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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국제적인 교역량의 증가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해안 및 해양

지역에서의 오염물질의 유출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Xie et al., 2017). 1995년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선적 14만 

톤의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5천여 톤의 기름

이 바다에 유출된 적이 있으며, 2007년에는 서해 태안 앞바다에

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프릿 호’와 삼성물산 소속인 

‘삼성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1만 2,547

킬로리터의 유류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되어 어업으로 생계

를 꾸리던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 외에도 2010년 서산 대산항에서 유조선 탱크의 밸브를 잠그

지 않아 한 시간 여 동안 기름이 유출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울산 에쓰오일 공장에서 탱크에 균열이 생겨 약 3만 배럴(4,767 

킬로리터) 정도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외의 경우 2010년 멕시코 만의 딥워터 호라이즌 석유시추

시설이 폭발하면서 5개월 정도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해역에 

막심한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으며, 2014년 이스라엘의 에일라

트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5백만 리터 

이상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었다. 인근 일본에서는 1997년1월2

일 일본 후쿠이 현 일대에서 페트로파블로프스크로 향하던 러

시아 유조선 나홋카호가 침몰하면서 6,200여 톤의 난방용 중유

가 유출되었다. 사고 발생 직후 오사카 대학의 공학연구과에서

는 프린스톤 대학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3차원 해양순환 모델인 POM(Princeton ocean model)을 이용하여 

유출사고를 모의하여 중유의 이동경로를 예측한 바 있다(Yohei 

et al., 2007).

이렇듯, 오일 등을 포함한 해양유출사고는 거의 매년 발생하

고 있으며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

계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막대한 물적 자원 손실을 수반함과 

동시에 회복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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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이다. 따라서, 해양오염사고에 조기 대응하여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 매뉴얼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오염물질의 유출량과 해류 및 해상풍에 의한 이동범위의 정

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정확한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해류

를 정확도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사용이 선제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유류유출 확산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Lee et al.(2000)은 PIV(Particle Imaging Velocimetry) 

계측법을 이용하여 유적의 거동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소

개한 바가 있으며, Jung and Kim(2008)은 유한요소모형을 이용한 

조류해석과 Random-Walk 모형 기반의 이송확산모형을 결합하여 

해수유동 및 담수확산 예측시스템을 제시하였다. Kim(2011)은 선

형파 이론에 근거한 해양파의 전파속도를 이용하여 파에 의한 기

름확산 예측방법을 제시하였으며, Cho et al.,(2012)은 천수방정식

과 이송확산방정식을 결합하여 대양에서의 유류확산을 모의하였

다. 해외에서도 유류유출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Chao et al., 2001; Chao et al., 2003; Dominicis et al., 2013a; 

Dominicis et al., 2013b; Gong et al., 2014).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은 이송확산에 필요한 유속을 구하기 위하여 수심적분된 

2차원 모델을 사용하거나 정수압 가정의 3차원 모형을 사용하여 

복잡한 유동의 3차원적 거동을 모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

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3차원 동수역학모형과 유류유출모형을 결

합하여 해양사고 시 유출되는 유류의 초기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유

출량 및 해류/해상풍에 의한 확산 거동을 정확도 높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측결과에 기반을 둔 사고해역의 신속한 통

제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양사고 조기대응을 통해 

산업적, 환경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기반을 마련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 수치모형

2.1 3차원 유동장 해석모형 - NHWAVE(Non-hydrostatic wave 
model)
우선적으로 해역에서 발생하는 유류유출의 이송확산을 정확

도 높게 모의하기 위해서는 유속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선

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류 등의 해상 오염 물질은 특

성상 흐름에 의해 지배적으로 이동, 전파 및 확산되므로, 파랑 

및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불규칙한 지형 변화가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흐름예측은 유류의 확산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류유출을 해석하기 

위한 유속모형은 수심적분된 천수방정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Jung, 2009; Cho, 2014). 그러나 이러한 방정식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 번째로, 3차원 지배방정식을 단순화시키

기 위하여 수심방향으로 적분을 하여 유속의 연직분포를 제대

로 고려할 수 없다. 이는 연직 방향으로의 유속차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순환현상을 모의할 수 없으며 수평방향 유속

을 구함에 있어서도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두 번째로, 천수방정

식은 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분산성을 고려할 수 없다. 

즉, 수심평균한 비분산성 흐름모형을 사용하여 파랑의 분산성

이 무시되고 이로 인하여 오차를 포함하는 흐름조건을 산출되

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류의 이송확산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

뜨리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파의 분산성을 모의할 수 

있는 수심 적분형 Boussinesq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여전히 수심적분된 모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Son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수심방향

으로의 유속변화를 고려하고 복잡한 흐름특성(난류, 쇄파 등)을 

모의할 수 있는 3차 수치모형을 유류유출 해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3차원 모형 NHWAVE(Ma et al., 

2012)은 Navier-Stokes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며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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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방향의 공간변수, 는 시간에 관한 

독립변수이다. 또한     는 방향의 유속, 는 압력, 는 

밀도, 는 중력벡터, 는 점성에 의한 전단응력을 나타낸다. 이 

때, 위 식은 복잡한 수심과 자유수면을 정확하기 모의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좌표계를 사용하여 변환되었다. 

          
 

(3)

여기서, 는 수심, 는 -좌표계 변환을 위해 정의된 바닥

부터 수면까지의 전체수심, 는 수면변위를 나타낸다(Ma et al., 

2012). 따라서, 식 (1)과 식 (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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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Sh , Sp, S는 각각 수심변화, 압력 및 전단응력에 의한 

소스항이며 Ma et al.(2012)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한

편 자유수면 는 다음과 같이 식 (4)를  부터  가지 적

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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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 (4)-(5) 및 식 (6)에 유한체적법과 유한차분법을 적용하여 

수치해를 구하였다. 압력값이 셀의 중앙에 위치하면 자유수면 

경계조건을 정확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셀의 상단면에서 압력

값을 계산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셀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모멘텀 방정식에는 2nd order Godunov- 

type 유한체적법을 적용하였으며 셀 면에서의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HLL approximate Riemann solver를 사용하였다(Ma et al., 

2012; Ma et al., 2013). 모멘텀 방정식을 풀 때 필요한 압력은 

포와송 식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파의 생성 및 경계처리는 내

부조파 및 스폰지 경계층 개념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Larsen 

and Dancy, 1983)

해양의 경우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3차원 모형을 사용할 

경우 계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High performance preconditioner HYPRE software를 모델에 적

용하여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이용한 병렬처리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2.2 유류 유출 해석모형- GNOME
유동모델에서 계산한 유속과 해상풍 등을 결합하여 유류의 

유출을 모의할 유류유출모형은 기본적으로 Lagrangian 좌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유류의 특성상 이송의 메커니즘이 유류입

자의 이동으로 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역에서 발생하는 유

류의 이동 및 확산은 Eulerian 기반의 유동모델과 Lagrangian 기

반의 유류유출모형의 결합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동모델과 결합할 유류유출모형으로 미국 Office of Response 

and Restorations(OR&R)의 Emergency response division에서 개발

하여 사용 중인 GNOME(General NOAA operational modeling 

environment)을 사용하였다(Beegle-Krause, 2001; Zelenke et al., 

2012). GNOME은 다양한 종류의 유류유출에 대해 이동, 확산, 

증발 및 해안접착 등을 모의할 수 있도록 제안된 프로그램이다. 

GNOME에서 유류입자의 이동 은 해당시간  동안

의 유속 및 풍속 등에 의해 결정되며 1st order Runge-Kutta 방법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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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11,120.00024는 위도 1도에 해당하는 미터 길이를 의미
하며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확산은 식 (9)와 같이 고
전적인 확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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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류의 농도를 나타내며  는 각각  방향의 

확산계수를 의미하며 Random walk 이론에 기반을 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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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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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로 인한 이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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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류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또는 풍화)은 다음의 식

을 이용하여 모의한다.

 




 

 


 

 


 



 

 


    
 

 


    
 

 


   
(13)

여기서, 는 유류를 구성하는 각 성분의 구성 비율을 의미하고 

는 각 성분의 반감기를 의미하며 각각의 유류에 대해 다음 

Table 1과 같이 주어진다.

Table 1 Half-life of various pollutant materials depending on the ratio 

of constituents (Boehm et al., 1982)

Pollutant material
Ratio of constituent 

of concern [%]
Half-life of 

constituent [Hours]

Gasoline

P1 50.0 0.12

P2 50.0 5.3

P3 0.0 1.0×109

Kerosene & 
Jet fuel

P1 35.0 5.3

P2 50.0 14.4

P3 15.0 69.2

Diesel

P1 30.0 14.4

P2 45.0 48.6

P3 25.0 243.0

Fuel oil #4

P1 24.0 14.4

P2 37.0 48.6

P3 39.0 1.0×109

Medium crude

P1 22.0 14.4

P2 26.0 48.6

P3 52.0 1.0×109

Fuel oil #6

P1 20.0 14.4

P2 15.0 48.6

P3 65.0 1.0×109

Default

P1 100.0 1.0×109

P2 0.0 1.0×109

P3 0.0 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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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형 결합

해역의 흐름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유속정보와 오염물질의 대

표적 사례인 유류를 대상으로 하여 유류유출시 유류의 이송확산

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모형과 유류유출모형간의 외적 결합을 통하여 결합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해역에서 파랑에 의한 흐름은 3차원 수치모

형으로 예측하고 그 결과를 유류유출모형의 입력값으로 사용하

여 유류가 이송 및 확산되는 양상을 모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두 모형의 기본 좌표계가 각각 Eulerian과 Lagrangian으로 다른 형

태를 지니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의 정확한 위치에서의 정보가 공

유되기 위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외적 결합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Fig. 1은 이들 두 모형이 이

론적으로 결합되는, 즉 정보를 교환하는 순서를 나타내며, 최종

적으로 유류의 이송과 변형상태 등을 모의결과로 보여준다. 이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3차원수치모형에서 예측자-확인자 수치해석

방법으로 3차원 유속정보가 산출되면 이를 수심적분하여 수평방

향 평균유속을 산출한다. 이는 Eulerian 좌표에서 산출된 정보이

므로 이를 Lagrangian 좌표계로 변환한 후, 유류유출모형에 전달

되며 전달된 유속정보와 그 외의 입력조건(해상풍, 유출유의 종

류, 유출량 및 유출시간)과 결합하여 유류 입자의 이송-확산-증발 

과정을 계산하게 된다.

3. 모의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파랑에 의해 유발되는 해류에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파랑의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잘 재현되는 지형에 대

해 3차원 수치모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Rip 

channel에 적용하여 해안에서 복잡한 물리적 현상과 맞물려 발

생하는 이안류를 모의하였으며 이 상황에서 유류유출이 발생할 

경우 유류의 이동 및 확산 현상을 해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실

해역을 대상으로 실제 파랑조건을 사용하여 해류의 거동 및 이

로 인한 유류의 이동 및 확산을 모의하였다.

Fig. 1 Schematic flow of coupling method of hydrodynamic-oil spi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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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ip channel에서의 유출유류 이송확산 모의

먼저 해안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인 이안류에 대한 유

출유류의 이동 및 확산을 모의해 보았다. 이안류란 여러 가지 

요인(Dalrymple et al., 2011)에 의해 발생하는 연안에서 원해로

의 흐름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해운대에서 매년 하

절기에 발생하여 각종 인명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안류는 인

명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와 

함께 해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침/퇴적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이안류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지형

을 만들어 수치모의에 사용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양쪽의 수

심이 얕은 지형은 이안류를 발생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지

형으로 수심이 얕은 양쪽 부분에서 천수 현상에 의해 파고가 

증가하며 이렇게 증가된 파고는 불안정성이 더해져서 쇄파하게 

된다. 이렇게 파가 부서지게 되는 경우 파랑의 Radiation stress에 

의해 연안방향으로 과도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

안지역에서는 수체 및 에너지 흐름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바

다에서 육지쪽으로 흐름이 발생한다. 이렇게 축적된 수체는 다

시 가운데 수로를 따라 외해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안류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다. 

Fig. 2 Bathymetry of rip channel (numbers in meter)

Fig. 3은 Rip channel 지형에 대해 수치 모의한 결과이다. 파고 

분포를 보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심이 얕은 양 옆에서 쇄

파(파가 부셔지는 현상)에 의한 에너지 감소로 파고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발생한 Radiation stress로 인

하여 양 옆에서는 해안쪽으로 흐름이 발생하였으며 가운데에서

는 외해 방향으로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형에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할 시 이안류에 의한 

유류의 이동 및 확산을 검토해 보았다. 전 영역에 걸쳐 유류의 

이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Fig. 4(a)처럼 100배럴(약 16,000리터)의 

오일을 선형으로 분포시킨 후 모의한 후 6시간 간격으로 유류

의 이동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때, 바람의 효과는 무시하였으며 

증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3의 유속결과와 비교해보

면 유류의 이동이 유속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유류의 종류에 따른 이동 및 확산의 양상을 

모의 및 분석해보았다. Table 1을 보면 유류의 종류에 따라 구성 

성분의 반감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soline은 세 성분 

중에서 두 성분의 반감기 시간이 매우 짧아 증발현상이 잘 일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Diesel은 48시간 이내에 75%의 성분

이 절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해석에서는 반

감기가 없는 경우와 Gasoline 및 Diesel에 대해 24시간 동안의 유

류의 이동을 모의하였다. 그 결과, 증발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

은 Fig. 5(a)와 비교해보면 Fig. 5(b)에 나타난 Gasoline의 경우 상

당히 많은 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류의 이송확산에 대한 바람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바람의 방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계산 경우 및 결과분석이 과

도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육지방향으로 일정한 

바람이 부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바람의 크기는 유속의 크기

와 비슷한 정도, 약간 큰 정도, 매우 큰 정도로 구분하여 모의하

였다. Fig. 3에서의 유속분포를 보면 유속이 큰 경우에는 O 
(0.1)m/s를 가지며 유속이 작은 양 옆에서는 O (0.01)m/s 정도를 

가진다. 따라서 풍속은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0.1m/s, 0.5m/s, 

1.0m/s를 가정하였다. Fig. 6은 풍속의 세기에 따라 유류유출 24

시간 후의 이송확산 차이를 보여준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Fig. 3 Simulated results of rip channel flow (left:wave heights, right: velocity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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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hr (b) 6 hr (c) 12 hr 

(d) 18 hr (e) 24 hr (f) 30 hr 

(g) 36 hr (h) 42 hr (h) 48 hr

Fig. 4 Simulated advection and diffusion of oil spill over rip channel for 48 hours (Horizontal and vertical extent of domain are 560 

m and 640 m, respectively.)

(a) No weathering (b) Gasoline (c) Diesel

Fig. 5 Simulated advection-diffusion results depending on various types of oils (after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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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에 준하는 경우에는 이송확산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으나, 

유속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강한 풍속이 존재할 경우 풍속이 지

배적으로 이송확산을 유발시켜, 유속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형적 분포의 유류유출이 아닌 두 군데의 특정 

지점에 유류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해 이송확산을 모의하였다. 

특정 유출지점은 Fig. 7(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육지쪽 흐름

이 강한 지점과 바다쪽 흐름이 강한 지점 두 곳으로 차별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지점에서는 앞선 경우와 동일하게 100배럴(약 

16,0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된다고 가정하였다. Fig. 7은 유류의 

이동 및 확산을 모의한 결과를 6시간 간격으로 보여준다.

3.2 실해역 유출유류 이송확산 모의

이상적인 지형에서 3차원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수리현상을 성

공적으로 재현하고 이에 의한 유류유출현상도 연계하여 모의함

으로써, 연계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동해안에 위

치한 실제 지형에 대해 유류의 이송 및 확산을 모의하여 실용

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

치한 천진항으로 주머니 형태의 해안선을 취하고 있어 이안류 

및 연안류의 복잡한 거동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Fig. 8은 대

상지역에 대해 관측 및 수치모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왼쪽은 실

제 흐름을 관측하기 위한 Buoy를 설치하여 그 이동경로를 표시

한 그림이다. 총 6개의 Buoy를 설치하였으며 검은 점은 시작 지

(a) 0 m/s (b) 0.1 m/s (c) 0.5 m/s (d) 1.0 m/s

Fig. 6 Simulated advection-diffusion results considering various wind gust conditions (after 24 hours)

(a) 0 hr (b) 6 hr (c) 12 hr

(d) 18 hr (e) 24 hr

Fig. 7 Simulated advection-diffusion results of oil spill from two point-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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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빨간 점은 종착 지점을 나타낸다. 우측은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이며 입력한 유의파고, 유의주기 및 입사

각은 각각 0.89m, 7.3s 및 64.3∘이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지역

은 이안류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P1 및 P2는 각각 이안류 및 연

안류가 지배적인 지점을 나타낸다. 수치모의한 결과를 보면, 상

단 및 하단부에서 주머니형태의 안쪽으로 흐름이 발생하고, 이

러한 흐름은 해안선을 따라 진행하다 특정 지점에서 외해로 빠

져나갔으며 이러한 흐름 특성은 관측치와도 잘 일치하였다. 

앞서 해석한 바와 유사하게 흐름에 의한 유류의 이동 및 확산

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선형적으로 유류

를 분포시킨 후 모의한 결과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초

기에 유출된 유류의 양은 100배럴로 가정하였으며 증발 및 바

람의 효과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바람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Fig. 10은 해당 지역

Fig. 8 (Left) Observation points of buoy at Cheonjin Port and (Right) simulated current speeds (Horizontal and vertical extent of domain

in right figure are 700 m and 800 m, respectively.)

(a) 0 hr (b) 1 hr (c) 2 hr

(d) 6 hr (e) 12 hr

Fig. 9 Simulated advection-diffusion results of oil spill with linear distribution at Cheonjin Port (Horizontal and vertical extent of domain

are 1160 m and 1300 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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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indrose at Cheonjin Port (Feb. 2015)

에서의 바람 특성을 나타낸다. 약 2.4m/s 의 평균풍속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풍속의 입력값을 정하여 유류

의 이동을 모의하였다. GNOME에서 바람에 의한 이동은 풍속의 

3%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어진 영역에서 유속의 크기

를 비교해보면  및  방향의 최대 유속은 각각 0.5306m/s 및 

0.5138m/s가 되어 풍속에 의한 효과보다 크게 나왔으나 지속적으

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 되어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6시간 후에는 대부분의 유류가 육지

에 접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형이 아닌 지점별로 유류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

하여 모의해 보았다.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안류와 연안

류가 지배적인 세 지점에 대해 각각의 지점에서 100배럴의 유류

(약 16,000리터)가 유출된다고 가정하였고, 증발 및 바람에 의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점별 유류유출에 바람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선 경우와 

(a) 0 hr (b) 1 hr (c) 2 hr (d) 6 hr

Fig. 11 Simulated advection-diffusion results considering various wind gust conditions at Cheonjin Port

(a) 0 hr (b) 1 hr (c) 2 hr

(d) 6 hr (e) 12 hr

Fig. 12 Simulated advection-diffusion results of oil spill from three point-sources at Cheonji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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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hr (b) 12 hr

Fig. 13 Same as Fig. 12 but considering wind gusts

동일하게 NE 방향에서 2.4m/s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가정하여 그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유사하게 바람의 

크기가 유속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출 초기부터 바

람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략 6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의 유류가 육지에 접착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하여 해수의 3차원 연직흐름 특성, 비선형적 파랑거동 및 유류 

유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해석모형을 제안하였다. 해수 유동

과 관련해서는 해수의 연직특성을 고려하면서 파랑으로 인해 야기

되는 다양하면서 복잡한 거동 등을 모의할 수 있는 3차원 수치모형

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모형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

며, 유류의 화학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존에 발생한 유출사

고와의 비교를 통해 각 종 계수들을 보정한 정도 높은 유류유출모

형을 사용하여 신뢰할만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유

류의 증발, 풍화작용뿐 아니라 해상풍 등 유류 자체의 성질 이외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유속모델을 통해서는 파랑의 분산성, 비선형 

및 복잡한 지형에서의 연직방향 흐름특성까지 고려함으로써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모형을 다양한 흐름 특성이 있는 지역에 적용해 본 결

과, 유속이 큰 지역에서는 이송에 의해 유류의 이동이 활발하였

으며 유속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는 확산의 효과도 유류

의 이동에 제한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 유류의 종류에 따라 

Gasoline과 같이 증발성이 강한 유류는 유출 초반부에 많은 양

들이 증발하여 실제 이송 및 확산되는 양이 많지 않았다. 또한 

Fig. 5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유종에 따라 기본 성질인 비중, 점

도 뿐 아니라 증발성에 따라 이송 및 확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출유의 확산범위에 따라서도 증발양상이 다르게 나타

므로, 다양한 유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유류

유출 및 거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풍속의 영

향에 대해서는 유류의 이송에 1% ~ 4%정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으나 풍속의 크기가 유속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이 될 경우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육지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대부분의 유류가 해안에 접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연구사업(MOIS- 

재난-2015-03)과 기상청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연구사업

(KMI 2018-095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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