대형선에서 ≒∼

m이다.

관측점이 항적중심선에서 S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는,   으로 감쇄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속력을 떨어뜨리면 항행하고 있는 경우의 파고는 속력의 3

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음 식에 의하여 최대 파고를 구

할 수 있다.

max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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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ax : 임의의 관측점에 있어서 항주파의 최대파고 (m)

S : 관측점에서 항적중심선까지의 거리 (m)

 : 선박의 실제 항행속력 (kt)

(6) 항주파의 전파

항주파 중에서 횡파는 선박의 항행 방향으로 진행하고, 선박이 변침 또는

정지한 후에도 전파를 계속한다. 이 경우는 (6.31)식으로 주어진 주기를 가지

는 규칙파로서의 성직이 강하고, 굴절파 이외의 변형을 계속하면서 군속도을

가지고 진행한다. 다만, 전파와 더불어 파정의 길이가 넓어져, 파고는 수심이

일정한 경우에도 진행거리의 1/2승에 역비례해서 감쇄한다.

종파의 전파방향은 파정 상의 각 점에서 다르다. 켈빈의 조파이론에 의하면,

종파는 외연에서 항적중 심선과 이루는 각이 35.3의 방향이며, 제 2파 이후

는 그 값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항주파 계산조건 및 결과

항주파는 현재 운항중인 33,551톤의 자동차 전용선이 부산 신항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전면해역을 저속(Dead Slow Ahead : 약 6.0 knots)으로 항행

하고 있는 경우와 12,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남컨테이너부두 전면해역을 저

속(Dead Slow Ahead : 약 8.5 knots)으로 항행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

하는 항주파를 파랑조건으로 계산한다.

윗 식들을 사용하여 계산한 항주파는 각각 파고 0.86m, 주기 2.0 sec 및 파

고 1.3m, 주기 3.29sec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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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항주파의 관측 및 분석

1) 항주파 관측방법

항주파를 관측하기위해서는 관측장비를 선박이 항해하는 항로 부근에 설치하여

야 한다. 이를 통해 단위선박에서 발생하는 항주파를 계측할 수 있으며, 타선박에

의한 영향, 반사파, 기타 외력에 의한 파랑 등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항로부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구조물이 필요하거나, 관측장비가

수중에 설치되어야 하며, 어느 경우라도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곤란하

다. 파랑관측을 위해 항로부근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

하며, 수중에 설치하는 경우 저조시에 해수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선박의 흘수

보다 깊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압시 파고계를 이용하는 경우 감쇄현상이

심하여 주로 주기가 2.5초 이하인 단주기파랑인 항주파를 계측한다는 것이 매우 곤

란해진다.

Fig. 5.25 및 Fig. 5.26은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에서 항주파를 계측하기 위

해 항주파 측정장치를 설치한 사례이다. 항주파의 관측은 대기상태에 따른 음파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보정하기 위해 Reference distance unit를 탑재한 초음파식 파

고계를 이용하였다. 초음파식 풍향 및 풍속계 및 온도계를 동시에 이용하여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장비의 주요사양은 Table 5.15와 같다.

Table 5.15 Technical specification for ship generated wave measurement

Model LOG_aLevel

Measuring Range Up to 6m

Sampling Rate 5Hz～1value/day

Resolution Up to 1mm

Accuracy Up to 1cm

Anemometer Ultrasonic(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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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Sensor

Controller

Data Logger

Power supply REF distance unit

Target

Sensor

Anemometer

Fig. 5.25 Components of Instrument for ship generated wave measurement

Fig. 5.26 Field setup of the instrument for ship generated wav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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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위 선박의 항행에 의해 발생한 항주파의 관측보다는 신항만에

빈번하게 통항하는 선박으로 인한 항주파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항주

파의 생성, 전파 및 변형이 이루어진 이후의 파랑을 관측하기 위해 부산신항 북컨

테이너터미널 9번 선석과 10번 선석 중간 구역을 선정하였다(Fig. 5.27 참조).

Fig. 5.27 On-site measurement point

2) 항주파 관측 및 분석

(1) 항주파관측 분석

신항만의 경우 어선이나 기타 잡종선박의 출입이 없으며 주로 컨테이너선, 다목

적 부두를 이용하는 자동차운반선과 도선 및 예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파랑관측

은 2010년 4월 14일에서 15일까지에, 출근시간대를 시점으로 하여 09:00에서 주간

업무가 끝나는 18:00까지 9시간 이틀 동안 수행하였다. 주기가 짧은 항주파의 특성

을 고려하여 관측주기를 5Hz로 설정하여 총 126,000개의 데이터를 기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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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데이터 버스트는 1시간으로 18,000개이다.

이 관측기간동안 입출항한 선박은 총 30여척이며, 집중적으로 입출항한 시간대의

선종별 분포 및 통과시 계측된 항주파의 관측치 통계는 <Table 5.16>와 같다. Fig.

5.28은 2010년 4월 15일 10:00에서 18:00까지 관측된 항주파의 기록을 나타내며,

Fig. 5.29∼Fig. 5.33은 선박의 출입이 밀집된 시간대에 관측된 항주파의 기록을 나

타낸다. 선박통항시각은 선박이 관측지점에 정횡을 통과한 시점이다.

Table 5.16 Observed traffic and waves by ship type during (10:00-15:00)

No. Time Ship　 Ship type　 Hs H1/10 Hmax

1 10:19 CSAV LAUCA Containership 0.253 0.322 0.474

2 10:39 Tug 0.299 0.379 0.558

3 11:17 MSC INES Containership 0.239 0.304 0.448

4 11:47 HANJIN OSLO Containership 0.216 0.274 0.404

5 11:49 NORTHERN Containership 0.160 0.204 0.300

6 11:51 Tug 0.132 0.167 0.246

7 11:56 Tug 0.200 0.255 0.375

8 12:51 HYUNDAI ADVANCE Containership 0.191 0.243 0.358

9 13:35 Tug 0.338 0.430 0.633

10 14:06 Tug 0.382 0.485 0.714

11 14:49 Tug 0.390 0.495 0.730

Fig. 5.28 Observed ship generated wave (April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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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9 Ship generated wave during (10:19)

Fig. 5.30 Ship generated wave during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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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Ship generated wave during (11:45-11:57)

Fig. 5.32 Ship generated wave during (13:35)

Fig. 5.33 Ship generated wave during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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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의 관측빈도 및 관측된 파랑의 파고는 해상교통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선박의 출입항이 많은 10:00-12:00 사이에는 항주파의 발생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당시의 기록으로는 컨테이너선박에 의한 항주파보다 예선

으로부터의 항주파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컨테이너선의 지원을 마친 예

선이 선속을 높여서 예선부두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때문이다. 관측기간동안

의 파랑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burst 별로 나타낸 자료를 정리한 것이 Table 5.15이

다. 파랑의 총 개수는 16,100개이며 최대파고 73cm, burst별 최대 1/10파는 파고

49.5cm 이며, 최대 유의파는 파고 39cm 로 나타났다.

5.3.4 항주파의 해석 결과

해상교통량에 따른 항내 항주파를 관측하였으며, 선박의 항해가 없는 시간대에서

는 파랑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잔잔하였다. 항만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선박들 중에서는, 빠르고 출력이 강한 선박들이 항만 내 파랑발생에 큰 영향을 보

였으나 대형선은 이미 선속을 줄여 입출항을 하고 있어서, 관측지점에 근접한 예선

에 의해 발생한 항주파의 파고가 매우 높게 관측되었다.

관측기간동안 16,100개의 파랑이 관측되었으며, 최대파고 73cm 의 항주파가 관측

되었다. 관측된 전체파랑에 대한 최대 유의파고  39cm 이며, 이 값은 경험식으

로 계산한 파고 =0.86∼1.3m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측기간의 경우는 비교적 파랑이 잔잔한 시기의 관측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

을 기록하였으나 항만가동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파고에서 이의 값을 가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항주파의 자료는 부두에서 선박의 계류안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공학

자는 물론 항만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박의 운항특성

과 항주파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항내 파랑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강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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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6.1 결 론

부산 신항만의 초기 건설계획에서 접근 항로 및 박지의 준설, 웅동만의 추

가 매립계획, 조선단지의 조성계획 변화,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부

산신항 입구 토도의 제거 검토 및 극한파랑 변화에 따른 심해설계파의 변경에

따른 주변환경 변화로 신항만 계획시 검토되었던 항만내외 정온도 및 항만가

동율에 변화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변경 요소들을 각 Case 별로 구분하여 수치모형에 의한

해석을 통해 수정 심해 설계파를 기준으로 한 항만내외의 정온도를 재검토 하

였고, 출현 빈도가 높은 평상파를 기준으로 항만 가동율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 성장에 의한 파랑의 변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 3세

대 파랑모형과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과 굴절 및 회절, 반사, 쇄파, 비선

형 분산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확장 완경사 방정식 파랑모형 및 비정상상태 완

경사 방정식 파랑모형을 적용하여 파랑장의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이와 병행하

여 매립 공사로 인한 흐름장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해역

에서의 유동장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실제 관측치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파랑의 천수, 굴절, 회절, 쇄파변형 및 파랑 흐름간의 간섭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비정상 상태의 완경사 방정식을 정상상태로 가정한 파랑모

형의 수치실험 결과는 바람, 흐름을 고려한 다른 파랑모형에 비해 상당히 낮

은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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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흐름 및 바람을 고려한 정상상태 스펙트럼 파랑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두 입사파에 대한 준설 전 후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에너지 스펙트럼 모형

의 특성상 남컨테이너 부두의 선석 대부분 파랑의 전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 3세대 파랑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바람의 영향에 따른 파고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으며, 연안으로 접근하면서 파고는 줄어들지만 바람 영향을 고려

함으로써 파고가 다른 파랑모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외해에

서부터의 바람의 성장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해저면의 급한 경사 (steep slope)와 곡률 (curvature) 등을 고려하여 임

의의 지형에 대해 급격한 변화성분을 정의한 확장 완경사방정식 파랑모형 수

치실험 결과 준설 전에 높은 파고를 나타냈고 준설 후에는 상당히 안정한 데

이터가 산출되었다. 북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준설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석

에서 1m이상의 파고가 나왔고, 준설 후에는 A1～A3 선석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1m 이하의 파고를 나타냈다. 남컨테이너부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준설

전에는 1m～2m의 파고를 보이던 것이 준설 후에는 대부분 0.5m이하의 파고

를 나타내었다. 남컨테이너 부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설 전에 비해 준설

후에 상당히 낮은 파고분포가 형성되었다. 소형선 부두 및 일반 부두의 경우

대체로 파고가 3m 내외의 수치가 산출되는 상당히 높은 파고가 나타나는 결

과를 얻었다.

(5) 파랑과 흐름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 장주기 흐름을 야기하는 수면변

동에 대해서 수심 적분된 연속 방정식 및 운동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도입

하여 가상적인 수면진동 대신에 일반화시킨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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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Galerkin 가중잔차법을 적용하여 해석한 유동모형을 사용하여 신항만

의 유동특성을 파악하였다. 신항만의 입구부근에서는 창조시보다 낙조시에 유

속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항입구에서 상당히 빠른 유속을 보였고 항

내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유속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30일간의

수치실험 결과를 관측 결과와 비교했을 때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6) 평상 파랑을 분석하여 평상시의 항만 가동률을 재산정하였다. 계산 결과

일반 부두 99.4%, 소형선 부두 98.3%, 북컨테이너 부두 99.3%, 남컨테이너 부

두 99.6%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단순히 파랑의 관점에서는 높은 항만가동

률을 보였다. 특히, 초기 부산신항만 개발계획시 고려하였던 신항 입구 동방파

제 후단의 조선단지가 없이 심흘수선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서비스하기위해

18m까지 준설이 될 경우에는 다소 항만가동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7) 33,551톤의 자동차 전용선이 부산 신항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전면해

역을 저속으로 항행하고 있는 경우, 이 선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주파는 파

고 0.86m, 주기 2.0 sec이며, 12,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남컨테이너부두 전면

해역을 저속으로 항행하고 있는 경우는 파고 1.3m, 주기 3.29sec로 계산되었

다. 항주파 관측을 통한 경우는 최대유의파고가 0.39m, 최대파고는 0.73m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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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언

이상과 같이 파랑모형에서 각각의 32개 Case에 대해 파랑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모형을 사용하였다. 충분한 파랑과 흐름의 실측치로 인한 세

밀한 비교는 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파랑 변화와 유동 특성에서 상당

히 근접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매립과 준설, 그리고 조선단지의 제외 등이 항만의 반응을 증

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어 우려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태풍내습시를 대비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부산 신항만은 태풍 매미

로 공사진행 도중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태풍 및 너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만정온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행 항만정온도의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항만가동율을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단주기성 평상파에 대한 분석만을 기하였지만 이외에 장주기성 부진동

으로 인한 가동율의 변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장래 평가기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계류선박의 동적거동과 대규모 항만에서 선박출

입항에 따른 항주파의 영향까지 포함시킨 부두에서의 계류안정성과 항만가동

율의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파랑예측모형이나 해수의 유동모형을 선택 시 대상영역의 크기와 복잡한 수

심을 포함하는 해안 환경과 해안 형상을 고려하고, 모든 수치모형들이 일치하

지 아니하고 각각의 특색이 있으므로 서로 비교하여 적합한 연구 대상영역과

위치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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