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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항만 외곽방파제의 확장 및 신설 등 해안구조물이 지속

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해안 환경의 변화가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사질 해변에서는 해안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전 이러한 육역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해안 침식 

측면에서도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

한 실정이다. 항만 시설이 축조된 후 해안침식 피해가 해안침식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

한 해안 구조물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항만 

시설과는 다르게 마땅한 설계 기준이 없는 관계로 시행착오에 

의존하는 무분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건설된 해안구조물은 파랑장 및 바람장 등의 해역환경변화를 

또다시 유발시킴으로써, 해안구조물로 인한 2차 침식 피해가 발

생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에서 새로운 항만 및 해안구조물의 축조로 인한 해안 환경

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침식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술적 

방법을 찾는데 있어 수리실험의 수행은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 

수리실험 연구로는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대한 실험 목적이 대

부분인 수리모형실험이 수행되었고(Lee and Yoon., 2006; Lee et 

al., 2008; Oh et al., 2011; Cho et al., 2002; Kwak et, al., 2003), 3

차원적인 수리모형실험(Hur, 2004; Lee et al., 2009)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해안구조물 주변의 3차원적인 흐름 특성을 파악하기

에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며 지형 변화를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과 모래 투입량으로 이동상 수리실험이라고 간주하기에 부

족한 실험이 많았다. 이와 같이 국내 수리모형실험은 대부분 구

조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동

상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연구는 아직 국내 여건상 선진국에 비

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파랑장이 지배하는 해안에서의 모래 이동을 연구

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다양한 축척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Table 1은 그 동안 해빈단면 실험을 목적으로 제시된 국외의 다

양한 이동상 수리모형실험의 축척율 중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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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축척법의 유도과정과 쇄파대에

서의 해저면 변화에 대한 수리실험에의 적용성을 검토하였고 

축척된 수리모형에서의 실험 결과가 아직 현장 지형을 잘 재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범용적으로 쓰이는 평

형해빈단면 경험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축척법을 고안하였고 맹

방해변에 대한 이동상 3차원 수리모형실험 관측 결과에 적용하

여 제안된 축척법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고 판단하였다. 

2. 현지조사

2.1 파랑특성 분석

입사파 조건은 2013년 9월 27일 10시 30분부터 2016년 11월 

21일 9시 30분까지 삼척시 맹방 해변 전면 외해 관측지점에서 

취득한 파랑 자료를 이용하였다. 30분 간격으로 관측된 총 

55,235개의 관측값에 대한 시계열 분석으로 아래 제시된 Figs. 

1-3에 파고, 주기 및 파향 변화를 각각 도시하였다. 연평균 평균 

Author Geometric Distortion Hydrodynamic time scale ( ) Morphological time scale ()

Vellinga (1982)  


    

Hughes (1983)  


    

Wang and Wang (1990)  


    

Wang et al.(1994)
 




 


    

Van Rijn(2010)  


      


 = prototype to model scale ratio
 = horizontal length scale
 = vertical length scale

 = incident wave height
 = sediment fall velocity scale

Table 1 Classification of beach profile modeling Laws 

Fig. 1 Time series of wave height

Fig. 2 Time series of wave period

Fig. 3 Time series of wa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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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는 0.5m로 분석되었으며, 계절별 파랑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봄(Green), 여름(Blue), 가을(Red), 겨울(Black)으로 색상

을 다르게 도시하였다.

2.2 해빈조사

맹방해변의 해빈단면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변 내 평균 경

사는 약 1:30~1:40 사이의 경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변 내 17개

의 기준점에서 해저질 입경을 분석한 결과 해저질의 중앙입경 

D50은 0.697mm로 분석되었다. 해빈 축척 계수(Profile scale 

factor) 는 맹방해변 관측 자료의 평균 해빈 경사가 1:30~1:40 

정도로서 해빈 축척 계수 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으로 추정된다. 해빈 단면 축척계수를 이용한 평형

해빈단면식(Equilibrium beach profile equation), 과 현지

의 해빈 단면자료를 비교하여 파랑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천이영

역으로부터 천해까지의 수심에서 유사한 해빈 경사를 보여주고 

있다. 맹방 해변의 해안선은 Fig.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반경 

Fig. 4 Fitting circle of Maengbang beach shoreline

46.1km의 원주상에 38N°의 주파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실 

지형의 해안선 곡률 조건을 직선 형태 조파계로 이동상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곡률로 중앙으로의 연안표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파기와 마찬가지로 해안선 및 지형을 직선적 좌표

계로 환원하여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3. 수리모형실험

3.1 수리모형실험 규격

3.1.1 수평규격

중국 천진에 위치한 Tianjin Research Institute for Water Transport 

Engineering(TIWTE) 3차원 수조 실험실에서 4km 길이의 맹방 해

변을 수평 축척 1:90으로 수리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조의 양

쪽 측면구간은 파랑의 회절이나 소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분

의 공간을 확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래 제시한 Fig. 5는 맹

방해변 위성사진에 평면수리모형실험 영역을 표기하여 도시하였

다.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50m의 조파기 길이를 확보하였고, 

육상으로부터 35m의 외해 이격 공간을 확보하여 수리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 5의 노란 파선은 상류 해안의 해안선이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평형해안선으로 노란 파선을 따라 매립과 병행한 

인공 해빈을 조성하지 않으면 상당한 모래가 회절파 유역으로 유

입하게 된다. 따라서 상류 해안이 침식되었다고 가정하여 얻은 

또 다른 평형해안선인 파란 파선처럼 상류 해안의 대규모 침식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동상 실험에서 연안표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맹방 

해안선이 반경 46.1km의 원주상에 38N°의 주파향으로 설정하여 

놓인 점을 감안하여 Fig. 6과 같이 극좌표를 펼친 직교좌표에서 

평면수리모형실험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이는 원래의 해안 지

형을 반영하여 오목한 원주 상의 해안선을 형성하게 되면 이동

상 실험에서 조파기와 직선으로 놓이는 수리실험 조건상 중앙

으로 연안표사가 발생하여 중앙에서 퇴적 현상이 발생하고 경

계 양측에서 침식되는 표사이동 실험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평면수리모형실험의 북측 경계는 이안제 형태의 외곽방파제

이지만 이안제 배후에서 파향이 교차하고 배후에 제작장이 놓

인 위치에서 흐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남측 경계는 덕봉

산 바로 북측에 위치한 마읍천 하구로 설정하였다. 

Summary of Recommended A Values [Unit of A Parameter are m1/3]

D [mm]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063 0.0672 0.0714 0.0756 0.0798 0.0840 0.0872 0.0904 0.0936 0.0968

0.2 0.100 0.1030 0.1060 0.1090 0.1120 0.1150 0.1170 0.1190 0.1210 0.1230

0.3 0.125 0.1270 0.1290 0.1310 0.1330 0.1350 0.1370 0.1390 0.1410 0.1430

0.4 0.145 0.1466 0.1482 0.1498 0.1514 0.1530 0.1546 0.1562 0.1578 0.1594

0.5 0.161 0.1622 0.1634 0.1646 0.1658 0.1670 0.1682 0.1694 0.1706 0.1718

0.6 0.173 0.1742 0.1754 0.1766 0.1778 0.1790 0.1802 0.1814 0.1826 0.1838

0.7 0.185 0.1859 0.1868 0.1877 0.1886 0.1895 0.1904 0.1913 0.1922 0.1931

0.8 0.194 0.1948 0.1956 0.1964 0.1972 0.1980 0.1988 0.1966 0.2004 0.2012

0.9 0.202 0.2028 0.2036 0.2044 0.2052 0.2060 0.2068 0.2076 0.2084 0.2092

1.0 0.210 0.2108 0.2116 0.2124 0.2132 0.2140 0.2148 0.2156 0.2164 0.2172

Table 2 Scale factor in relation to media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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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bject area of hydraulic model experiment (4.0 km × 2.8 km) 

Fig. 6 Hydraulic model experiment area (50 m × 35 m) and harbor 

facilities plan of scale 1:90 after polar coordinate transformation

3.1.2 수직규격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면의 높이는 30cm로 유지하였다. 실험

사는 Fig. 7과 같이 모르타르 고정상 베드를 조성하고 10cm의 

모래를 수심 30cm이하, 해빈단면 12m 구간에 고정상 베드에 균

일하게 포설 하였다. 따라서 전체 모래로 이루어지는 이동상 실

험의 체적은 50m×12m×0.1m = 60m3에 달하였으며, 30cm를 넘

는 구간은 동일 수심으로 고정상 베드를 조성하였다. 실험사를 

균일하게 포설하였으나 모래로 이루어진 저면이 거의 직선적인 

Fig. 7 Side view of movable bed covered with the sand layer of 

10 cm thickness above a fixed bed 

Fig. 8 Fixed bed setting view (photography: 9 June 2017)

해안선과 등수심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래의 공극율을 맞추

고 조파기의 균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Fig. 8).

3.2 실험사 조건

사용되는 이동상 모래의 비중은 2.6이며 현재 가장 최소한으

로 만들 수 있는 입경은 0.1mm(축척 계수: 0.063m1/3에 해당)로

서 이 모래를 사용하되 평균 입경이 0.125mm를 넘지 않도록 하

였다. 이동상 실험은 사용하는 모래 입경에 따라 현지 지형에 

맞는 해빈 경사를 초기에 조성하지 않으면 파도의 작용 하에서 

입경에 따라 형성되는 평형해빈단면(Equilibrium beach profile)이 

달라지기 때문에 횡단표사 조건 충족을 위한 평형해빈단면식의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평형해빈단면 조건 불충족 시 평형해빈

단면을 충족하기 위한 수리모형실험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함으

로써 실험사에 대한 평형해빈단면이 초기 이동상 해저면 조건

으로 조성되었다.

3.3 수리모형실험 조파 조건

3.3.1 수직 축척

이동상 수리모형실험에서 수평과 수직 축척율은 Van Rijin 

(2009)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수평 축척과 수직 

축척의 관계와 해안선 또는 해저 지형의 변화시간의 축척은 식 

(1)과 식 (2)에 제시하였다.




  

  
     

  (1)

   
 (2)

여기서 은 수평방향 축척율이며 는 수직 방향 축척율, 
은 Morphology 변화 시간 축척, 는 중앙입경의 비율   은 

상대비중 의 비율이다. 

대상 해안인 맹방 해변의 모래입경은 17개 기준점에서 관측

한 평균 입경은 0.697mm이다. 따라서 이동상 실험에서 사용하

는 모래의 입경이 0.1mm이므로 =6.7이 된다. 따라서 모래의 

비중이 같은 경우에 수평과 수직 축척의 왜곡이 없는 /=1인 

경우는 식 (1)부터 다음 결과를 도출하였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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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직은 물론 수평도 약 1:30의 축척을 주어야 하지만 

4km가 넘는 해안을 수평 축척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수평

과 수직의 왜곡을 허용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평

을 1:90으로 계획하는 경우 식 (1)을 다시 적용하면 수직 축척은 

1:70.7이 된다. 그러나 편의상 수평 축척을 1:70으로 수행하였다.




  

      ×
  ≅ (4)

식 (2)를 이용하여 해안선 변화 축척율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5)

따라서 지형의 수평 및 수직 축척이 이루어지고 대상 해역의 

평균 파고의 10배 큰 이상 파고를 적용하였을 때, 연안 표사량

은 약 100배 증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가정하고, =10.80과 30

시간을 곱하면 약 3.4년 후의 해안선 변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파랑 주기 축척과 관련된 시간 축척율 를 구하는 방법은 여

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나 모래의 이동이 우월한 천해 수심에서 

위상 속도를 유지 시켜 굴절과 회절, 천수 효과가 유지되도록 

식 (6)과 같이 유도하였다.

 




   






≅ (6)

3.3.2 조파 조건 산정

해안선 및 등수심선 등의 평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지속

시간이 길어 그 변형 과정은 평상파에 의하여 지배적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평상파 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해안선 및 등수심선 등의 평형 유지를 위하여 5

년, 10년 및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수리실험

으로 재현하려면 파랑 조건의 평형만을 충족시키면 되는 항만 

수리실험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수직 축척에 0.56승을 취한 것

만큼의 이동상 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평 축척 1:200의 축

척에서 표사 이동이 평형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이

라고 가정하면 0.1mm의 실험사에 대하여 7~8개월이 넘게 조파

기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실

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연안표사 이동환경을 촉진시키

기 위한 방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평형해안선을 조사하

는 이동상 실험의 근본적 한계이다. 해안선 변화에 적용되는 연

안표사량 산정식은 Energy flux의 함수로 제시되며 근사적 계산

법으로 파고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파고

를 10배 증가시키면 100배의 연안표사 가속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7~8개월가량 걸리는 이동상 실험이 48~72시간 

수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평상파 조

건과 비교하여 이상파 조건에서의 쇄파대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지속시간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게 실

험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실험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연평균 파고인 0.5m에 비해 7.25배 

큰 3.63m, 즉, 1:70의 수직 축척에서의 조파 조건으로는 5.18cm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명확한 학술적 분석을 위하여 규칙파 실험

이 계획되었다. 

4. 이동상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대한 축척법 검토

4.1 이동상 해빈모형 실험 축척법의 종류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의 축척율은 일반적으로 실지형(Prototype)

과 수리모형(Laboratory)의 계수 비율로서  으로 표현되

며 여기서 는 실 지형 자연계수이고 은 수리모형 실험계수

이다. 대부분 수리모형의 계수가 실 지형의 계수보다 훨씬 작게 

설계되므로 의 값을 갖는다. Table 3에는 실험의 목적에 따

라 선택되는 대표적인 축척법이 제시되었다. 3가지 고정상 수공

학적인 축척법과 2가지의 이동상의 지형학적인 축척법이 제시되

었다. 

최근 Van Rijin(2010)의 이동상 실험에서의 수평 및 수직 축척

율에 대한 식을 제안하였다. 수평 축척과 수직 축척의 관계와 

해저 지형의 변화시간에 대한 축척은 아래 식에 제시하였다.




  

  
     

  (7)

   
 (8)

여기서 은 수평방향 축척율이며 는 수직 방향 축척율, 
은 지형 변동 시간 축척, 는 중앙입경의 비율   은 상대

비중인 의 비율이다.

4.2 평형해빈단면 공식에 의한 축척법 

해안축척모형의 경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요구 사항은 

실 지형과 수리모형의 해빈단면 특히, 쇄파대에서의 평형해빈

단면 간의 유사성을 취득하는 것이다(Hughes and Fowler, 1990). 

따라서 수리모형실험과 실 지형 조건의 평형해빈단면이 지배하

는 해빈 특성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caling law Dominant process Remark

Froude scaling Wave dynamics (Froude number) Harbor facilities

Distorted froude scaling Wave breaking (Surf similarity parameter) Surf zone hydrodynamics 

Undertow scaling Wave-driven flow (Undertow) Similar to froude scaling

Suspension scaling Sediment suspension (Dean’s parameter) Surf zone sedimentation 

Mobility scaling Bedload transport (Mobility parameter) Less important in the surf zone

Table 3 Classification of existing scal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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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빈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축척율 산정관계식을 평형해빈

단면 공식으로부터 직접 유도하였다. 

해빈단면은 복잡한 현상에 의하여 형성되어 단순한 함수로 

표현되는데 한계가 있지만 평형을 이루는 해빈단면은 외해로 

나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곡선식으로 표현되어왔다. 즉, 그 곡

선식은 주로 관측치와 비교하여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변수

를 설정하는 식으로 제시된다. 대표적인 평형해빈단면 곡선식

은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적용되는 식이지만 목표단면(Target 

profile)이라는 수단으로서 식 (9)과 같이 축척 계수(Scale factor)

라는 하나의 계수로 표현되는 식이 널리 쓰인다. 이 식은 경험

식으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쇄파대 내에서 일정 Volumetric wave 

dissipation이라는 가정하에서 Dean(1977)에 의하여 유도되었으

며, Wang and Kraus(2005)에 의해 규칙파는 물론 불규칙파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대형수조(Supertank)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입

증하였다.

 (9)

여기서 축척 계수 는 모래 입자의 특성, 입사파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침강 속도 또는 입경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었다고 간주한다. 평형해빈단면은 횡단표사로 인

한 해빈단면 변화를 예측하는 공학적 수단인 Sbeach 모형에서

와 같이 목표해빈단면으로 채택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널리 이

용되고 있다(Dean, 1991; Miller and Dean, 2004). 그리고 최근 

Kim and Lee, (2018)은 평형해빈단면식을 이용하여 파랑에너지

의 유입에 따라 해안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하는 수단으

(a) D50 = 0.1 mm⇒A = 0.63

(b) Horizontal / Vertical(non distorted) Scale 12.19

Fig. 9 (a) Equilibrium beach profiles for prototype and laboratory sand sizes, and (b) non distorted beach profiles after 12.19 times 

extension of laboratory scale

(a) Horizontal Scale 20 / Vertical Scale 12.19

(b) Horizontal Scale 20 / Vertical Scale 15.45

Fig. 10 (a) Equilibrium beach profiles for more extended horizontal scale 1:20, and (b) distorted beach profiles for vertical scale 1:15.45

obtained from Eq. (10) for horizontal scal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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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빈 단면 특성을 이용하여 이동상 표

사 이동이 가장 활발한 영역에서 해빈단면 형상의 축척이 제대

로 반영되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식 (9)에 축척을 적

용하면, 여기서 는 축척계수의 비율이다.

 
 (10)

Fig. 9(a)는 실 지형(Prototype)의 표사 중앙입경이 =0.4mm

라고 가정하고, 실험사 중앙입경(=0.1mm)을 적용한 평형해

빈 단면 식을 보여준다. Fig. 9(b)는 식 (10)에 의하여 비왜곡되

는 축척율인 12.19을 수평 및 수직 좌표에 적용한 경우 해빈 단

면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a)는 실험사 

중앙입경(=0.1mm)에 대하여 수직 축척은 그대로 두고(비왜

곡 축척: 1:12.19) 수평 축척을 1:20으로 하였을 때의 평형해빈 

단면 식을 보여준다. 비왜곡인 경우 식 (10)에 의하여 수직 축척

율이 얻어지는데 15.45를 적용하였을 경우 비왜곡임에도 해빈

단면이 Prototype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3. 비왜곡 Van Rijn 공식과의 비교

수평 및 수직 축척율이 같다면 식 (7)로부터 수직 축척율과 

입경과의 관계와 식 (10)로부터는 수직 축척율과 단면 축척 계

수간의 관계가 성립되며 각각 다음 식 (11)와 (12)과 같이 제시

된다.

   
 (11)

   
 (12)

따라서 수직 축척율이 서로 일치하려면 입경 과 단면 축

척 계수 A와의 관계가 성립한다. Table 4와 Fig. 11은 실험사 중

Physical grain size
[mm]

Field grain size   (median grain size)

0.4 mm 0.7 mm 1.0 mm

Van Rijn This study Van Rijn This study Van Rijn This study

0.10 11.8880   12.1922  32.2926 25.3217  61.0540 37.0370  

0.15 5.7631    5.1436   15.6551 10.6826   29.5982 15.6250   

0.20 3.4479    3.0486   9.3659 6.3316   17.7076  9.2610   

0.25 2.3147    2.0045   6.2878 4.1631   11.8880  6.0893   

0.30 1.6715    1.5609   4.5405 3.2418   8.5844   4.7416   

0.35 1.2693    1.2391   3.4479    2.5734   6.5187   3.7641   

0.40 1.0000    1.0000   2.7164    2.0769   5.1358   3.0378   

0.45 0.8103    0.8512   2.2012    1.7678   4.1616   2.5857    

0.50 0.6713    0.7305   1.8237    1.5172   3.4479   2.2191    

0.55 0.5663    0.6546   1.5383    1.3595   2.9083   1.9884    

0.60 0.4848    0.5888   1.3169    1.2229    2.4898   1.7886    

0.65 0.4202 0.5316   1.1415 1.1040    2.1582  1.6147

0.70 0.3681 0.4815   1.0000 1.0000 1.8906 1.4627

Fig. 11 Comparison between Van Rijn’s (red) and the present study (blue)

Table 4 Comparison between Van Rijn’s and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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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입경(Physical median grain size)과 현장표사 중앙입경(Field 

median grain size)에 따라 Van Rijn과 본 연구의 축척율에 대한 

결과를 정량적 수치와 시각적 경향으로 서로 비교한 것이다.

4.4 왜곡모형에 대한 수직 축척율 비교

4.4.1 Van Rijn 축척법

이동상 실험에서의 수평 및 수직 축척율은 Van Rijin(2009)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대상 해안인 맹방 해변의 모

래입경은 17개 기준점에서 관측한 평균 입경은 0.697mm이다. 

따라서 이동상 실험에서 사용하는 모래의 입경이 0.1mm이므로 

=6.97이 된다. 따라서 모래의 비중이 같은 경우에 수평과 수

직 축척의 왜곡이 없는 /=1인 경우는 식 (11)로부터 다음 

결과를 얻는다.

   
 ≅ (13)

따라서 수직은 물론 수평도 약 1:32의 축척을 주어야 하지만 

4km가 넘는 해안을 수평 축척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수평

과 수직의 왜곡을 허용하였다. 수평을 1:90으로 계획하는 경우 

식 (7)을 다시 적용하면 수직 축척은 1:71.3이 된다. 

  ×
  ≅ (14) 

4.4.2 평형해빈단면 축척법

대상 해안인 맹방 해변의 모래 중앙입경은 0.697mm이고 실험

사의 모래 중앙입경은 0.1mm이므로 =2.93이 된다. 따라서 

모래의 비중이 같은 경우 수평과 수직 축척의 왜곡이 없는 /

=1인 경우는 식 (12)으로부터 다음 결과를 얻는다.

  
 ≅ (15)

따라서 수직은 물론 수평도 약 1:25의 축척을 주어야 하므로 

Van Rijn 결과처럼 4km가 넘는 해안을 수평 축척으로 달성하기

는 어려우므로 수평과 수직의 왜곡을 허용하였다. 수평을 1:90으

로 계획하는 경우 식 (10)를 다시 적용하면 수직 축척은 Van Rijn 

축척법에 의한 결과보다 작은 1:58.8이 된다. 

  ×
   (16)

4.5 실측 해빈단면과 수리모형실험 단면자료와의 비교 분석

Van Rijn 및 평형해빈단면 축척법을 이용하여 실측 해빈단면 

기준선 2개소 기준선(Profile A and B)과 평형해빈단면과의 비교

를 수행하였다(Fig. 12). 비교 결과 평형해빈단면의 축척법이 

Prototype의 해빈단면 실측 조사자료와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6 수리모형실험의 스캔자료 분석

실험 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Trimble사의 TX-8 레이저 스

캐너를 이용하여 지형 스캔 결과를 Fig. 14에 제시하였고, 스캔 

자료를 이용하여 수심도를 Fig. 13과 같은 기준선 A, B, C를 따

라 Fig. 15와 같이 스캔 수심 자료와 대상 해역에서 관측된 해

빈 단면자료를 서로 비교하였다. 실 지형 해빈단면 자료는 방사

제가 건설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대상 해변의 모니터링 관측 해

빈단면 자료로서 수리모형실험 자료는 방사제와의 거리에 따라 

(a) Van Rijn scale law

(b) the present study 

Fig. 12 Comparison of scale law to beach profiles after CASE4S 5 hours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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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Bathymetry scan data

Fig 14. Seabed scan data after hydraulic model experiment

파랑 변형과 흐름 조성 환경에 따라 실제로 얼마만큼의 정량적 

수심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어떤 축척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실 지형에서의 수

심 변화의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축척법의 

적용 및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Fig. 16에 Van Rijn 축척법의 결

과가 제시되었다. 비교적 과도한 수직 축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판단된다. 수리모형실험 당시 모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

로 실 지형의 Berm(수심 + 육역) 높이와는 다르게 거의 해수면 

수준에서 파랑에 의한 Dune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며 Run-up이 

제어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맹방해변의 이안 외곽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모

형실험을 수평축척 1:80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파랑 작용에 

의한 이동상 해빈단면 수리모형실험에 적합한 축척법으로 Dean

의 평형해빈단면 공식을 이용한 축척법을 제시하였다. Van Rijn 

(2010)제안법과 비교하여 비왜곡모형(Non-distorted model)은 물

론 왜곡의 경우에도 축척율이 작게 산정되었다. 즉, 3차원 수리

실험이 수행된 왜곡모형의 경우 현지 해빈단면 자료와 비교하

여 Van Rijn 축척법에 의한 것은 과대평가되고 있었으나 본 연

구에서 제안된 축척법은 좀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안된 축척법을 적용한다면 수리모형 실험에 의한 

해저면 변동 실험 결과로부터 대상 해안에 건설되는 외곽방파

제에 의한 해안선 및 해저면 변화 그리고 침식 저감 해안구조

물이 배치되는 경우 해안선 및 해저면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현장 적용 사례

Fig. 15 Comparison between physical model and prototype model by scale law of equilibrium beach profiles

Fig. 16 Comparison between physical model and prototype model by Van Rijn scale law



360 Jin Hoon Kim, In Ho Kim and Jung Lyul Lee

가 부족한 관계로 이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연구 성과가 도출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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