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자연 해빈은 해양환경에 따라 쉼 없이 그 모양을 바꾸며 

출현 횟수가 년 수차례에 불과 한 고 파랑에 의해 대규모로 

침식되더라도 폭풍이 잦아들고 다시 너울이 우월한 온화한 

해양환경이 회복되면 점진적으로 복원된다(Cho and Kim, 

2019; Cho et al., 2019). 거친 해양환경에서 형성되는 침식 해

빈은 완만한 전빈경사, 소멸한 사주와 같은 성정을 지니며, 

온화한 해양환경에서 형성되는 퇴적 해빈은 좁은 해빈 폭, 

급한 전빈경사, 원빈에 형성된 사주와 같은 성정을 공유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온화한 해양환경에서 해빈이 복원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ho 2020c).

Stokes drift에 의해 부유사 형태로 해안 가까이 이송된 모

래는 후행하는 처오름 과정에서 온화한 해양환경에서 낮아

진 지하 수위로 인해 흐름 일부분이 침투되는 과정에서 전

빈에 퇴적된다. 이에 반해 침투되지 못한 나머지 흐름은 처

오름 정점에서 방향을 틀어 먼바다 방향으로 회귀한다. 이

렇게 형성된 흐름[under-tow]은 사면을 따라 가속되며 이 과

정에서 전빈 기부를 구성하는 모래 중 일부는 부유사 혹은 

소류사 형태로 under-tow와 함께 먼바다 방향으로 쓸려간

다. 먼바다 방향으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under-tow의 공

간적 범위는 증가하나 그 세기는 점점 약해지며 함께 쓸려

온 모래는 퇴적되어 원빈에 사주가 형성된다. 수심이 깊어

짐에 따라 저류의 세기가 약해지며 수주에 순 유입된 흐름

은 방향을 틀어 자유수면을 향해 진행되며 이렇게 형성된 

상승류는 원빈에서 흔히 관측되는 사주 형성과 형성 위치

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작으로 기능한다(Cho, 2019).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해안에 쌓이는 모래, 원빈 

사주는 파랑으로 인해 해빈 모래가 재분배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렇게 재분배되는 모래에 의해 결과되

는 해저지형 변화는 후행하여 내습하는 파랑의 천수 과정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자연 해빈이 지니는 자기복원 능

력이 구현되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한다. 따라서 물리 기반 

지형모형이 해역별 최적 해빈 안정화 공법 선정 platform으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침⋅퇴적으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

과 내습하는 파랑 간의 상호작용을 위상별로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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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ysics-based morphology model [Seoul Foam] was developed using the dynamic mesh technique to expla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ea bed, which undergoes deformation due to siltation and scouring, and the incoming waves. In doing so, OlaFlow, an 

Open Foam-based toolbox, was used as a hydrodynamic model. To verify the proposed physically-based morphology [Seoul Foam]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shoaling process over the beach of the uniform slope were implemented. The numerical 

result shows that the formation process of a sand bar over the foreshore was successfully simulated. As can be easily anticipated, the 

size of the sand bar was closely linked to the nature of incoming waves, and in the case of a rough sea, the foreshore slope was 

rapidly deformed due to scouring. In mild seas, several sand waves were formed near the shoreline, and when the exposure time was 

the same, the size of the sand waves was not as large as in rough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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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제를 지녀야 하나 현재 이러한 기제를 지닌 물리 기반 

지형모형은 문헌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가용한 지형모형 대부분은 수치모의된 파동계로부

터 산출된 주기 평균 물리량으로 단위 주기 경과 시마다 

경험에 기반하며 지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Butt 

et al. (2005)에 의해 예증 되었듯이 모래 이송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물리량은 뾰쪽한 마루, 얕은 곡이 길게 지속

되는 파랑의 왜도, 파랑 전면이 급하게 떨어지는 왜곡 등으

로, 현재 가용한 지형모형 대부분에서는 해안 방향 최대 순

간 유속과 먼바다 방향 최대 순간 유속의 차이로 전술한 

왜도 혹은 왜곡 정도를 기술한다. 그러나 연안에서 가용한 

모래 대부분이 집중되는 쇄파역의 경우 모래의 순 이송량

은 전술한 물리량 외에도 얕은 곡이 길게 지속되는 기간과 

높고 뾰쪽한 마루가 지속되는 기간의 비대칭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전술한 비대칭성은 해양환경에 따라 변하

기 마련으로,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통계 

특성치는 현재 가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기 평균 흐름으로 쇄파역 파랑의 고유한 성정인 

비대칭성을 재현하는 작업은 제한적인 관측자료로부터 축

출한 주관적 인식이 강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Cho(2020c)는 전술한 주기 평균 유동계에 기반한 지

형모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높고 뾰쪽한 마루, 얕은 곡

이 길게 지속되는 비선형 파랑의 기술이 가능한 phase-resolving 

wave driver인 RANS(Reynolds Averged Navier Stokes Equation)

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물리 기반 지형모형[SeoulFoam]을 개

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Cho(2020)는 SeoulFoam을 활용

하여 원빈에 출현하는 사주의 형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모의

한 바 있으나, 침⋅퇴적으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이 내습

하는 파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연구에서는 dynamic mesh 기법을 활

용하여 침⋅퇴적으로 인해 변화를 겪는 해저지형과 내습하

는 파랑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물리 기반 지형

모형[Seoul Foam]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수역학 모형

으로는 Open Foam 기반 tool box인 OlaFlow가 사용된다. 이

렇게 완성된 물리기반 지형모형[Seoul Foam]을 예증하기 

위해 단조 해안에서의 천수 과정을 수치 모의하였으며, 수

치 모의는 scale effect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해

역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2. 수치 모형

수치 모의는 동수역학 모형으로는 OpenFoam 기반 tool 

box인 OlaFlow와 물리 기반 지형모형인 SeoulFoam을 활용

하여 수행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2.2.1절과 2.2.2절에

는 OlaFlow와 물리 기반 지형모형인 SeoulFoam, 2.3절에는 

Dynamic Mesh 기법을 정리하였다.

2.1 OlaFlow

OlaFlow에서 파랑 모형은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와 질량 보존식으로 구성되며, 자유수면은 

VOF [Volume Of Fraction] 법을 활용하여 추적된다. 난류 

모형으로는  모형을 사용하였다(Pope, 2004).

OlaFlow(Higuera et al. 2013a; Higuera et al., 2013b)에서 사

용되는 파랑 모형인 RANS, 연속 방정식을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  (1)




∇∙∇∙∇ 

 ∇ ∙∇∇∙∇

(2)

식(1), (2)에서 는 속도벡터, 는 중력가속도벡터, 는 

위치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는 로 정의되는 동

점성계수, 는 유사 동압력을 각각 나타낸다.

이상 유체를 해석하기 위한 VOF식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

으며,




∇∙∇∙   (3)

여기서 는 VOF법에서 자유수면을 추적하기 위해 도입

된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액체 상태, 0에 가까울수록 기체 

상태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자유수면의 위치를  

로 정의하였다.

2.2 물리기반 지형모형 [SeoulFoam]

물리기반 지형모형 SeoulFoam은 부유사 해석을 위한 이

송확산 방정식과 표사수지 개념으로부터 유도된 Exner식으

로 구성된다(Cho, 2020c; Jacobsen et al., 2014). 전술한 Exner

식의 유도과정에는 소류사와 바닥으로 회귀하는 부유사를 

고려하였으며 표사 초기이송, 부유사 농도 저면 경계치, 소

류사 이송률 산출과정에는 Shields Diagram, 삼차원 수치 모

의된 유동계 정보로부터 직접 산출된 저면 전단응력이 활

용된다(Cho, 2020c; Jacobsen et al., 2014).

2.2.1 이송확산 방정식

이송확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     ∇∙     ∇  (4)

여기서 는 단위체적당 부유사 농도, 와 는 각각 표사 

침강속도와 유속 벡터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동점성계

수와 와동점성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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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Foam에서 식(4)로 정의되는 초기⋅경계치 문제를 

완결하는 데 필요한 바닥에서의 순간 체적 표사 농도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며(Cho, 2020c; Jacobsen et al., 2014),






 



(5)

여기서 는 최대 부유사 농도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0.35의 값을 취하였다. 는 바닥에서의 순간 선형 표사 농

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Bagnold, 1954; 

Einstein, 1950).


 
 ′




 ′ ′



 (6)

식(6)에서  ′는 Shields parameter를 나타내며 이를 기술하

면 다음과 같으며,

 ′



(7)

여기서 는 저면 전단응력, 는 모래 비중, 는 해수 밀

도, 는 모래 지름을 각각 나타낸다. 식 (6)에서 는 표사

가 움직이는 확률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















 

(8)

식(8)에서 는 동적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2.2.2 물리기반 지형모형 SeoulFoam

물리기반 지형모형 Exner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

으며(Cho, 2020c; Jacobsen et al., 2014),








∇∙   (9)

여기서 는 공극률을 나타내며, 침식률을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10)

식(10)에서 은 저면에서의 단위 외향 법선벡터를 나타

내며, 따라서 외향 법선벡터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11)

여기서 은 경계 인근 육면체로 구성된 셀에서 바닥과 

접하는 면의 면적을 나타낸다. 식(9)에서 중력에 의해 바닥

으로 회귀하는 모래를 나타내는 는 침강속도 와 유속 

의 합을 저면법선 벡터 에 투영하여 산출되며 이를 내적

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12)

여기서 는 바닥에서의 순간 체적 표사농도를 나타내며 

식(5)에 이미 정의한 바 있다.

식(9)에서 는 소류사 이송률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13)

여기서 소류사 이송속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평형

방정식으로부터 산출된다(Cho, 2020c; Cho, 2019; Jacobsen 

et al., 2014).






  (14)

표사에 작용하는 중력 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으며,

 



   (15)

바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접선방향 성분 은 

외적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16)

표사가 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생성되는 마찰력 

은 운동마찰계수와 수직반력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7)

모래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 

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으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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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대속도 은    
 로 정의되며, 는 항력

과 물에 잠긴 모래 입자의 부력에 의한 중량감소를 설명해 

주는 계수로 Luque (1974)의 실험 결과에 준거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19)

2.3 Dynamic Mesh

침⋅퇴적으로 인해 해저지형은 끊임없이 변하며 이렇게 

변형된 해저지형은 파랑 천수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 전술한 해저지형과 파랑 사이의 상호작용은 Dynamic 

Mesh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하였으며, 침⋅퇴적으로 인해 

임의의 형상을 띄는 통제용적의 경우 질량 보존식은 다음

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Tukovic and Jasak, 2008).



 





∙  


 ∙∇ (20)

상기 식에서 은 외향 법선벡터, 는 유속, 는 침⋅퇴

적으로 인해 바닥이 변형되는 속도, 는 확산계수를 각각 

나타내며 통제용적의 체적변화율과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 공간 보존법칙을 충족한다(Fig. 1 참조).



 





∙  (21)

∆의 정도로 이산화하는 경우 식 (20)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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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기서 위첨자는 time step을 나타내며, 과  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3)

 ∙  (24)

해저지형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식(20)에서 

오른쪽 첫 번째 항은 미미하며, 이 경우 계산 격자망의 변형

은 큰 변형을 겪는 구조물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되

는 Laplace식을 충족한다(Tukovic and Jasak, 2008).

∇·∇ (25)

식(9)에 기술된 Exner식을 해석하여 얻은 해저지형 변형 

혹은 속도 는 전술한 Laplace 식의 외력 혹은 경계조건으

로 활용되며, 각 격자점의 위치 


는 다음과 같이 갱신

되며,







∆ (26)

식(20), (25)의 확산계수 는 침⋅퇴적이 진행되는 바닥으

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취한다.

3. 수치 모의

침⋅퇴적으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와 내습하는 파랑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리 기반 지형모형

[Seoul Foam]을 예증하기 위한 수치 모의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수역학 모형으로는 Open Foam 기반 tool 

box인 OlaFlow를 사용하였으며, 식(6)에 정의된 Exner식 형

태의 물리기반 지형모형은 FAM(Finite Area Method)을 활

용하여 수치해석 하였다. 해저면은 동수역학 모형인 RANS 

해석을 위해 사용된 격자망과 같은 해상도로 이산화하였으

며, Mesh는 과다한 계산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치 모의

를 위해   간격으로 갱신[update]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Fig. 2에는 수치 수조를 수록하였으며, 도시된 계산영
Fig. 1. Schematic sketch of mesh deformation problem

Fig. 2. Initial configuration of numerical wave f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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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 개의 절점을 사용하여 이산화하

였다.

수심은 해안선으로부터 ∼  떨어진 지점까지 경사가 

 내외인 급경사의 전빈이 포진하며 이후 수심이    

내외인 간조 단구[low tide terrace]가 넓게 포진하는 동해안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로 취하였다(Cho, 2019; Chang and 

Cho, 2019, Cho and Kim, 2019, Cho et al., 2019). 파형은 간

조 단구에서의 수심을 고려하여 유한 수심에서의 대표적 비

선형 파랑모형으로 알려진 Cnoidal wave로 취하였으며(Cho, 

2019; Dean and Dalrymple, 2002), 모래는 동해안에 분포하

는 모래 특성을 고려하여 

를 사용하였다(Cho, 

2019; Chang and Cho, 2019, Cho and Kim, 2019, Cho et al., 2019).

Table 1에는 수치 모의에 사용된 파랑 제원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 수치 결과

Fig. 3, 4에는 RUN1, RUN2에서 관측되는 파동계와 계산 

격자망을 차례대로 도시하였다. 파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작되는 침⋅퇴적으로 인해 해저지형이 변

하는 양상이 상당히 정확한 정도로 모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모의 조건 중 가장 거친 해양환경에 해당하는 

RUN1의 경우 전빈경사는 상당히 급하게 떨어지며 전빈 전

면해역 바닥에는 다수의 sand wave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해양환경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RUN2의 경

우 해안선 인근에 형성되는 sand wave의 파장과 진폭은 

RUN1의 경우에 비해 작았으나, 형성되는 위치는 내륙을 해

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흥미롭다.

Fig. 5, 6, 7에는 RUN1, 2, 3에서 관측되는 부유사 농도분

포를 순차적으로 도시하였다. 파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쇄파역 바닥으로부터 연행되어 부유 되는 모

래의 증가로 수주가 탁해지는 것을 확연하게 관측할 수 있

다. 쉽게 예상해볼 수 있듯 수주 탁도는 해양환경이 가장 

거친 RUN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모의 되었다.

Fig. 8에는 Wave Gauges NO 1, 2, 3 (Fig. 2 참조)에서 관측

되는 부유사 농도분포의 한 주기에 걸친 변화양상을 정리

하였다. 한 주기를 총 열 개의 frame으로 나누어 위상별 부

유사 농도분포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쉽

게 예상해 볼 수 있듯 쇄파선에 가까울수록 탁도가 증가하

였으며, Wave Gauges NO3의 경우 바닥에서 연행된 모래가 

자유수면 인근까지 부유하여 75초 경과 후 부유사 농도가 

0.02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10에는 각각 Wave Gauges NO 1, 2, 3 (Fig. 2 참조)

에서 관측되는 바닥에서의 부유사 농도 시계열 자료, 저면 

전단응력 시계열 자료를 수록하였다. Wave Gauges NO 1, 

2, 3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부유사 농도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에는 위상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유사 농

도가 정점을 유지하는 기간은 쇄파선에 가까울수록 오랫동

안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도, 왜곡된 전단응력으로 설명될 수 있

Cases H [m] T [s] ho [m] d50 [mm] α

RUN 1 3.5 8.5 8.0 0.6 1/8

RUN 2 1.5 6.5 8.0 0.6 1/8

RUN 3 0.75 9.5 8.0 0.6 1/8

Table 1. List of wave conditions us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a) t=84.5s

(b) t=100 s

(c) t=107.5 s

(d) t=115.5 s

Fig. 3. Sequential snapshots of numerically simulated wave field and 
bed profiles in RUN1

(a) t=84.5s

(b) t=100s

(c) t=107.5 s

(d) t=115.5 s

Fig. 4. Sequential snapshots of numerically simulated wave field and 
bed profiles in R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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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수 과정이 진행되면 파동계에 출현하는 고차조화성분

으로 파형은 전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서며 파형 전면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저면 전단응력

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Wave Gauges NO의 경우 전단응력이 

상당히 왜도되고 왜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왜도

(a) t=84.5 s

(b) t=100 s

(c) t=107.5 s

(d) t=115.5 s

Fig. 6. Sequential snapshots of numerically simulated suspended 
load field and bed profile in RUN2 [H=1.5 m & T=6.5 s]

Fig. 7. Snapshots of numerically simulated suspended load and bed 
profiles at t=84.5s in RUN3[H=0.75 m & T=9.0 s]

(a) Wave Gauge NO1

(b) Wave Gauge NO2

(c) Wave Gauge NO3

Fig. 8. Evolution of suspende load distribution at Wave Gauges 
NO 1, 2, and 3 in RUN1

Fig. 9. Sampled time series of suspende load volume concentration 
near the bottom [at Wave Gauges NO 1, 2, and 3 in RUN1]

Fig. 10. Sampled time series of bottom shearing stress at Wave 
Gauges NO 1, 2, and 3 in RUN1

(a) t=84.5s

(b) t=100s

(c) t=107.5 s

(d) t=115.5 s

Fig. 5. Sequential snapshots of numerically simulated suspended-load 
field and bed-profile in RUN1 [H=3.5 m & T=8.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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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유사 농도로 이어진다.

Fig. 11에는 파랑에 107.5초 동안 노출된 후 RUN1, 2, 3에

서 관측되는 저면 형상을 비교하였으며, 파고가 클수록 전

빈경사는 급해지며, 사주의 진폭과 파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에는 Wave Gauges NO 1, 2, 3 (Fig. 2 참조)에서 

관측되는 파랑 진행 방향 유속의 한 주기에 걸친 변화양상

을 정리하였다. 한 주기를 총 아홉 개의 frame으로 나누어 

위상별 유속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해안공

학계에 잘 알려진 것처럼 Wave Gauges NO 1, 2, 3에서 모두 

외향 저류[under-tow]가 우세하였으며[Fig. 13 참조], 외향 저

류의 세기는 해안과 가장 가까운 Wave Gauges NO3에서 정

점에 이르렀으며, 먼바다 방향으로 갈수록 외향 저류의 세

기는 감소하나 외향 저류의 공간적 범위는 해수면 인근까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3 참조]. Wave Gauges 

NO2의 경우 해수면 인근에서는 해안을 향해 진행되는 Stokes 

Drift가 우세하나, Wave Gauges NO1, 3에서는 전술한 Stokes 

Drift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파 마루가 도착하여 흐

름이 해안 방향으로 전환되는     [Wave Gauge NO1], 

    [Wave Gauge NO2],     [Wave Gauge NO3]의 

경우 바닥과 가까운 해역에서의 유속이 바닥의 영향으로부

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층부에서의 유속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Longuet-Higgins(1957)에 의해 처음

으로 특정되고 해석된 boundary layer streaming으로 보는 시

각이 가능해 보인다(Cho, 2020a; Cho, 2020b). 해저면 인근

에서는 마찰로 인한 에너지손실로 한 주기에 걸쳐 상층부

로부터 경계층으로 유입되는 파랑 진행 방향 운동량이 상

승하는 운동량보다 우월한 경우 생성되는 경계층에서의 파

랑 진행 방향 흐름으로 boundary layer streaming으로 잘 알

려진 바 있다. 이 밖에도 외향 저류로 인해 바닥과 이격된 

해역에서의 유속 전환이 느려진다는 해석도 가능해 향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 결 론

기후변화와 난개발 등으로 기존에 유지되던 준 평형 상태

가 훼손된 우리나라의 각 해안에서는 현재 상당한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술한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연

안 정비사업이 이안제, 돌제, 인공 곶[headland], 저천단 방

파제 등의 강성공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Cho 

and Kim, 2019; Cho et al., 2019: Chang and Cho, 2019), 거치 

지역의 인근 해안에 추가적인 침식 혹은 퇴적, 항 매몰 등과 

같은 역기능을 일으킨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물 거치로 인한 해양 수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

로 다루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발생빈도가 년 수차례에 불

과 한 고 파랑에 의한 침식 저감 위주로 구조물이 설계된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문제는 해역별 

최적 해빈 안정화 공법 선정 platform이 마련되는 경우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그 

모양을 바꾸는 자연 해빈을 고려하는 경우 전술한 platform

이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침⋅퇴적으로 인해 변형된 

Fig. 11. Comparison of bed-profiles after being exposed to waves of 
different character for 107.5 s

(a) Wave Gauge NO1

(b) Wave Gauge NO2

(c) Wave Gauge NO3

Fig. 12. Evolution of shoreward velocity during unit wave period at 
Wave Gauges NO 1, 2, and 3 in RUN1

Fig. 13. Variation of period-averaged shoreward velocity across the 
shore in R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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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형과 내습하는 파랑 간의 상호작용을 위상별로 설명

할 수 있는 기제를 지닌 물리 기반 지형모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기제를 지닌 물리 기반 지형모형은 문헌

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가용한 지형모형 대부분은 수

치모의 된 파동계로부터 산출된 주기 평균 물리량으로 단

위 주기 경과 시마다 경험에 기반하며 지형을 바로잡는 방

법으로 운영된다.

Butt et al. (2005)에 의해 예증 되었듯이 모래 이송과정에

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물리량은 뾰쪽한 마루, 얕은 곡이 

길게 지속되는 파랑의 왜도, 파랑 전면이 급하게 떨어지는 

왜곡 등으로, 현재 가용한 지형모형 대부분에서는 해안 방

향 최대 순간 유속과 먼바다 방향 최대 순간 유속의 차이로 

전술한 왜도 혹은 왜곡 정도를 기술한다. 그러나 연안에서 

가용한 모래 대부분이 집중되는 쇄파역의 경우 모래의 순 

이송량은 전술한 물리량 외에도 얕은 곡이 길게 지속되는 

기간과 높고 뾰쪽한 마루가 지속되는 기간의 비대칭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전술한 비대칭성은 해양환경에 따

라 변하기 마련으로,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통계 특성치는 현재 가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

인다. 따라서 주기 평균 흐름으로 쇄파역 파랑의 고유한 성

정인 비대칭성을 재현하는 작업은 제한적인 관측자료로부

터 축출한 주관적 인식이 강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Cho(2020c)는 전술한 주기 평균 유동계를 다루는 모

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높고 뾰쪽한 마루, 얕은 곡이 

길게 지속되는 비선형 파랑의 기술이 가능한 phase-resolving 

wave driver인 RANS(Reynolds Averged Navier Stokes Equation)

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물리 기반 지형모형[SeoulFoam]을 개

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Cho(2020)는 SeoulFoam을 활용

하는 경우 원빈에 출현하는 사주의 형성과정 기술이 가능

하다는 것을 예증하였으나, 침⋅퇴적으로 인해 변형된 해

저지형이 내습하는 파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는 못하

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연구에서는 dynamic mesh 기

법을 활용하여 침⋅퇴적으로 인해 변화를 겪는 해저지형과 

내습하는 파랑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물리 기

반 지형모형[Seoul Foam]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수

역학 모형으로는 Open Foam 기반 tool box인 OlaFlow가 사

용된다. 이렇게 완성된 물리기반 지형모형 [Seoul Foam]을 

예증하기 위해 단조 해안에서의 천수 과정을 수치 모의하

였으며, 수치 모의는 scale effect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해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 전빈에 출

현하는 사주 형성과정이 정확히 모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듯 사주의 공간적 규모는 파랑

의 성격에 밀접하게 연계되며 거친 해양환경의 경우 전빈

경사가 침식으로 인해 급하게 변형되었으며, 이 과정은 점

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온화한 해양환경에서는 해안선 인근

에서 다수의 sand wave가 형성되었으며, 노출시간이 같은 

경우 sand wave의 규모는 거친 해양환경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저감기술 개발” 성과 

중 일부분으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Bagnold, R. A. (1954). “Experiments on a gravity-free dispersion 

of large solid spheres in a Newtonian fluid under shear.”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A: Mathematical,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s 1954, Vol. 225, No. 1160, 

pp. 49-63.

Butt, T., Russel, P., Puleo, J. and Masselink, G. (2005). “The appli-

cation of Bagnold-type sediment transport models in the swash 

zone.” Journal of Coastal Research, Vol. 21, No. 5, pp. 887-895.

Cho, Y. J. (2020a). “Numerical Analysis of the Hydraulic Charac-

teristics of a Boundary Layer Streaming over Beach Cusps 

Surf-Zone Using LES and One Equation Dynamic Smagorinsky 

Turbulence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Vol. 32, No. 1, pp. 55-68.

Cho, Y. J. (2020b). “Numerical Analysis of the Hydraulic Charac-

teristics of a Boundary Layer Streaming over Surf-Zone Using 

LES and Dynamic Smagorinsky Turbulence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Vol. 32, No. 1, 

pp. 69-84.

Cho, Y. J. (2020c). “Development of the physics-based morphol-

ogy model as the platform for the optimal design of beach nour-

ishment project: a numerical study.” J. Mar. Sci. Eng., Vol. 8, p. 

828.

Cho, Y. J. (2019). “Numerical analysis of the beach stabilization 

effect of an asymmetric ripple ma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Vol. 31, No. 4, pp. 28-39.

Chang, P. S. and Cho, Y. J. (2019). “Preliminary study on the de-

velopment of a platform for the optimization of beach stabiliza-

tion measures against beach erosion III - centering on the effects 

of random Waves occurring during the unit observation period, 

and infra-gravity waves of bound mode, and boundary layer 

streaming on the sediment transpor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Vol. 31, No. 6, pp. 434-449 (in 

Korean).

Cho, Y. J. and Kim, I. H. (2019).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

opment of platform for the selection of an optimal beach stabili-

zation measures against the beach erosion-centering on the year-



침⋅퇴적으로 인해 변형을 겪는 해저지형과 내습하는 파랑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물리기반 지형모형[Seoul Foam] 개발 219

ly sediment budget of the Mang-Bang bea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Vol. 31, No. 1, 

pp. 28-39.

Cho, Y. J., Kim, I. H. and, Cho, Y. J. (2019). “Numerical analysis 

of the grand circulation process of Mang-Bang beach- centered 

on the shoreline change from 2017. 4. 26 to 2018. 4. 2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Vol. 31, No. 

3, pp. 101-114.

Dean, R. G. and Dalrymple, R. A. (2002). “Coastal Processes with 

Engineering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Einstein, H. A. (1950). “The bed-load function for sediment trans-

portation in open channel flow.” Tech. Bull., No. 1026, U.S. 

Dep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Higuera, P., Lara, J. L. and Losada, I. J. (2013a). “Realistic wave 

generation and active wave absorption for Navier-Stokes 

models: application to OpenFOAM.” Coast. Eng., Vol. 71, pp. 

102-118.

Higuera, P., Lara, J. L. and Losada, I. J. (2013b). “Simulating 

coastal engineering processes with OpenFOAM.” Coast. Eng., 

Vol. 71, pp. 119-134.

Jacobsen, N. G., Fredsoe, J. and Jensen, J. H. (2014).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breaker bar under regular waves. Part 1: 

Model description and hydrodynamics.” Coastal Engineering, 

Vol. 88, pp. 182-193.

Longuet-Higgins, M. S. (1957). “The mechanics of the boun-

dary layer near the bottom in a progressive wave.” Proc.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Engineering, Palm Beach 

and Miami Beach, December 1957, Gainesville, Florida, pp. 

184-193.

Luque, R. F. (1974). “Erosion and transport of bed-load sediment.” 

Ph.D. dissertation,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Pope, S. B. (2004). “Ten equations concerning the large-eddy sim-

ulation of turbulent flows.” New Journal of Physics, Vol. 6, No. 

35, pp. 1-24.

Tukovi´c, V. and Jasak, H. (2008). “Simulation of Free-Rising 

Bubble with Soluble Surfactant using Moving Mesh Finite 

Volume/Area Method.”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FD in 

Oil & Gas, Metallurgical and Process Industries, SINTEF/NTNU, 

June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