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해안구조물은 지속적인 풍파로 인해 세굴이나 침식 등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방파제와 같은 외곽시설물은 

해안침식작용을 억제하고 주변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

해 설치되어(Park, 201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손상이 누적되며 방파제 내⋅외로 침식이 발생한다. 국내에

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방파제가 축조되고 있으며, 그 중

에서 경사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ig. 1은 USACE 

(1984)에서 나타낸 경사제의 일반적인 구조를 그림이다. 경

사제는 재료에 따라서 피복제(Armour layer, Underlayer)와 

속채움재(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파 규모의 파랑이

나 지속적인 파랑이 방파제 상부에 큰 파압을 발생시키고 

피복제에 손상을 유발한다 (Oh et al., 1999). 피복제에 파손

이나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해수가 유입되어 방파제 내부

의 속채움재를 유출시키고, 방파제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

게 되며 이러한 공간을 공동(Core failure)이라고 한다(Jung 

et al., 2021). 내부 채움재가 유출된 공동으로 해수가 유입되

면 해수에 포함된 염소이온이 구조물의 산성도를 증가시키

고 이는 철근을 부식시킨다. 결과적으로 방파제의 강도를 

저하시키며, 붕괴를 유발하게 된다(Page, 1975).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농도가 높아져 노후화는 

구조물의 내구도를 더욱 약화시킨다(Song et al., 2007). 따

라서, 해안구조물은 파도와 같은 외부 응력에 의한 손상과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콘크리트 또는 철근과 

화학반응을 통한 부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방파제 공동현상

에 적절한 채움재를 활용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

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방파제에 발생하는 공동현상은 몰탈 그라우팅 공법

을 주 보수 방안으로 사용하였지만, 몰탈은 일반적으로 60%

의 강도를 발현하는데 24시간의 긴 양생시간이 필요하고, 

양생되지 않은 해안구조물 내부 공동에 몰탈에 해수가 침

투하면 해수희석으로 인해 점착력이 약화되거나 공동 충진 

효과가 미확보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양 생태

계로 유실된 몰탈은 바다 석회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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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breakwater gradually becomes obsolete, it becomes vulnerable to loss of its original functions and finally occurs corruption 

due to cavitation, scours inside, etc. The mortar grouting method, which has been in general applied in many cases, would invoke 

serious issues such as coastal environmental pollutions because of spilled-out cement before curing on the near sea. Thus, the sand 

mastic that utilizes the mastic asphalt becomes focused on as a substitute. However, the related study is hard to find in the domestic 

literature. In this study, therefore, the workability of sand mastic when filling up the cavitation inside a breakwater was evaluated 

with a 3-D numerical model, FLOW-3D. It was intended to propose the workability index (WI) of sand mastic based on the 

diffusion diameter. It has been shown that the temperature and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asphalt are the most significant 

parameters on the rhe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sand mastic.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hat the asphalt composition above 

16% and the initial temperature above 150℃ when applying with a breakwater with inside ca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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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해양생물 및 해안 주변 거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샌드매스틱 아스팔트 혼

합물을 보수재료로 사용하는 샌드매스틱 공법을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활용하는 방안이 국내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샌드매스틱 혼합물은 기존 해외에서 해안에 자주 사용되

었고 (Van de Velde et al.(1985)), Van Asbeck(1954)는 샌드

매스틱의 물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해수 내 위치한 해안구

조물에는 아스팔트 등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샌드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혼합되어 사용되며 지반, 구조물, 수온 등 사용하

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따

라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샌드매스틱 공법 적용을 위한 조

건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도로의 포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샌드매스틱 혼합물은 온도에 민감한 재료로 방파제 내부에 

공동에 해수가 차있다는 가정 하에 낮은 온도에서 급격히 

경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파제 내부에 

발생하는 공동을 보수하는데 샌드매스틱 공법이 적절히 활

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샌드매스틱 혼합물의 시

공성을 FLOW-3D 수치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하였

다. 샌드매스틱 혼합물의 배합 비율 과 온도 등, 샌드매스틱 

혼합물의 물성치를 결정하는 요소에 따라 수중 유출 시 수

중에서의 샌드매스틱 혼합물의 유동성 및 거동 특성을 수

치해석을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적절한 샌드매스틱 

공법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몰탈 그라우팅 공법의 

대체로 샌드매스틱 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본 공법은 유

럽 및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 국내 환경에 적합하

게 개발 중에 있다. 방파제 내부 발생하는 공동의 형상은 

매우 불규칙하며 방파제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

상의 공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점성유

체의 성질을 띄고 있는 샌드매스틱의 거동의 예측이 어려

우며, 이는 보수공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에서 

발생하는 샌드매스틱의 거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샌드매스틱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방파제 내

부에 유입되는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을 수치해

석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방파제 내부에

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내

부 공동의 형상과 방파제 규모, 형태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샌드매스틱이 받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양생 이전 콘크리트의 거동은 과거부터 수치해석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Gram, 2009),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샌

드매스틱 혼합물 거동의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통해 샌드매스틱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아스팔트 함유량과 

초기 유출온도에 따라 샌드매스틱은 점성이 변하는 물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점성유체의 거동을 나타낸다. Jung 

et al.(2021)은 낙하된 샌드매스틱의 거동을 수치해석을 통

해 연구하였으며, 확산지름의 개념을 적용하여 샌드매스틱

의 시공범위를 예측하였다. 실질적으로 샌드매스틱이 국내

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방파제에서의 추가적인 특성

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방파제는 사석층을 갖

고 있으며 항만시설 설계기준(2020)에 따르면 방파제 내부 

뒷채움재에 사용하는 재료는 주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골재를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방파제마다 적용되는 사

례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 방파제의 설계사례를 

적용하여 사석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홍원항 방파제의 사

례를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되었던 모형은 FLOW-3D 3차

원 CFD 모형을 사용하였다.

2.1 지배방정식

FLOW-3D는 온도와 시간에 대한 샌드매스틱의 경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연속방정식과 3차원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또한 유체의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여 해석이 가능하며, 층류 모형, 난류 에너지 

모형,  모형, RNG(ReNomalized Group) 모형, LES 모형 

등을 사전에 선택하여 해석이 가능하다(Flow Science, 2018). 

FLOW-3D의 가장 큰 특징은 직육면체 형상의 격자계를 사용 

시 일반 형상 기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FAVOR(Fractional 

Area Volume Obstacle Representation) 기법을 각 방정식에 적

용하며, 여기서 비압축성 및 압축성 유체의 해석을 수행할 

때 해석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보조 방정식을 사

용한다(Flow Science, 2018). 열전달 및 유체 흐름의 지배방

정식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속방정

식,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에너지 방정식이며, 동일한 유체

의 범위(system)에서 질량보존 법칙, 뉴턴 제2 법칙, 열역학 

제1 법칙이 적용된다. 해석에서는 공간에 고정된 Euler좌표

계가 사용하며 3차원 수치해석에 사용된 FLOW-3D는 Eq. 

(1), Eq. (2)와 같이 유동에 관련된 지배방정식들을 직교좌

표계(  )로 나타낸다.




 




 




  





(1)

Fig. 1. Schematic of rubble mound breakwater (USAC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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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 ,  또는 방향의 속도성분을 

나타내고,  ,  ,   는 각 방향의 면적율을 나타낸다. 또 

는 밀도, 


는 질량 생성 및 소멸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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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체적력(body force)에 의한 가속항이

며     는 점성 가속항,     는 다공성격벽(porous 

baffle)과 같은 매질 통과시 유동 감/가속항을 나타낸다.

2.2 모형의 검증

모형의 검증은 Jung et al.(2021)이 제시한 방식과 동일하

게 Kerkhoven(1965)이 수행하였던 실험을 FLOW-3D를 통

해 재현함으로써 샌드매스틱의 유동 해석의 적절성을 검증

하였다. Kerkhoven(1965)는 샌드매스틱의 점성을 측정하기 위

해 Fig. 2(a)와 같이 제시된 Kerkhoven viscometer를 FLOW-3D

를 통해 Fig. 2(b)와 같이 재현하였다. Kerkhoven viscometer

는 낙하시간에 따라 점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4.0 L의 샌

드매스틱이 viscometer 하단에 48 mm의 유출구를 통해 유

출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Kerkhoven이 제시한 경험식은 

Eq. (3)이며, 낙하시간을 측정하여 점성을 산정할 수 있다. 아

스팔트 함유량, 초기온도, 필러의 함유량에 따라서 점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낙하시간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낙하시간을 통해 Eq.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점성

(a) (b)

Fig. 2. (a) Kerkhoven viscometer design(Kerkhoven, 1965), (b) Representation of Kerkhoven viscometer in FLOW-3D

Outflow
Temperature

Composition of Asphalt

16% 20%

Composition of Filler

18% 22% 25% 18% 22% 25%

180℃ 9.8 10 11 4.8 6.3 3.4

150℃ 14 13.3 24.7 5.7 9.2 5

120℃ 80 74 42.1 34.3 12.5 17.8

Table 1. Results of the sand mastic composition outflow time(sec) at Kerkhoven viscosity meter(Ju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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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난다. 이때 수치모형의 점성에 대한 

경계조건을 보수적인 검토를 위해 점성의 최대값을 적용하

였다. 측정된 시간을 통해 적합도 검정을 수행한 결과 값

은 Fig. 3(a)와 같이 99.17%로 나타났다. 따라서 FLOW-3D는 

샌드매스틱의 점성에 따른 거동을 적절히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Fig. 3(b)와 같이 샌드매스틱의 점성

을 초기조건으로 적용하였다.

 ×  (3)

여기서, 는 점성[∙], 는 샌드매스틱 밀도[]이

며, 2,100 를 적용하였다, 는 중력가속도[], 는 

낙하시간[]이다.

2.3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국내에서 설치되는 방파제의 종류는 주로 경사제 형식을 

채택하는데, 경사제의 구조를 2가지로 구분하면 외부피복

제와 내부사석으로 구성된 속채움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상태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수치해석

의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유출구는 200 mm의 직경을 갖는 

원형관이며, 유출구로부터 사석층까지의 높이는 1.0 m로 

사석층은 2.0 m 두께를 갖는다. 사석층은 종류에 따라 투과

성과 불투과성으로 나뉘는데 사석층에서의 샌드매스틱의 

유동은 투과성을 갖는 사석층이며, 측면시공에 대한 검토

는 불투과성 지형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스

팔트 함유량 및 초기온도에 변화가 각각 다른 4가지 경우에

서의 샌드매스틱의 거동을 해석하였고, Jung et al.(2021)에

서 수행한 해석과 동일하게 아스팔트 함유량은 16%와 20%

이며, 초기온도는 150℃, 180℃로 구성하였다. 샌드매스틱

은 아스팔트 함유량에 따라서 점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

로 인해 샌드매스틱의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점성이 증가

하여 최종적으로 굳어버리는 경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온도에 따른 점성은 실험을 통해 Kerkhoven viscometer로 결

정된 점성을 적용하였다. 또한, 방파제 외부피복제가 손상

되어 해수의 왕래가 자유로운 상태를 가정하여 해수가 가

득찬 상태로 가정하였으며, 초기 수온은 10℃로 국내 평균 

해수온도인 13℃ ~ 15℃보다 낮은 온도로 시공환경이 열악

한 동계를 기준으로 수온을 선정하였다. 수치해석의 경계

조건인 유량은 기존의 설계(MST, 2020)를 적용하였며 평균

유속은 0.11 m/s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샌드매스틱

의 유량은 11.36 m3/hr를 적용하였다. 총 유출시간은 150 sec

이며, 이때 유출되는 샌드매스틱의 총량은 0.47 m3이다. 경

화되기 이전까지의 지속적인 샌드매스틱의 유동을 확인하

기 위해 유량 이후에도 일정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수 있도

Outflow
Temperature

Composition of Asphalt

16% 20%

Composition of Filler

18% 22% 25% 18% 22% 25%

180℃ 88 90 98 43 56 30

150℃ 125 119 221 51 82 45

120℃ 716 662 377 307 112 159

Table 2. Viscosity(㎩⋅s) of the each sand mastic composition(Jung et al. 2021)

(a) (b)

Fig. 3. (a) Comparison of Kerkhoven viscometer with FLOW-3D, (b) Results of temporal changes of sand mastic viscosity from FLOW-3D



샌드매스틱의 국내 방파제 보수공사 적용성 향상을 위한 수치해석 291

록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유량은 Fig. 5와 

같다.

2.4 사석 크기 및 배치

투과성이 있는 속채움재의 사석층을 구성하기 위해 홍원

항의 사석 설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사석 설계기준에서 기

초사석의 크기는 최소 0.015 m3에서 0.030 m3로 분포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석의 형태를 구로 가정하여 수치해석에 적용

하는 일정한 크기의 사석의 반지름을 도출한 결과 0.15 m에

서 0.20 m의 반지름을 가지며, 이를 통해 0.15 m, 0.17 m, 

0.19 m의 지름을 갖는 구로 사석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초사석의 배치는 조밀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간

격으로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구성하였으며, 자연 상태에서 

해수에 의한 교란 발생을 고려하기 위해 사석과 사석 사이

의 간격은 지름의 10%가 유지되도록 배치하였다. Fig. 6(a)

는 하나의 사석이 차지하는 공간과 각 크기를 나타내고 있

으며, 여기서 R은 사석의 반지름을 나타내며, 하나의 사석

은 1.1D를 한 변의 길이로 갖는 정육면체에 하나가 들어가

는 형태로 구성된다. 유출높이는 3.0 m 높이로 구성하였다. 

유출관경은 기존의 설계에 따라서 최대 관경인 200 mm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Fig. 6(b)는 사석층의 사석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석층과 유출관 사이의 공간(Space)은 시

공과정에서 유출관이 방파제 공동을 통해 유입되므로 높이 

1.0 m로 구성하였다.

2.5 측면시공에 따른 확산범위

두 번째로 측면시공에 따른 확산범위를 검토하였으며, 첫 

번째 수치실험과 지형자료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

석을 수행하였다. 현장 환경에 따라 방파제 내부 공동의 중

심에서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측면에서 시공

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벽면에 반사되는 샌드매스

틱은 평면에 낙하하는 샌드매스틱보다 확산범위가 넓어지

므로 시공의 효율을 높이거나, 측면시공의 거리를 예측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투과성 사석층의 경우 벽면에 의한 

반사가 적절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벽면 이

격거리에 따라 유동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빈 공간에서

의 불투과성 바닥면을 가정하여 확산을 비교하였으며, 확

산이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 확산거리

와 최소확산 거리를 파이프의 중심을 기준으로 평면에서

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벽면 이격 거리는(1.25 m, 1.00 m, 

0.75 m, 0.50 m)를 기준으로 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5. Volume flowrate of Sand mastic with time

(a) (b)

Fig. 4. Geometry condition of simulation, (a) impermeability, (b) permeability



292 정효준⋅방영준⋅이승오

3. 수치해석 결과

3.1 사석층 내 샌드매스틱 거동

방파제 내부 사석층에서의 샌드매스틱의 거동을 예측하

기 위해 FLOW-3D CFD모형을 통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7은 직경에 따라서 아스팔트 함유량 16%, 초기온도 

150℃의 샌드매스틱의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하단부로 샌드매스틱이 대부분 유출되는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석층 위에서 고착화되어 

퇴적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사석층 내부에서 

침투깊이와 사석층 상단에서 퇴적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

각의 거동을 검토하였다.

Fig. 8은 유출구를 기준으로 깊이에 따라서 샌드매스틱의 

통과량을 나타낸다. 깊이 1.0 m는 사석층이 시작되는 구간

으로 아스팔트 함유량이 20%일 때는 대부분의 샌드매스틱

이 유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조건에 해당하

는 샌드매스틱의 초기온도와 아스팔트 함유량이 이 동일한 

조건에서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사석에 지름마다 약간

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사석의 지름의 영향보다 

샌드매스틱의 유동성을 대표하는 아스팔트 함유량과 초기

온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스팔트 함유량이 온

도보다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Jung et al.(2021)에 따르면 샌드매스틱의 시공성이 우수한 

초기조건은 초기온도 180℃와 아스팔트 함유량 20%인 경

우로 제시하였으나, 사석층이 있는 방파제에 시공을 할 때 

이와 같은 조건의 샌드매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Fig. 8과 같

이 80% 이상의 샌드매스틱이 사석층 내부 1.0 m이상 유출

되어 시공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샌드매스틱이 효과

적으로 공동을 채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유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점성이 높은 아스팔트 함

유량 16%의 샌드매스틱을 초기조건 150℃로 유출시켰을 

때,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용

하였을 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침투깊이의 

변화를 Fig. 9와 같이 검토하였다. 사석의 크기와 침투깊이

는 비선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사석

의 입자크기와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규칙성의 판단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a) (b)

Fig. 6. (a) Geometry unit core stone, (b) Arrangement of core stones

Fig. 7. Comparison of Sand mastic penetration behavior with core 
stone diameter (Asphalt fraction: 16%/initial temperature 150℃)

Fig. 8. Penetration rate of sand mastic passing by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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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샌드매스틱이 유하하면서 접하는 사

석의 입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수치

해석에 사용된 사석은 국내 홍원항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

며, 방파제 보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치모의 결과 규칙

적으로 하단으로 유하하는 샌드매스틱은 실질적으로 불규

칙하게 유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래나 진흙과 같은 

잔골재로 채움재를 구성하였을 때는 입자의 수가 증가하여 

선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Navier-Stokes 방정식보다는 투수계수를 

통한 유량을 산정하는 편이 이론적으로 근사할 것으로 판

단된다.

사석층의 상단부의 샌드매스틱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유출구부터 사석층 상단까지의 구간(0.0~1.0 m) 을 부피와 

길이 차원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3은 16%의 아스팔

트 함유량을 갖는 샌드매스틱이 사석층 위에 퇴적되는 정

도를 채움율로 정의하여 확인하였다. 유효 채움율(Effective 

filling rate)이란 총 유출된 샌드매스틱 중에서 사석층을 통

과하지 않고 사석층 상단에 퇴적되는 샌드매스틱의 양을 

비율로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른 형상을 높이와 지름으로 

나타냈다. 15 cm의 사석의 지름을 갖는 사석층 상단에서서 

공극이 가장 작기 때문에 퇴적높이는 24 cm이며, 퇴적된 샌

드매스틱의 지름은 81 cm로 나타났다. 사석의 지름이 15 cm 

일 때 가장 넓은 면적으로 확산되고 상대적으로 많이 퇴적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석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사석층 내부의 공극의 부피가 작아지므로 나타나는 양상으

로 보인다. 하지만 유효 채움율이 8%로 사석층 상단을 충진

하는 목적의 시공이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조건의 사석 지름에 대해서도 퇴적높이는 각각 8 cm와 

6 cm로 나타났으며, 지름은 5% 이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효 채움율은 각각 3.0%와 1.3%로 15 cm 

사석의 지름을 갖는 조건과 동일하게 사석층 상단을 채우

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석층 내부의 거동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동을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는 2차 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측면시공에 따른 샌드매스틱 거동

현장시공 시 공동의 중앙지점에서 유출시켜 샌드매스틱

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2차 시공 

혹은 유출경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측면에서 샌드매스

틱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측면에서 유출할 때 벽면 

반사로 인한 샌드매스틱의 유출범위를 산정하였다. 즉, 측

면에서 분사할 때 벽이 인접해있는 경우 샌드매스틱의 거

동을 확인하기 위해 이격거리에 따른 샌드매스틱의 거동변

화를 확인하였다. 불투과성 사석층으로 가정하여 낙하거리

는 1.0 m로 설계하였다. Jung et al.(2021)이 제시한 바와 같

이 샌드매스틱은 불투과성 벽면에서 발생하는 확산지름은 

원형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벽면에 반사됨에 

따라 불규칙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대 확산

거리를 나타내는 외심과 최소 확산거리를 나타내는 내심을 

통해 Fig. 10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유출된 샌드매스틱의 외심원과 내심원을 아스팔트 함유

량 및 초기온도에 따라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

과 같이 나타났다. 초기조건과 무관하게 25 cm에서는 모든 

샌드매스틱이 벽면에 접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대 확산

Fig. 9. Penetration depth of sand mastic for each core stone diameter

Core stone
diameter

total amount of
sand mastic

accumulative 
height

accumulative 
diameter

accumulative 
sand mastic

effective 
filling rate

15 cm 0.48 m3 24.0 cm 81.0 cm 0.0385 m3 8.02%

17 cm 0.48 m3 8.0 cm 77.0 cm 0.0146 m3 3.04%

19 cm 0.48 m3 6.0 cm 78.0 cm 0.0062 m3 1.29%

Table 3. Effective filling rate with each core stone diameter

Fig. 10. Definition of Maximum and minimum diffusion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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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max )과 최소 확산거리(min)의 비를 이격거리에 따라 

나타낸 결과는 Fig. 11과 같다. 벽과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

록 대부분 경우는 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격거리가 커짐에 따라 샌드매스틱의 시공범위의 예측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Jung et al.(2021)은 초기 유동성이 

샌드매스틱의 확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하였으며, 

150℃의 아스팔트 함유량이 16%인 샌드매스틱은 초기 유

동성이 낮으므로 불규칙성이 크며 초기 유동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다른 조건의 샌드매스틱은 점차적으로 최대 확산

지름과 최소 확산지름의 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아스팔트 함유량이 20%일 때 이격거리 25 cm를 제외하고 

최대 확산지름과 최소 확산지름의 비가 2 이하로 분포하므

로 측면시공 시 기존 예상되는 확산지름의 50~65%를 기준

으로 시공을 수행하면 공동의 빈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스팔트 함유량이 16%일 때는 기존 확

산지름의 40%를 기준으로 시공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샌드매스틱의 사석층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20% 

아스팔트 함유량의 샌드매스틱은 2.0 m 두께의 사석층을 

90% 이상 통과하였으며, 홍원항 설계를 적용한 사석의 범

위에서는 사석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

으로 샌드매스틱의 물성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원항에서 사용된 설계 외의 사석의 크기를 적

용할 때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은 불

필요하며, Darcy 등 투수계수를 통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의 대부분 방파제는 항만 및 어항 설

계기준(해양수산부, 2020)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변에서 

취득이 가능한 할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잔골재로 구성

된 사석층에 대한 유동성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스팔트 함유량 16% 샌드매스틱은 사석층 상단에서 퇴적

되는 양이 최대 전체 유출량의 8%이며, 나머지는 사석층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20%와 다르게 일정 깊이만

큼 내려갔을 때는 경화되었으며, 경화된 면 상단으로 퇴적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공하고자 하는 범위를 

근사적으로 예측된 상태에서의 시공이 필요하며 해당 범위

가 나타나면 2차에 걸친 시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시공을 통해 샌드매스틱의 유하경로를 차단하고 2차 

시공을 통해 샌드매스틱을 통한 공극의 채움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샌드매스틱의 벽면의 반사율은 벽이 인접한 

그라우팅홀에서 시공을 수행할 때 벽에서 가까우면 반대로 

시공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공 범위를 적절하

게 도출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벽면에서 이격

거리에 따라서 25 cm부터 100 cm까지 25 cm 간격으로 이격

거리를 구분하였으며, 이때 확산하는 양상이 벽의 영향으

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므로 외심과 내심의 개념으로 유출구

를 중점으로 최대 확산거리와 최소 확산거리를 도출하였

다. 내심의 최대값은 벽면 이격거리이며, 25 cm는 앞서 언

급하였듯이 벽면에 접하기 때문에 최대 지름이 2배에 해당

하는 50 cm로 나타났으며,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값으로 내

심이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내심이 작아질수록 

외심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외심의 지름과 내

심의 지름의 비가 이격거리가 늘어날수록 작아지고 벽면의 

영향이 없는 경우 ‘1’로 수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

로 시공을 수행할 때는 내심의 확산거리를 중점으로 수행

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샌드매스틱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검토가 필

요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에

는 다양한 조건 및 실제 사례를 통한 적용이 동반되면 샌드

Asphalt
fraction

Initial
temperature

Distance
from wall

Maximum
diffusion 
diameter

Minimum
diffusion 
diameter

16%

150℃

25 cm 175.7 50.0

50 cm 163.5 73.0

75 cm 170.9 76.9

100 cm 144.2 67.7

180℃

25 cm 162.3 50.0

50 cm 159.5 80.0

75 cm 173.5 80.4

100 cm 203.2 70.8

20%

150℃

25 cm 173.5 50.0

50 cm 163.5 87.0

75 cm 165.2 89.6

100 cm 147.7 90.9

180℃

25 cm 179.6 50.0

50 cm 161.7 88.3

75 cm 146.0 81.7

100 cm 158.7 84.8

Table 4. Diffusion diameter with initial conditions

Fig. 11. Ratio of maximum diffusion diameter and minimum 
diffusion diameter with distance from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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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을 통한 효과적인 방파제의 보수공사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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