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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항만매몰  오염방지 책 기반기술 연구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목

○ 항만개발 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환경 향평가, 피해보상 조정, 공사  피해  

감, 개발후 운 (항만 매몰․ 설, 환경 수질 리 등) 등 항만개발, 운 의     

과정에 핵심기술로서 퇴 물 이동 측  환경변화 측기술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최근 실내실험 는 장 자료에 의한 조사연구는 미세 착성퇴 물 이동연구에 

많은 진 을 이루어 왔으나, 아직은 미세 착성퇴 물의 복잡한 모든 과정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측 기술 개발을 해 충분한 지식이 축 되지 않아 지속

인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 우리 기술로 항만 매몰  오염 책을 한 퇴 물 이동 측  활용 기술이  

확보되어 막 한 항만 설비 지출, 그리고 항만 건설 등 연안구조물에 한     

미비한 사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막 한 환경복구비 소요를 사 에 방지를 통한 

막 한 경비 감 그리고  항만 련 기술의 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 본 연구의 목 은 랑, 조석  폭풍해일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연안   

항만 주 의 퇴 물의 이동을 측 평가할 수 있는 측 시스템을 개발 수립하고, 

주요 항만의 항만 매몰, 설  항만오염 련 문제 책을 한 핵심 기반 기술

을 개발하고 용하는데 있다. 한 항만 개발  운 에 따른 퇴 환경, 수질   

환경변화의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한 사질  

미세 퇴 물 이동 산출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화하여 항만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운 을 한 기술 지원을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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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연안 순환  퇴 물 이동 모델 수립

   - 3차원 퇴 물 이동 모델

   - 퇴  침식과정의 모델링

   - 기존 퇴 물 이동 모델 검토

   - 실험실 퇴  과정 실험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 이용 가능한 여러 3차원 수리모델들 에서 퇴 물이동모델 수립에 합한 3차원 

순환 모델인 ECOMSED 모델과 유럽 연합에서 10여년간에 걸처 개발한 

COHERENS 모델을 도입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수립했다. 

○ 각종 퇴  과정을 정량화하여 3차원 연안 순환  확산 모델과 목시켜  3차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의 기반을 만들어 조류· 폭풍해일, 랑 작용하에서의 미세퇴

물의 이동을 추산할 수 있는 3차원 모델을 수립했다.

○ 난류 조건하에서 미세 점착성퇴적물의 퇴적률과 침강 속도 추정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수치모델에 의한 미세퇴적물 이동 예측에 중요한 해저면에서의 퇴적물의 수송량을 정량화

모델을 테스트했다.  미세-점착성 퇴적물의 플록(floc)의 형성, 크기, 성장 및 침강속도 

등에 대한 난류의 영향을 파악하고, 퇴적률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미세-점착성 

퇴적물의 퇴적특성에 관한 퇴적물 입자의 응착과 퇴적역학에 관련된 실험실 연구를 통해 

난류에서 미세 퇴적물의 침강 속도 및 퇴적율을 산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연안 환경 산출 시스템과 체계 으로 연결된  퇴 물 이동 산출 시스템 구성은퇴

물 이동 측 기술을 실제 업에 용 가능하게 하며 아울러 산재해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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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최 로 활용하여 퇴 물 측 모델을 발 시킬 수 있어 향후 연안개발, 항

만 개발 사업 시 야기되는 퇴 물 이동의 장기 향의 측 능력을 향상하는데 활

용될 수 있다.

○ 3차원 연안 순환  퇴 물 이동 모델은 여러 종류의 모델을 활용하여 수립했는데 

용 상지의 황 등 상황에 따라 합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양 환경 생태 모델링을 목표로 수립된 COHERENS 모델을 바탕으로 한 퇴 물 

이동 모델의 수립으로 향후 부유사 모델을 환경  생태 문제로 확장하여 활용할 

수가 있어 활용 범 가 넓어진다.

○ 미세퇴 물 이동모델의 퇴 률  침강속도에 미치는 난류의 향에 한 해석 방

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류에 의한 록의 성장, 괴  이에 

따른 침강속도  퇴 률 추정 방법의 개선은 미세 퇴 물 이동 모델의 가장 요

한 부분의 하나인 침강 속도의 추산과 모델의 면 경계조건으로 해 면에서의 퇴

물의 연직 럭스 추산에 이용 될 수 있다.  이를 해 더 다양한 실험실 실험과 

장 실험을 통하여 난류에서의 침강속도와 반사율 추산을 한 산정 공식을 도출

이 요구된다.

Ⅵ.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 랑, 조석  폭풍해일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항만 주 의 퇴 물의 이동을 

측 평가할 수 있는 측 시스템을 개발 수립하고, 주요 항만의 항만 매몰, 설 

 항만오염 련 문제 책을 한 핵심 기반 기술의 개발․ 용을 한 수치 모

델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 다. 

○ 퇴 물 이동 모델에서 요한 부분의 하나인 해 면에서의 퇴 율 추산과 침강 속

도의 추산을 더욱 정확히 하기 해 실험실 실험으로 난류 작용의 향을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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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연구결과를 통해 항만개발운 에 따른 퇴 환경, 수질 환경변화의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한  퇴 물 이동 산출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화하여 항만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발된 연안 퇴 물 이동 수치모델을 활용한 항만매몰 책 기술 개발, 효과  

설 계획 책 기술 개발, 항만공사에 따른 부유 미세퇴 물에 의한 항만 오염 방지

책 기술  향평가 기술 개발의 토 를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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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항만, 수로의 매몰에 따른 설에 소요되는 많은 경비를 이고  해안 침식 피

해를 이고 그리고 항만 건설 등 연안구조물에 한 미비한 사  평가로 인해 발생

하는 막 한 환경복구비 소요를 사 에 방지를 해서는 퇴 물 이동의 측 기술 개

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퇴 물 이동 측  환경변화 측기술은 항만개발 계획수

립, 기본․실시설계, 환경 향평가, 피해보상 조정, 공사  피해 감, 개발후 운 (항만 

매몰․ 설, 환경 수질 리 등), 항만개발, 운 의  과정에 핵심기술이다.  미세퇴

물이 특히 많은 우리나라는 항만개발 운 을 추진함으로 퇴 물 이동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여 그 기술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연안에서 토사 특히 미세, 착성 퇴 물의 이동 상들은 매우 복잡하여 그 측

이 어려워 각종 연안개발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들의 이동과 련된 기치 못했

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여러 크기의 미세, 착성 퇴 물간의 상호작용은 아주 

복잡하여 재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실험실 실험 는 장자료에 의한 

조사연구는 미세퇴 물 이동연구에 많은 진 을 이루어 왔으나, 아직은 미세, 착성 

퇴 물의 복잡한 모든 과정을 다 고려한 신뢰성 있는 이동 측 기술 개발에 충분한 

지식이 축 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미세퇴 물 이동 상에 한 완 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구  연안역의 효율  리를 해 미세퇴 물 

이동에 해 신뢰할 만한 측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으로의 유입된 오염물질들은 용존된 상태로 이동되어질 수도 있지만, 부분

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세 퇴 물에 흡수되어 이동되게 된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부

유된 퇴 물에 의해서 이동, 퇴 , 재부유되게 될 것이고, 화학 , 생물학 , 지질학  

그리고 수리 인 요소에 의해서 변형되게 된다. 따라서, 하구와 연안에서 미세 퇴 물

의 이동 과정을 정량화하고 이해하는 것은 연안역에서 오염물의 확산  피해를 이해

하는 데에 있어 첫 번째 단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안역의 오염물질 이동  확

산과 인간 활동에 한 련을 가지는 미세 퇴 물의 이동 양상을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연안역의 효율 인 이용  개발, 오염의 방  사후 리 등

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연안역 특히 주요 항만  서해 연안에는 미세

퇴 물이 많이 분포하여 세계 5  착성 미세퇴 물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 미세퇴



- 2 -

물은 조류, 해류, 랑 등의 작용에 의해 이동하고, 이동시 오염물을 흡착하여 함께 

이동함으로써 항만개발 이용시 지형변화, 항만  수로의 매몰, 항만환경, 수질 오염문

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퇴 물 이동에 의한 수로나 항만의 매몰로 해마다 많은 설비

를 부담하고 있어 과학 인 처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 미세 부유퇴 물

은 오염물질과 같이 이동되어 항만 오염의 근본 인 책을 해서는 미세 부유퇴

물의 이동에 한 측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역 특히 주요 항만  서해 연안에는 미세퇴 물이 많이 분포하여 

세계 5  착성 미세퇴 물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 미세퇴 물은 조류, 해류, 랑 

등의 작용에 의해 이동하고, 이동시 오염물을 흡착하여 함께 이동함으로써 항만개발 

이용시 지형변화, 항만  수로의 매몰, 항만환경, 수질 오염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퇴 물 이동에 의한 수로나 항만의 매몰로 해마다 많은 설비를 부담하고 있어 과학

인 처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세 부유퇴 물은 오염물질과 같이 이동되어 항만 오염의 근본 인 책을 해서는 

미세 부유퇴 물의 이동에 한 측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 각 용역사에서 구

입하여 사용 인 외국에서 개발된 측 기술은 각각이 많은 경비를 들임에도 불구하

고 Source Program을 제공받지 못하고 어려워 복잡한 장에 효과 인 활용에는 한계

가 있고 외 경쟁력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기술로 개발하

여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항만 기술의 외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항만  연

안에 산재한 련 문제의 해결을 해 필수 으로 확보해야 할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에서 개개 환경 요소의 측 모델은 체로 잘 확보되어 있으나 

여러 환경 요소를 통합하여 추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퇴 물 이동의 정량  추산 기술

로 연결 체제가 부족하고 해안선 변형과 같이 장기간의 측을 한 해양  연안 

보 모델의 실제 장기간 연속 활용을 한 입력 정보의 생산 제공 체제가 안되어 실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천해 랑 산출 시스

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장기간의 랑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었고 퇴 물 

이동 측 시스템 구축의 입력자료 생산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를 활용한 항만 매몰, 

침식 재해  연안 오염 책을 한 퇴 물 이동 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근본 으로 미세퇴 물의 이동과정은 3차원 이므로 2차원 모델은 한계가 있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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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연안순환모델을 바탕으로 3차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로 발 시키는 것이 요구

된다.  이를 해서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잘 용할 수 있는 3차원 연안 순환  확

산 모델의  수립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미세퇴 물 이동 모델로 확장 하기 해 각

종 퇴 과정들의 정량화하여 연계시켜야한다.  가능하면 향후 환경  생태 모델로 확

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이미 구축된 천해 랑 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랑, 조석 

 폭풍해일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항만 주 의 퇴 물의 이동을 측 평가할 

수 있는 측 시스템을 수립하고, 주요 항만의 항만 매몰, 설 등 련 문제 책을 

한 핵심 기반 기술을 수립하고 용하는데 있다.  한 항만개발운 에 따른 퇴 환

경, 수질 환경변화의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한 사질 

 미세 퇴 물 이동 산출 모델을 수립하고 시스템화하여 항만기술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운 을 한 기술 지원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그 4 년도 연구로서 제2장에서 퇴 물 이동 모델에서 필수인 해 면에

서의 퇴 률  침강속도의 추산에 한 실험실 연구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2차원 

수심 평균 부유사 농도를 이용하여 토사이동  해 면 변화를 측하는 2차원 수치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실용화  도큐멘테이션에 해, 제 4장에서는 미세 퇴 물의 

이동 모델 수립을 해  3차원 연안 순환모델의 추사 수립   용 시험, 그리고 3차

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의 기 수립에 해 기술하 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화진에

서의 장 실험 연구에 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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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3차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 수립

제 1  서론

    부유퇴 물의 이동과정은 3차원이고 따라서 3차원 모델로 다 야 할 것이다.  연

속 인 시뮬 이션에 의한 연안에서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 장기 시뮬 이션 시험 

동안 3차원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계산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 이지 못하여 2차원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산기기의 지속 인 발 으로 계산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가  3차원으로 상을 더 정확히 재 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 연안 정보 산출 시스템의 활용으로 구축하는 유류오염 확산, 구난 시스템과 

해안선 변형, 연안 퇴 , 침식 등을 추산할 수 있는 퇴 물 이동 측을 더욱 정확하

게 하기 하여 3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  이를 해 가용한 3차원 연안 순환 모델

을 비교 검토하여 방향을 수립하 다.  아울러 유류오염확산 측, 수색구조를 한 

표류 측을 한 표층 풍성류의 추산 방법의 개선을 시도했으며 부유퇴 물 이동 모

델의 기반을 수립했다.

    근본 으로 미세퇴 물의 이동과정은 3차원 이므로 2차원 모델은 한계가 있어 3

차원 연안순환모델을 바탕으로 3차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로 발 시키는 것이 요구

된다. 년도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여러 3차원 수리모델들 에서 퇴 물이동모델 

수립에 합한 3차원 순환 모델을 여러 경우에 테스트를 통해 문제 을 보완하여 서

해안에서 퇴 물 이동에 용할 수 있게 발 시키기 해 3차원 순환 모델인 POM

(Princeton Ocean Model) 모델과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등의 

연안순환모델의 수리 인 특성에 하여 살펴보고, 그 에서 한국 서해안의 미세 퇴

물 이동 모델의 근간으로 EFDC 모델을 선정, 수립하여 서해안 연안에 용 테스트

를 하 다.

    3차원 수치모델은 미국 VIMS에서 개발한 HEM-3D를 사용하 다. 이것은 하류, 

호수, 수지, 하구 등의 유체역학, 물질운송과 생물지구화학과정의 연구에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것은 기의 환경유체운동모델(EFDC)의 기 상에서 성  비 성 퇴

물 이동 모델, 부 양화과정, 오염물질의 확산이동과정 모델을 첨가하여 연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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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도흐름의 상호작용 경계  도에 의한 연안 퇴 물의 이동 등에서 발 된 

하나의 고도로 집 화된 하구해안 3차원 수치모델이다. HEM-3D모델은 이미 

Chesapeake만, James강, Indian호수, Puget해 등 20여개 연구에서 많은 응용과 검증

을 거치었다.

    미세퇴 물 이동 모델의 바탕이 되는 3차원 순환 모델과 확산 모델을 어떤 모델

을 근간으로 할 것인지에 해 많은 비교 평가와 시행 착오가 있었다.  하구언 등 복

잡한 지형에는 EFDC 모델이 큰 장 을 보이나 모델에 한 도큐멘테이션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바탕으로 3차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로 발 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으로 사용자에게 기술 이 시키는데도 문제가 된다.  이에 

비하면 COHERENS 모델은 사용자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도 

쉬워 3차원 미세퇴 물 모델로 확장시키는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나 에 사용자에

게 기술 이 시키는데도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고 미세 퇴 물 이동 측의 

주요 목 인 연안  항만 환경  향후 생태 문제에 까지 용을 생각한다면 원래 

해양 생태 모델링을 목 으로 개발된 COHERENS 모델이 큰 장 이 있다.

제 2   3차원 모 델 의 기본

  COHERENS 모 델  

    FORTRAN77로 작성되어있는COHERENS model은 네 개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되

어있다.

   - advection-diffusion equations과 circulation module로 구성된 physical part.

   - microplankton module. 

   - Eulerian sediment module. 

   - 오염물질의 분포에 한 Eulerian과 Lagrangian transport model.

    모델의 구성은 핵심부분과 여러 개의 modules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module들은 

새로운 기작과 체 인 해법들을 삽입하고 수정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로

그램의 본체는  advection-diffusion module을 포함한 Navier-Stokes equations의 

해를 구해 유동장을 계산하고  나머지 각각의 module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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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HERENS 모델의 물리, 생물  퇴  부분의 구조

    모델의 일반  특징은 수평 으로는 cartesian 는 spherical grid를 사용하고 수

직 으로는 sigma-coordinates를 사용한다.  수직 으로 one-dimensional point model

이 가능하다.   모든 3-D 변수들은 매 time-step마다 갱신된다.  이류항에 한 유한차

분법으로 upwind, Lax-Wendroff, TVD(Total Variation  Diminishing)방법이 선택 으

로 사용된다.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에 해 조화분석이 가능하다. 모델결과를 

NETCDF형식으로 변환 가능하다.

    Physical module의 특징은 POM(Princeton Ocean Model)에서와 같이 운동방정식

과 연속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mode-splitting technique이 사용된다.  수주의 상층부

분에서 solar radiation의 흡수기작이  optical module에서 계산된다.  운동방정식과 난

류방정식에서 도의 향이 상태방정식에 포함되어있다. 모델내에는 단순한 수학  

표 에서부터 일차 는 이차의 turbulence energy model까지 다양한 turbulence 

scheme이 포함되어있다. -경계조건에 한 다양한 radiation conditions이 사용되고 있

다. bottom shear stress에 의한 wave-current interaction이 고려되어 있다. -wind 

stress and surface heat fluxes에 한 다양한 표 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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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logical module의 특징은 수주내의 생물과 양염의 순환은 모든 유기물과 무

기물에 의해 빛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계산하는 optical equations과 계된 

microplankton-detritus module에 의해 설명된다. 이 모듈은 nitrate, ammonium, 

oxygen의 용해된 농도에 상응하는 microplankton과  detrital compartments을 통한 

carbon과 nitrogen의 순환을 계산한다.    microplankton 부분은 "microbiological 

loop" models에서 구분된 생물체를 포함하여 효과 으로 autotrophic, heterotrophic 

processe을 매개변수화 한다. Microplankton dynamics은 주로 "cell-quota, 

threshold-limitation"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mesozooplankton의 향은 microplankton

을 제거하고 그 나머지를 detrius로 변환시키는 grazing pressure의 형태로 고려되었

다.

    Sediments module의 특징은 biological model의 모든 particulate compartments는 

sinking rate이 있으며 sea-bed에 퇴 될 수 있다. 한 sediment model은 한 개 는 

두 개의 상태변수에 의해 빛을 감쇠시키는 부유무기물의 농도를 묘사한다.  입자의 퇴

과 재부유는  유한용량의 fluff layer를 포함한다.  재부유는 bed stress의 멱 수로 

표 되며 응집력 있는 부유물질의 재부유 시 은 질의 종류와 heterogeneous 

population에 한 간단한 매개변수화에 의해 표 된다.

    Contaminants module의 특징은 두 개의 모델이 사용가능한데 첫째는 사용자가 

정의한 용존물질의 수만큼 advection-diffusion형태의 수식을 풀어 Eulerian방법의 모델

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passive tracer를 이용하여 Lagrangian model을 사용하는 

것이다. 용존물질의 수직, 수평확산은 random walk법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개의 모델

에서 담수유입과 개방경계에서의 부유물질의 유입도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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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GIAN SPM MODULE

river and boundary inputinitial particle positions

advective transport diffusive transport

turbulencecurrents

updated particle positions

Schematic structure of the Lagrangian particle module

그림 2.2  라그란즈 입자 모듈의 구조

제 3   퇴  침식 과정의 모 델 링

1. 침강 속도와 응집(settling velocity and flocculation)

    수괴내의 퇴 물 입자들은 침강(settling)에 의해서 층에 도달하게 된다. 일단 이

들 입자가 층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퇴 작용에 의해 수괴에서 층으로 편입되게 

된다. 따라서, 침강과 퇴 은 근본 으로 다른 것이다. 침강 속도의 타당성 있는 라

미터화는 부유퇴 물의 분포를 모델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 으로 는 상  

도와 입자의 크기, 그리고 수괴의 농도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침강 속도의 재  모

델에는 입자 크기의 분포와 응집 과정에 한 완 한 모델이 요구되어 진다. 응집이난 

입자 크기의 분포는 측이 어려우며, 따라서, 부분의 침강 속도 재  모델은 경험

식을 도입하여 사용한다. 국의 7개 하구의 mud에 한 연구에서 얻어진 침강 속도

는 다음과 같다(Thor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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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0.513c
1.29     

            c< 2g/l
 2.6⋅(1-0.008c)

4,65
     c> 2g/l

(2.1)

여기서 ws
는 mm/sec이다. 첫 번째의 식은 침강 속도가 입자의 퇴 물의 농도등가

에 따른 collision과 flocculation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됨을 보여주는 반면에, 두 번째 

식은 고농도의 흐름에서 침강지연(hindered settling)의 효과를 보여주는 식이다. 그

지만, 이러한 ws
에 한 단순식은 크기분포, 자연 퇴 물 농도 그리고 난류에 따라 

변화되게 될 것이다.

    Hawley(1982)는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여 호수와 하구에서 침 물(floc)의 산포도

(scatter)가 아주 큼을 발견하 고, 해류내 퇴 물속 계산(current sediment flux 

calculation)은 보통  큰 입자 규모(larger particle size) 방향으로 편향되어지는 경향

이 있음을 발견하 다. 침 물의 크기(floc size)와 도에 기 한 Stoke's settling 

velocity에 따른 침강속도( ws
)의 하부 경계(lower bound)는 다음과 같다. 

ws=
1
18

g(ρ floc-ρ
w)d

2
floc

η
(2.2)

Gibbs(1985)는 실험을 통하여 침 물의 크기가 증가하면 침 물의 도는 감소하고 

drag은 증가함을 알려주는 침강속도와 침 물 직경(floc diameter)간의 계를 발견한 

바 있다. 

    응집(flocculation) 모델링(Burban et al., 1989)에 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응

집과정을 정확하게 재 키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응집 과정에 한 모델들은 

Brownian motion, turbulent shear, turbulent acceleration, differential settling에 기인

하는 collision-induced flocculation을 라미터화하기 한 Smoluchowski(1918)의 연

구에서 사용되었던 기본 방정식을 부분 따르고 있다. 그 지만 이들 모델에서 사용

하는 단력에 의한 분산(shear-induced break-up)항은 실험실로부터 얻어진 평형 입

자 크기 분포(equilibrium particle size distribution) 값으로 모델결과를 fit할 수 없다. 

Fit을 하기 해서는 변형된 분산(break-up)항과 여러 모델계수의 보정이 요구된다. 따

라서 Burden등은 실험실 자료를 그들의 응집 분산(flocculation-breakup) 모델의 기 

“보정”에 이용하 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기 때문에, 특히 장조건하에서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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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flocculation)의 상세한 역학(dynamics)은 재까지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다. 더욱이 이들 모델은 다차원으로 장에 용키도 어려운 문제 도 가진다. 이상과

는 다른 연구로 Farley & Morel(1986)은 퇴 물이 고농도( c> 10g/l )로 존재하는 환경

에서 응집에 의해서 야기되는 질량의 제거를 실험한 바 있으며, differential settling과, 

유체 단력(fluid shear), 그리고 Brownian motion에 따른 제거율의 경험식을 다음과 

같이 표 한 바 있다: 

dc
dt

=-Bdsc
2.3

-Bshc
1.9

-Bbc
1.3 (2.3)

여기서 c는 용기내에서 체 -평균된 퇴 물의 농도이고, Bds
, Bsh

, Bb
는 각각 입자

의 collision frequency상에서의 differential settling, 유체 단력, Brownian motion을 

나타낸다. 경험계수 2.3과 1.9, 1.3는 용지역에 따라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결과

를 다차원 모델에 용코자, 다음과 같은 침강 속도의 표 식을 유도하 다. 

(ws)k=-
(△z)k
ck

dck

dt
(2.4)

여기서, (ws)k 는 수직 치 zk
에서의 침강속도이고 , (△z)k 는 수직 격자 간격, 

그리고 ck
는 퇴 물 농도이다. 경험 으로 비추어볼 때, 식(2.66)는 intermediate 

concentration(10mg/l < c < 1g/l)의 환경에서는 그리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 다.  

     공용화된 침강 속도 재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ED3D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옵션을 제공하여 침강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하 다. 

2.  상수 침강 속도

    상수 침강 속도는 실험실 실험이나 퇴 물 모델에서 이용되어질 수 있는 간단한 

추정법을 통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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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toke's 침강 속도  

    각 격자마다 고정된 도( ρ
p

)와 반경( r p )에서 최종 침강 속도는 

ws=
2 r2pg (ρ p-ρ

f)

9ρ
f
ν

(2.5)

여기서, r p 는 퇴 물 입자의 반경이고, ρ
p
는 퇴 물 입자의 도, ρ

f
는 유체의 

도, ν 는 유체 역학 성이다. 퇴 물 입자의 반경과 도는 시공간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규정을 짓기가 매우 어려운 라미터들이다. 

2.2 Laboratory Measured Settling/Flocculation

    침강 속도를 계산하는  다른 옵션은 Hwang & Mehta(1989)의 실험에 기 한 

것으로 이것은 침강효과에 한 응집(flocculation)과 침강 지연(hindered settling)의 효

과를 라미터화 한 것이다(Wolanski et al., 1989):

ws=
ac

n

(c2+b2)m
(2.6)

여기서, c는 퇴 물의 농도이고, a, b, n, n은 실험실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경험  상

수이다. 

2.3 Farley & Morel의 실험에 기 한 침강 속도 결정

    다른 선택 사항으로 주어지는 것은 Farley & Morel의 고농도(c>>100mg/l)에서

의 침강 실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dc
dt

=-Bdsc
2.3-Bshc

1.9-Bbc
1.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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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수직 평균된 퇴 물 농도이고, Bds
, Bsh

, Bb
는 각각 differential settling, 

turbulent shearing, Brownian motion의 효과를 표 하는 계수들이다. Farley & 

Morel(1986)에 의해서 결정된 값은 각각 2.3, 1.9, 1.3이다. 따라서, 침강 속도는 다음처

럼 유도될 수 있다. 

(ws)k=-
(△z)k
ck

(
dck

dt ) (2.8)

여기서, (ws)k 와 ck
는 각각 수직방향으로의 k번째 격자 에서의 침강 속도와 부유 

퇴 물 농도를 나타내며, (△z)k 는 k번째 격자의 수직 격자 간격으로 나타낸다. 

그 지만, ws
에 한 의 방정식은 c가 10g/l의 크기(order)이거나 는 그보다 큰 

고농도 상황에서만 타당할 뿐이며, 더욱이 침강시의 입자들의 분산(breakup)효과는 포

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시 주의가 요망된다. 

    상수 침강속도 옵션은 아주 간단하고 모든 옵션들 에서 가장 은 수의 라미

터를 가지며, 특정 지역 용을 한 실험실 실험치의 이용시 유용하다. Stoke's 침강 

옵션은 침강 속도의 라미터화를 허용하나, 입자가 거의 구면이거나 농도인 경우에

만 타당성을 가지며, 한 많은 수의 라미터를 필요로 한다. Wolanski의 형태는 고

농도의 부유 퇴 물 농도에 하여 좋은 결과를 주지만, 네 개의 경험 상수를 지역에 

따라 선택하여야한다. Farley & Morel의 실험치는 부유퇴 물 농도가 10g/l를 과하

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퇴  속도

    퇴  속도는 수괴로부터 퇴 물 입자를 제거시키는 데에 여하는 과정으로 수괴

를 떠다니던 입자가 층으로 퇴 되어지는 속도를 일컫는다. 침강 속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퇴  속도에 한 범용 모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ED3D는 다음과 같

은 여러 개의 선택 사항을 도입하 다. 

3. 1 퇴 속도≡침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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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과거 연구들은 퇴 속도를 침강속도와 같게끔 사용하 으며, 침강속도를 

상수 는 Stoke's settling에 의해서 구하여 사용하 다. 

vd=ws=
2 r

2
pg (ρ p-ρ

f)

9ρ
f
ν

(2.9)

여기서, r p 는 퇴 물 입자의 반경이며, ρ
p
는 퇴 물 입자의 도, ρ

f
는 유체의 

도, 그리고 유체 역학 성, ν=0.01cm
2
s
-1 이다. 

3.2 Sheng의 퇴  모델

    다양한 이론  고찰을 통해서, 이 옵션은 다음의 식으로 해조 등의 여러 층으로 

덮힌 곳에서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다(Sheng, 1986a).

-( w'c') 0/c1≡vd=
1

(vdh)
-1+(vds)

-1+(vdc)
-1

(2.10)

여기서, -( w'c') 0 는 바닥에서의 퇴  flux이고, c1
은 바닥상의 첫 번째 격자 에

서의 농도, vdh
, vds

, vdc
는 각각 hydrodynamic layer, viscous layer, canopy layer상

에서의 퇴 속도로 다음과 같다. 

vdh=
κu*

75 ln
z1

z0

(2.11)

vds= ( 43 )
0.3

(
DB

ν )
0.7

u
2
*

u l

+0.1
u
2
*

ul

τ
ru

2
*

ν [1- exp (-0.08q
2τ

r/ν)]+τ
rg                (2.12)

vdc=vds
1+LAI
1+Dp/Df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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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1
은 층 의 첫 번째 격자 의 거리이고, DB=2.176×10

-9
/rp 는 

Brownian 확산 계수, ν 는 유체 역학 성, u*=(u*/k)l n(z δ/z0) 는 laminar 

sublayer외부의 유체 성, z δ=10z/u*
는 viscous sublayer의 높이이다. τ

r=ws/g

는 퇴 물 입자의 relaxation time이고, q=(32)1/4u*
는 총 난류 변동 속도(total 

turbulent fluctuating velocity), LAI는 leaf area index이고, Dp/Df
는 해조존재 지역

에서, profile drag  skin friction drag간의 비이다. Vegetation canopy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vdc
는 0이다. 

    Sheng의 모델의 장 은 만일 난류와 퇴 물의 라미터를 알고 있는 경우 vd
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고, 단 은 장 자료를 이용한 모델의 검증이 어렵다는 

이다. 

3.3 Krone의 퇴  모델

     다른 퇴  속도 계산의 선택사항으로 Krone(1962)의 퇴  모델이 있다. 

vd=β
ws

2 (1-
τ
b

τ
cd

+|1-
τ
b

τ
cd |) (2.14)

여기서, τ
b
는 층 응력, τ

cd
는 퇴 에 한 임계 응력(critical stress), β 는 0～1사

이의 값으로 퇴  확률이다.  Krone의 모델의 장 은 그 간단함에 있으며, 단 은 이

에 따른 이론  견고성의 부족하여, τ
cd

, β 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이

다. 

4.  침식률

    침식이란 퇴 물이 층에서 재부유되어 수괴로 다시 유입되어지는 과정이다. 침

식률에 한 연구 역시 범용 모델이 존재치 않기에 SED3D에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

로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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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ower Law

    침식률을 계산하는 첫 번째 옵션은 다음과 같다:

E=
E0'

T
2
d
{ 12 [ (τb-τ

ce)+|τb-τ
ce |]}

p

(2.15)

여기서, Eo' 은 단  응력당의 침식률 상수(즉, 같은 단 로 E를 응력으로 나  것), 

τ
b
는 층응력, τ

ce
는 침식에서의 임계 응력, Td

는 무차원 침식 시간 상수이다. 무

차원 침식 시간 상수는 Td=Td'/Td0
로 구해진다. 여기서, Td

는 침식에 한 차원 

시간 상수, Td0
는 퇴 물 층면이 교란되지 않고 존재 하 던 시간이다. 일반 으로 

Td0
는 약 하루이며, 따라서 Td0

와 Td
의 단 는 일(day)이 된다. E0

, Td
, τ

ce
 그

리고 p는 실험실이나, 장에서 측정되어야만하는 경험 계수들이다. 

4.2 Variation of Power Law

    침식률을 결정하는  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다. 

E=
E0

T2
d
{ 12 (

τ
b

τ
ce

-1)+|
τ
b

τ
ce

-1 | ] }
p

(2.16)

여기서, E0
는 침식률 상수이고, 이것은 침식률 E와 같은 단 ( gcm

-2
s
-1 )를 가진다. 

4.3 Exponential Law

    침식률을 계산하는  다른 옵션은 exponential law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
E0

T
2
d

⋅exp [α{ 12 [ (
τ
b

τ
ce

-1)+|
τ
b

τ
ce

-1 | ] }
0.5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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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lle et al.(1984)의 연구에서 침식률  층 응력은 E와 τ
b

간에 power law 계

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계를 주는 범용 상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 의 침식률 계

산을 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여러 상수들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층 구조

    침식 모델을 실험실이나 장상황에 용하는데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닥 

층의 정확한 도 구조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다. 바닥의 도는 시공간 으로 

변화하여 측정이 쉽지 않다. 최근의 연구에서 Hwang & Metha(1989)는 τ
ce

와 E0' 가 

바닥의 도와 한 계를 가짐을 발견하 다.

    Hwang & Metha(1989)의 결과로부터 도가 주어질 경우 침식률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ε= ε
0(

τ
b

τ
ce

-1) (2.18)

여기서, ε[mg cm-2 hr-1] 은 침식률이고, ε
0

는 침식 상수, τ
ce[Nm

-2
] 는 임계 응력, 그

리고 τ
b

는 층 응력이다.  ε
0

와 τ
ce

는 층의 도( ρ
B

) 따라 변화하게 되고, 다음과 같

은 계로 표 될 수 있다. 

lnε
0=s1exp(

s2

ρ
B-ρ

3 ) (2.19)

여기서, s1=0.23 , s2=0.198 이고, ρ
3

( 1.0023g/cm-3 )은 fluid mud zone의 상층 부

에서의 bulk 도이다. 

6.  층 응 력 ( τ
b

)

    침식률을 계산하는 방정식에서, τ
b
는 해류와 랑에 의해서 생기는 층 응력을 

표 하는 항이다. τ
b
는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치 모델을 통하여 정확하게 계산

하는 것이 필요하다. 풍성류와 조류는 시간 단 나 그 이상의 주기로 변화하지만,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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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wave)는 몇 단 를 주기로 orbital current를 생성한다. 따라서, 해류와 에 

의해서 발생되는 층 응력은 서로 분리되어져서 계산되어진 후 하게 조합되어져

야 할 것이다. 재 SED3D모델은 해류에 의한 층 응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에 

의해서 생성되는 층 응력은 입력항에서 분리 계산하여 주어야만 한다. 

    Okeechobee호의 연구로부터 퇴 물의 재부유가 에 의해서 발생되는 층 응력

에 의해서 유발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해류에 의해서 유발되는 층 응력은 퇴 물 

재부유의 주된 원인이 되게에는 일반 으로 불충분하다. 그 지만, 바람이 강한 날의 

경우, 에 의해서 발생되는 층 응력과 해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층 응력이 모두 

요해 진다. 이러한 경우 SED3D에 포함된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에 의한 층 

응력과 해류에 의한 층 응력을 분리 계산한 후 역학 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한, SED3D 모델의 경우 current-wave interaction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구에서, 조류와 풍성류는 퇴 물의 재부유를 야기하는 충분한 층 응력을 생성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상 으로 작은 하구 일수록, 층 응력과 퇴 물 재부유

에 한 의 향은 상  으로 작다. 이러한 경우 SED3D에서 계산되는 층 응력

은 모두 다 퇴 물 재부유의 추정에 포함 되어져야 할 것이다. 

    3차원 모드에서 SED3D는 층 응력을 turbulent bottom boundary layer의 존재

를 explicit consideration에 기 해서 즉, logarithmic layer를 고려해서 계산하므로, 상

당히 정확한 값을 계산하여 주나, 2차원 모드의 경우는 보다 경험 인 방법에 의존해

야 하므로 그 정확도가 다소 낮아지게 된다. 

7. 침식률을 계산하는 새로운 기술

     침식률을 계산하는 한 방법은 회 하는 annulus에 심지역의 퇴 물을 배치하

여 power law erosion rate 는 exponential erosion rate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지

만, 이러한 방법은 (1)annulus내의 자체 2차 흐름의 발생, (2)발생되는 난류가 실제 

장을 충실히 재 치 못하는 , (3) 층이 실제 장의 상황을 충실히 재 치 못한다는 

, (4)wind-wave 효과가 충분히 반 되지 못한다는 단 을 가진다. 따라서, 실험실에

서 계산된 침식률의 크기는 실제 침식률의 크기와 한 order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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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Sheng et al.(1991)은 양질의 장 자료와 퇴 물 혼합에 한 수직 1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침식률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Sheng et al.(1989b) 그리고 Sheng & Cook(1991)은 재  기간동안의 장 데이터와 1

차원 모델의 결과를 조합하여 침식률을 계산하 는데, 이들이 Okeechobee호에서 한 

재 기간(1989년 5월 26-29)동안 사용한 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E0=5.5×10
-7

            scm
-1

ws=0.012                cms-1

vd=0.4ws               cms
-1 (2.20)

a
f.s.
v =2.0+0.019×w     cm

2
s
-1

u*
c=1.0                  cms-1

여기서, Av
는 수직와동 성으로 바닥경계층에서 수심에 따라 선형 으로 변화한다.

Av=ku*
cz   Av≤A f.s.

v
(2.21)

바닥경계층의 상부에서 Av
는 바람의 속도 W에 따라서 증가하는 자유 흐름값(free 

stream value)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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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존 퇴 물 이동 모델 검토

제 1  서 론

우리나라는 연안에서 개개 환경 요소의 측 모델은 체로 잘 확보되어 있으나 여러 

환경 요소를 통합하여 추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퇴 물 이동의 정량  추산 기술로 연

결 체제가 부족하고 해안선 변형과 같이 장기간의 측을 한 해양  연안 보 모

델의 실제 장기간 연속 활용을 한 입력 정보의 생산 제공 체제가 안되어 실제 활용

을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천해 랑 산출 시스템 구

축 사업을 실시하여 장기간의 랑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었고 퇴 물 이동 

측 시스템 구축의 입력자료 생산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를 활용한 항만 매몰, 침식 

재해  연안 오염 책을 한 퇴 물 이동 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근본 으로 미세퇴 물의 이동과정은 3차원 이므로 2차원 모델은 한계가 있어 3차원 

연안순환모델을 바탕으로 3차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로 발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잘 용할 수 있는 3차원 연안 순환  확산 모

델의  수립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미세퇴 물 이동 모델로 확장 하기 해 각종 퇴

과정들의 정량화하여 연계시켜야한다.  가능하면 향후 환경  생태 모델로 확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사업의 주요 연구목  의 

하나는 해 층에서 일어나는 미세퇴 물의 이동을 정량 으로 측할 수 있는 수치모

형의 개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연안에 각종 산업시설  발 소 건설 

등과 최근의 형 항만시설  인공 구조물의 다양한 건설과 같은 연안개발을 꾸 히 

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안개발의 시공에는 반드시 사 의 향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연안개발에는 개발로 인한 인 해역에의 해  지형변화와 같은 연안환경의 변

화를 측할 수 있는 항목이 반드시 포함된다. 따라서 연안의 환경변화를 상세히 측

할 수 있는 미세퇴 모델의 개발의 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해양의 환경은 연안과 외해의 환경수리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호 원인과 결과를 교환하게 되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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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가 인근 연안의 생태환경을 에 띄게 바꿔놓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연안개발을 한 해안공학 측면에서의 퇴 물 이동 상

은 주로 쇄 에서 생성되는 랑 기인 연안류의 변동성에 의한 해안선 변형과 해안

선으로부터 수백 m 이내의 퇴 과 침식 상을 다루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해

퇴 물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해 퇴 물 입자에 작용하는 마찰력( 단응력)으로써 

이는 곧 해 경계층과 해수층의 유속구조가 어떤 형태인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유속

구조는 해수의 운동을 일으키는 랑과 해류의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정확한 해

면 유속을 추정하는 기술은 매우 요하다. 기존의 단순한 상용 로그램이나 단순

화된 모델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해 경계층의 이론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더욱 복

잡하게 나타나는 여러 환경수리  향을 상세하게 모의할 수 있는 고 화되고 문

인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경계층에서 일어나는 각종 

역학 상의 이론  근과 함께 이들을 상세히 측할 수 있는 미세퇴 물 모형을 개

발하고, 연안에서 요한 조류와 랑의 복합과정에 의한 해 면 단응력의 계산을 

기존의 모델에 비해 개선시키고자 한다. 최근에 범용 으로 용되고 있는 퇴 물 

측모델로 ECOMSED, COHERENS, ROMS, EFDC, MIKE21, Delft3D, DMI 수치모형 

등이 있으며 이 에서 퇴 물 모형으로서 가장 많은 개발이 된 것으로 알려진 

ECOMSED와 COHERENS, EFDC, Delft3D 모델에 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제 2  ECOMSED 모 델

1.  모 델 특성

ECOMSED 모델은 1980년  반 Blumberg와 Mellor에 의해서 개발된 Princeton 

Ocean Model(이하 POM)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하천, 하구, 만 등의 연안역과 수

지  하천지류해석 등 천해역 해석을 해 발 한 모델이다. ECOMSED는 MY25 

scheme을 사용하는 유한차분법 3차원 수치 분 모델로서 해수유동  랑, 퇴 물 

이동의 해석까지 잘 연동되어 있으며, 해수  담수에서의 수  층별 유속, 온도, 염분

도, 입자추 , 랑의 향, 수질, cohesive & noncohesive 퇴 이동 해석이 가능하다. 

모델 내부 각각의 주요 모듈의 출력물은 다른 모듈의 입력을 한 데이터로 연결 

용되며, 범용 으로 쓰이는 다른 수치모델의 결과를 바로 입력값으로 용가능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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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연직 Sigma 좌표계가 사용되며, 가변형 직교좌표체계가 용가능하여 다양한 유

형의 해안선  개방경계를 효율성있게 용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만의 세 한 격자

체계 구성이 가능하다. 

본 모델에는 Wave모듈이 추가되어 면에서의  마찰 효과가 면 단응력 산출에 

용되도록 하 다. 한 본 모델은 하구언  연안류 흐름에서의 부유사, 용존물질, 

성부력입자등의 이동과 종말에 한 모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3차원 시간 분 모델

에는 (1)mode spilt technique, (2)cohesive & noncohesive 퇴 물이동, (3) 퇴 물 면

이동, (4) 용존물질 이동, (5) 성부력입자이동, (6)바람장에 의한 랑이 해수유동과 

퇴 물 이동에 미치는 향 등이 고려되어 있다. 

ECOMSED는 세계 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쉬운 

swich 구조의 입력과 열염속 해석, 해수유동, 랑모듈, 퇴 물이동모듈, 입자추   

수질모듈 등 각각의 모듈별로 독립 운용  연계운용가능, 여타 수치모델과의 연계운

용가능 등의 장 을 가지고 있다.

2.  Se d i m e nt transport m od u l e

ECOMSED에서의 3차원 퇴 물 이동 모듈은 하천, 호소, 하구언, 항내  연안역 등 

다양한 경우에서 착퇴 물(cohesive sediment)과 비 착퇴 물(noncohesive 

sediment)의 이동을 모의하게 된다. 1990년  반에 기존 ECOM 모델에 착성퇴

물의 침강, 부유, 응집 등에 한 개념이 용되어 퇴 물 모듈이 강화된 ECOMSED 

모델의 기 가 되었다. 최근 몇 년의 기간동안 다양한 개방경계조건의 용, 입자추

모듈, 층경계면조건, surface wind-wave 모델, 비 착성 퇴 물의 이동, 퇴 물입자

추  등의 향상된 모듈은 면 단응력계산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퇴 물 이동 모듈은 기본 으로 hydrodynamic 모델과 wave 모델에 의해 구성된다. 

퇴 역학에는 착성  비 착성 퇴 물의 재부유, 이동, 퇴 , 침강과정이 포함되게 

된다. 본 모델에서의 착성 퇴 물은 매우 고운 미립자로서 입경이 75㎛(clay-silt의 

범 )보다 작은 범 이며, 반면에 비 착성 퇴 물은 조립한 입자로서 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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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medium sand) 크기로 정의된다. 입경이 500㎛보다 큰 조립토나 작은 자갈류의 

경우는 부유하지 않고 면 이동만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동은 해양모델에 있어서 

비교  작은 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Bed load의 무

시는 모델결과에 큰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퇴 물의 부유와 침강의 과정은 퇴 면의 경계조건에서의 단응력에 의해 발생한다. 

착성 층으로부터의 퇴 물의 부유는 수주로의 퇴 물 mass flux에 따르는 착퇴

물에 한 특성방정식에 따른다. 반면에 비 착성 퇴 물의 층으로부터의 부유는 

van Rijn의 부유사이론에 의한다. 두 경우 모두 수주로 재부유된 퇴 물의 총량은 

착성  비 착성 퇴 물 각각의 면에서의 마찰에 의해 분배되게 된다. 착성 퇴

물의 침강은 응집과 침강과정의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한 내부 단률과 입자의 응

집에 의한 농축과정은 침강속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비 착성 퇴 물은 입

자간의 작용이 없이 비연속 으로 개별 침강된다고 가정하 다. 모델의 특성은 착성 

퇴 입자의 응집효과까지 포함하여 부유  침강의 과정을 각각의 요소에 하여 정

형화시켜 수치실험에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착성 퇴 물의 응집군의 형성은 시간에 따르게 되며, 3차원  퇴 분포는 단순히 

bed의 형상만이 아닌 외력의 함수 즉, 하천으로부터의 시공간  토사유입량, 개방경계

에서의 퇴 고형물의 농도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ECOMSED

의 퇴 물 모듈 ‘SED'에서는 부유사량의 시공간  분포, 착  비 착성 퇴 물의 

수직  농도  면마찰비율, 퇴 물의 침식퇴 량, 그리고 bed elevation의 변화를 

모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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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Sediment bed map

▶ Bed properties

▶ Erosion potential

▶ Depositional parameter

▶ Sediment loading

 ▶ Initial condition

S e d i m e n t - T r a n s p o r t 

Module "SED"

Hydrodynamic Module's 

OUTPUT

▶ Water level

▶ Current

▶ Temp. & Salinity

▶ Turbulence mixing

OUTPUT

▶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 Masses eroded/deposited

▶ Change in bed elevation

그림 3.1 framework of Sediment-Transport Module 'SED' 

3. 지배방정식

2 class(k=1(cohesive),2(noncohesive))의 퇴 물이동에 한 3차원 이류확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Ck

∂t
+

∂UCk

∂x
+

∂VCk

∂y
+

∂(W-Ws,k )Ck

∂z
       

=
∂
∂x (AH

∂Ck
∂x )+ ∂

∂y (AH
∂Ck
∂y )+ ∂

∂z (KH
∂Ck
∂z )

                        (3.1)

 - 경계조건

  KH

∂Ck

∂z
= 0 , z → η                                                  (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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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

∂Ck

∂z
=Ek-Dk ,  z → -H                                          (3.2b)

  

여기서 Ck는 부유퇴 물의 농도(size class k=1,2), u,v,w는 x,y,z 방향유속, 는 수평

확산계수, KH는 연직 와동확산계수,  , 는 재부유  침 물의 량, η는 해수면 높

이, H는 수심이다.

4. 면 단력의 계산(Bottom shear stress Computations)

면 단력은 다음으로 계산된다.

τ=ρu2
*
                                                                  (3.3)

여기서, ρ는 부유물의 도, u*는 shear velocity이다.

shear velocity는 Prand시-von Karman 수유속분포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
ku

ln ( z
z 0 )

                                                           (3.4)

여기서, k는 von Karman 상수 0.4, u는 최종 면유속, z는 가장 바닥층의 심까지

의 깊이, z0는 면마찰계수이다. 한 wave-current에 의한 면 단력의 계산은 차후

에 기술한다.

그림 3.2 layer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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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성 퇴 물의 재부유(Resuspension of Cohesive Sediments)

착퇴 층으로부터 재부유된 fine-grained 퇴 물의 양은 Gailani 등(1991)에 의한 다

음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ε=
a0

Tm
d
(

τ
b-τ

c

τ
c )

n

                                                      (3.5)

여기서, ε은 resuspension potential(mg/cm2), a0는 면특성에 따르는 상수, 는 침

 이후의 시간(days), 는 면 단력(dynes/cm2), 는 침 에 한 임계 단력

(dynes/cm2), m,n은 침 환경에 따르는 상수 등이다. 상기 식에서의 상수값들은 

shaker의 연구(Tsai와 Lick 등, 1987)에서 일반 으로 정의된 값들이다. Shaker의 연구

는 약 12가지 경우의 수 시스템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데이터들은 많은 퇴 물모델의 결

과들에 의해 얻어진 것들이다.

실험결과들을 보면 수주로의 퇴 된 flux량은 즉시 재부유되지 않고, 략 1시간 정도

의 시간주기를 갖고 재부유하게 된다(Tsai와 Lick, 1987; MacIntyre 등, 1990). 재부유률

은 다음과 같다.

  E tot=
ε

3600 sec onds
                                                    (3.6)

여기서, Etot는 모든 가용 퇴 물이 침식될 때까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ε가 재부유되

면 는 추가퇴 물이 침 되거나 재부유될 때나 단력이 증가될 때까지 0로 정의

된다(Gailani 등, 1991). 착퇴 물의 재부유율()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Ek=fk E tot
                                                             (3.7)

  

여기서, fk는 착퇴 층에 한 class k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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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Resuspension potential as a funtion of 

bed shear stress for twelve different aquatic 

systems(based on shaker studies).

6. 착성 퇴 물의 침 (Deposition of Cohesive Sediments)

부유 탁입자의 착은 분리된 입자들의 응집과 함께 다양한 크기와 침강속도에서 

floc이 형성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농도의 분포와 내부 단력은 이러한 floc의 크기와 

침강속도에 향을 주게 된다. ‘SED'모듈에서의 착퇴 물의 침 률은 면으로의 퇴

량과 floc의 착성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Krone(1962)의 식에 의해  다음과 같다.  

D1=-Ws,1 C 1P 1
                                                        (3.8)

  

여기서, D1은 depositional flux(g/cm2/s), Ws,1은 착퇴 물 floc의 침강속도(cm/s), 

은 면 경계층에서의 착성 부유퇴 물의 농도(g/cm3), 은 침 률 등이다. 

착성 floc의 침강속도는 매우 큰 범 의 농도와 단력의 범 로 나타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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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ban 등, 1990). 실험결과에서도 착성 floc의 침강속도는 floc의 형성에 있어서 농

도와 수주로의 단력의 함수로 연 된다는 것이 보여지며 결과 으로 다음의 계가 

있다.

  Ws,1=α(C 1 G)
β                                                        (3.9)

  

여기서 WS,1, C1, 그리고 G의 단 는 m/day, mg/L, dynes/cm2이다. 상기식은 응집

과 침강에 있어서 내부 단력(G)의 향이 내재 으로 포함되어있다. 해수 의 부유에 

있어서 Burban 등(1990)의 실험에서 α와 β는 2.42와 0.22로 나타내어진다. 그림 3.4는 

상기 라미터값과 Burban등의 데이터에 한 식 3.20의 침강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주의 단력(G)는 유동모델의 결과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여 계산된다.

G= ρKM[ ( ∂u
∂z )

2

+ ( ∂v
∂z )

2

]
1/2

                                            (3.10)

여기서 은 연직와동 성계수, ρ는 부유물의 도이다.



- 28 -

그림 3.4 Settling speed function for cohesive 

sediments settling in saltwater compared to mean 

values of Burban et al., (1990) data

침 률( , probability of deposition)은 floc크기의 이질성과 침 에 한 near-bed 

turbulence의 향에 해 매개 변수화된다. Krone(1962)은 침 률에 한 계식을 다

음과 같이 처음 제시하 다. 

 P1=1-
τ
b

τ
d
,τ

b≤τ
d
                                                   (3.11)

 P1=0,τ
b >τ

d
                                                         (3.12)

여기서, τb는 면 단력(dynes/cm2), τd는 침 에 한 임계 단력(dynes/cm2)이다. 

상기식은 여러 퇴 물 수치모델에 용되고 있다. 침 에 한 임계 단력(τd)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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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값이 용되고 있으며, Krone(1962) 등의 실험연구에 의하여 퇴 물농도와 퇴

물 형태에 따라 0.6~1.1 dynes/cm2의 범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Partheniades(1992)는 τd를 침  시의 floc의 크기의 변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험식

을 제시하 다.

  P1= 1-
1
2π

⌠
⌡

Y

-∞
e

-
ω 2

2
dω                                           (3.13)

  Y= 2.041 log [ 0.25(
τ

b

τ
b,min

-1)e 1.27τ b,min ]                               (3.14)

여기서, τb,min는 P1=1 dynes/cm2 이하일 때의 면 단력이다.

상기식 3.24는 0≤Y≤∞의 범 에서 다음의 근사식으로 나타내어진다.

P 1= 1-
1
2π

e
-

Y2

2 ( 0.4362z-0.1202z
2
+0.9373z

3)                      (3.15)

여기서, z=(1+0.33 27Y)- 1 이며,

Y< 0, P 1(-Y)=1-P1 (Y)의 계에 있다.

그림 3.5을 보면 침 률()의 산정에 있어서 Krone과 Partheniades의 식에서 몇 가지

의 차이 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Partheniades식은 낮은 단력구간에서 Krone식의 

경우보다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로는 Partheniades식에서는 높은 단

력범 에서도 작지만 제한 으로 침 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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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omperison of Krone(1962) and 

Partheniades(1992) formulations for the 

probabilitys of deposition of cohesive sediments 

 

7. 착퇴 물 Bed 모델

순차 으로 발생하는 침 퇴   침식과 이에 수반되는 bed층의 두께  침식특성에 

따른 층변화의 향을 사실 으로 잘 모의하기 해서 그림 3.6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수직 으로 bed 모델을 구성하 다.

 

이 구성은 퇴 층 bed를 7개층으로 구분하 다. 각 층들은 건조 도(ρd), 침식에 한 

임계 단력(τcr),과 기 두께로 구분되어진다. 각 층의 “time after deposition"은 1일

차의 새로이 퇴 층이 구성된 표층으로부터 7일차의 층까지 선형으로 증가한다. 재

부유에 있어서 압 (consolidation)의 향은 7일간의 침 이후에 가장 최 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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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실험결과(Ysai and Lick, 1987; MacIntyre 등, 1990)에 나타나있다. 그러므로 7

일 혹은 그 이상 기간동안 침 된 퇴 물은 7일간의 퇴 물로 가정하 다. 

재부유 포텐셜식은 각 bed층이 (Td)-m항의 조합에 의해 압 시간(Td)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보여 다. 층별 bed 모델에서는 질량이 보존되며 재부유와 침 은 bed층에서만 

발생한다. 수치모의 과정동안 bed 모델은 면층 두께의 변화와 착  비 착 퇴

물의 량을 각 층별로 계산하게 되며 퇴 물과 해수의 경계의 재부유  침식 계의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그림 3.6 Schematic of the sediment bed model 

8. 비 착 퇴 물의 재부유(Resuspension of Noncohesive sediments)

non-cohesive sediment bed로부터의 퇴 물의 재부유는 van Rijn(1984)의 이론에 따른

다. van Rijn 이론은 fine sand의 부유사이동에 한 좋은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를 해서 첫 번째로 면 단속 u*와 Shields number와 평균입경 D50의 함수인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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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속 u*,crbed을 비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유사 이동은 u*>u*,crbed인 경우에

만 발생하게 된다. 재부유가 발생하게 되면 평균입경 D50과 면 단속 u*로부터 

층으로부터 z=a 높이에서의 퇴 물농도 Ca를 구하게 된다. u*와 D50 그리고 Ca는 최

종 으로 부유사 이동률의 계산에 용이 된다.  

van Rijn의 이론에 따라 부유사이동의 계산은 다음의 과정에 따른다.

1) 기 임계 면 단속의 계산

임계 단속의 기치는 다음의 Shields수에 따라 결정한다.

 



                                                        (3.16)

      
                                           (3.17)

여기서, s는 비 , g는 력가속도, 은 층 표입경, 은 임계 유동계수(Shields 

number)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3.18)

  

    ≤                                       

  

    ≤ 

     

2) 재부유에 한 임계 단속의 계산

재부유에 한 임계 단속은 다음과 같다.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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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비 착 부유퇴 물의 침강속도이다. 기 침강속도는 모델의 입력자료

로부터 주어지며, 이 후 부유퇴 물 입자의 유효입경()에 따라 다음의 Cheng(1997)

의 식에 따라 다시 계산된다.

 


 

                                    (3.20) 

다음의 그림에 비 착 퇴 물의 표입경의 크기에 따른 침강속도가 도시되어 있다. 

입경의 크기는 약 75<Dk<500㎛의 범 에서 3,300~59,000㎛/s(280~5,000m/day)의 분포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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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표입경 크기에 따른 비 착 퇴 물의 침강속도

(Cheng, 1997)

3) 면 단속의 계산

유속장에 한 면 단속(near-bed shear velocity)은 식 3.15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

다.

u *=
ku

ln ( z
z 0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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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유사 이동

면 단속()이 기 임계치(  )나 임계 단속보다 작을 때 재부유 과정에서 퇴

이 발생하게 된다. 가   와  보다 크면 퇴  럭스는 층에서부터 수

으로 부유하게 된다. 이러한 부유사의 이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22)

부유사와 소류사이동의 구분이 되는 기  높이 a는 다음과 같다. 

 

a=max(0.01h, ks)                                                  (3.23) 

여기서, h는 수심, ks는 Nikuradse 조고이다.

최종 부유사량의 계산을 한 각종 계수들은 다음과 같다.

 





                                                (3.24) 

    












   



                        (3.25)

  




















   


≤                      (3.26)

    



                                             (3.27)

 




























  




  
                                           (3.28)

여기서, 는 최  용  층농도(maximum volumetric bed concentration)로서 0.65의 



- 36 -

값을 가진다. 최종 부유사이동량은 다음과 같다.

                                                         (3.29)

여기서, 는 최  σ-층의 수심이다.

재부유 럭스는 총 부유사이동량에서 기  퇴 물 럭스의 양만큼 뺀 것으로 계산

된다. 이 양이 0보다 크다면 침식이 발생한 것이고, 0보다 작은 값이면 퇴 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   와  보다 클 경우에 재부유에 의한 퇴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모델 상에서 재부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30)  

여기서, 는 최   σ-층에서의 부유사 농도이고, 는 시간간격, 는 층격자

의 넓이이다. 

자. 비 착 퇴 물의 퇴 (Deposition of Noncohesive Sediments)

면 단속()이 임계값(   or  )보다 작을 경우 퇴 이 발생하며, 이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

                                                       (3.31)

여기서, 는 비 착 퇴 물의 퇴  럭스, 는 침강속도, 는 층 부유사 농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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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COHERENS 모 델

1.  모 델 특징

COHERENS 모델의 장 은 질산, 암모늄과 산소 용액의 변화와 함께 극미 랑크톤과 

유기 퇴 물을 통한 유기 탄수화물과 질소 농도의 순환을 모델하는 생태  퇴 물 

모듈을 들 수 있다. COHERENS는, 생물학  상호 작용이 source와 sink term으로 포

함되어 있으며, 수직 침강과 이류와 확산에 의한 물리  운반을 고려한 수송 방정식

(식 6-6)을 풀어서,  농도(concentration)를 각 시간 단계에서 갱신한다. 퇴 물 모델은 

다음 식에 나타낸 것처럼 무기질 입자의 수송과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결정한다. 

∂C
∂t

+u⋅
∂C
∂x

+v⋅
∂C
∂y

+w⋅
∂C
∂z

=
∂
∂x ( A H

∂C
∂x )+ ∂

∂y ( A H
∂C
∂y )+ ∂

∂z ( A V
∂C
∂z )+ w s

∂C
∂z

     (3.32)

여기에서 C는 부유 퇴 물 농도, ws는 퇴 물의 침강속도이다. 

퇴 물에 한 경계 조건은 해수면에서 유입은 없고, 해 에서 유입은 다음 식과 같이 

연행(entrainment)과 침 이 고려 다

- w sC- A V
∂C
∂z

=E- w dC. 

여기에서 E는 연행이고 wd는 부유 퇴 물의 퇴  속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wd가 ws

와 같다고 가정하 다. 침강속도는 0.2 cm/s으로 주어졌다. 침강속도가 0.2 cm/s인 퇴

물의 입경은 40 μm로서 실트에 해당한다.

COHERENS모델에서 부유 퇴 물 농도 C 수주 (water column)과 바닥 사이의 퇴 물 

교환은 ‘fluff'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퇴 층 바로  수주의 기 에는 쉽게 재부유될 

수 있는 몇 mm 두께의 유기  무기질 층이 존재한다. 고요한 기간 동안, 이 유기질

이 풍부한 ’fluff'층이 퇴 층 에서 부유하는 것이 해  사진이나 다이버에 의해 측

되었다. 조류가 강해지거나 와류의 혼합이 증가하면 이 fluff층은 쉽게 침식되고 유, 무

기질의 일부 혹은 체가 수주에 재부유된다. 이 게 재부유된 입자들은 이류, 확산 

는 침강을 겪게된다. 모델에서 fluff층은 두께가 아주 작은 층으로 고려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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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층으로 침강하는 물질은 농도보다는 양으로 주어졌다. 

‘Fluff'층에서 수주의 바닥 격자 으로 퇴 물의 일부 는 체가 재부유되는 과정은 

Jones et al. (1995)의 모델을 따랐다. Fluff층에서 수주로 재부유되는 입자의 유입(flux)

은 다음과 같이 침식율(E, amount/(m2s))로 주어졌다.

E(ψ)=F(ψ) α
s |

τ
100

τ
b,ref |

n s

                                                (3.33)

여기에서 τ100은 표  높이 1 m에서의 바닥 단응력, τb,ref는 τ100의 단 를 상쇄하

기 한 표  단응력 (=0.1 N/m2), αs와 ns는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 상수 αs와 ns

는 Jones et al. (1995)을 따라 0.0025와 3.0으로 지정하 다. 표 높이(1 m)에서 해  

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quadratic friction law를 이용해서 구하 다.

τ
100= ρ

o C 100 ( u
2
100+ v

2
100)                                                  (3.34)

 식에서 (u100, v100)은 표  높이에서 조류의 수평 속도이다. 표  높이에서 바닥 

마찰 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 100=( κ/ ln z o ) 2                                                         (3.35)

여기에서 κ는 von Karman상수이고 zo은 높이를 나타낸다. F(ψ)는 다른 비율을 

갖는 퇴  물질의 함수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단일 입경의 퇴 물을 고려하 기 때

문에, F(ψ)=1로 주어졌다.

2. 퇴 물 모델 황해 용 결과

다음의 그림은 최강창조시 해수면과 해 에서의 부유사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6-11과 12는 휴조시 해수면과 해  부유사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으로 나타나 있

지 않지만, 최강 낙조시 해수면과 해  부유사 농도는 최강창조시 부유사 농도와 비슷

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강 창조와 낙조시 해 면의 부유사 농도는 한국의 경기만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0g/l), 한국 남동 해안  국 양쯔강 하안에서도 높게 



- 39 -

(>100 g/l) 나타나고 있다. 높은 부유사 농도는 강한 조류속과 깊은 상  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퇴 물 재부유가 해  단응력의 함수이고, 단 응력은 단순하게 조류

속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휴조시 부유사 농도는 창조시에 비하여 매우 낮다. 경기만의 

부유사 농도가 다른 지역 (한국 남동해안 혹은 북한의 서해안)에 낮은 이유는 경기만

이 휴조일 때, 다른 지역의 조석 cycle이 휴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수면의 부유사 농도는 해  부유사 농도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난다. 본 모델에서 

고려한 퇴 물 입경이 실트에 해당한다. 실트보다 입자가 작거나 큰 퇴 물을 고려했

다면, 황해의 부유사 농도 분포는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모델의 결과는 황해의 부유사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퇴 물의 근원, 이동, 

확산 그리고 퇴 에 한 측을 한 모델로는 불충분하다. 이는 복잡한 퇴 물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 황해에서 단일 입경만을 고려하고 단순한 퇴 물 재부유를 고려

한 COHERENCE 모델이 퇴 물의 근원, 침식, 이동  퇴 에 한 측을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퇴 물의 근원, 침식, 이동  퇴 에 한 측을 해서 첨단 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퇴 물 이동 모듈을 COHERENCE 모델에 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3.8. 최강창조류 시, 해 면에서

의 부유사농도. 

그림 3.9. 최강창조류 시, 해수면에서

의 부유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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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정조류 시, 해 면에서의 

부유사농도. 

그림 3.11. 정조류 시, 해수면에서의 부

유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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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실 실험 분 석

제 1   개요

    부유 퇴 물은 3차원 흐름장에 의해서 이류되므로 퇴 물 이동의 재 에는 연안에서 정확

한 3차원 흐름장의 재 이 우선 되어야 한다.  퇴 물 모델은 바람과 조석, 담수의 유

입, 도 경사 등을 외력으로 하여 복잡한 지형과 해안선에 향을 받는 다양한 해역

에서의 퇴 물 이동과 물의 흐름을 묘사하기 해 3차원 수리 모델부분과 3차원 퇴

물 이동 모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한 경계 조건과 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시

간에 따라 변화하는 3차원 속도성분, 수온, 염분, 부유 퇴 물 농도 등을 계산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여러 3차원 수리모델들 에서 퇴 물 이동 모델 수립에 합

한 3차원 순환 모델을 여러 경우에 테스트하고 문제 을 보완하여 서해안에서 퇴 물 

이동에 용할 수 있게 발 시키는 것이 기본 으로 요구된다.  특히 한국 서해안은 

조차가 커서 넓은 조간 에서도 용 가능한 3차원 모델의 수립이 요한 과제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압  실험이 많이 수행되어 여기에 한 연구 결과가 축 되

고 있으나 부분이 정지 유체에서 퇴 시킨 퇴 층 특성의 시간  변화를 실험한 것

이다. 퇴 층은 퇴  당시의 응집의 크기와 강도에 의한 퇴 층의 기 형성조건에 크

게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 퇴 조건에 따른 실험이 요구된다. 이 실험을 해 퇴 에 

의해 새로 생성된 층 퇴 층을 교란시키지 않고 음 를 이용한 층별 도의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실험도 의 응집, 침강 속도 연구와 같이 여러 퇴  조

건에 따른 실험 장치에서 단계 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이후 장 실험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퇴 물 이동 측을 해서는 퇴 물의 연직 방향의 이동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

어야 한다.  착성 미세퇴 물은 그 개개 입자는 크기가 워낙 작아 침강속도가 무시

할 정도로 지만 입자간의 충동에 의해 응집되면 침강속도가 비교가 안될 만큼 커져 

퇴 을 일으킨다.  일반 으로  침강 속도는 정지된 유체에서 측정되었는데 와동에서

의 응집 과정은 정지 유체에서와는 이하게 다를 수 있다.  와동시에 응집 과정과 이

에 따른 침강속도의 측정은 쉽지가 않아 이에 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퇴 물 이

동 모델의 해  경계조건으로 해  경계면에서의 침식  퇴 율이 필요하다.  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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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데 이에 한 실험  연구가 부족하여 실제 퇴 물 이

동 모델에서 용하는데는 문제가 많다.

    여러 크기의 미세 착성퇴 물간의 상호작용은 아주 복잡하여 재까지 잘 이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실내실험 는 장 자료에 의한 조사연구는 미세 착성퇴 물 

이동연구에 많은 진 을 이루어 왔으나, 아직은 와동하에서의 미세 착성퇴 물의 복

잡한 모든 과정을 고려한  이동 측 기술 개발을 해 충분한 지식이 축 이 요구된

다.  항만, 하구  연안역의 효율  리를 해 미세 착성퇴 물 이동 측에 필

수 인 와동하에서의 침강 속도  퇴 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시험실 

실험을 수행하 다.

     

제 2 실험실 실험 분 석

    해안선 변형, 연안 퇴 , 침식 등을 추산하고자 할 때에 퇴 물 이송 측을 더욱 

정확하게 하기 해서는 궁극 으로 3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 근본 으로 미세퇴

물의 이송 과정은 3차원이므로 수평 2차원 모델은 한계가 있어 3차원 연안 순환 모델

을 바탕으로 한 3차원 미세퇴 물 이송 모델로 발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3차원의 

경우 x, y, z 방향의 운동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이다. 그리고, 퇴 물의 이류-확산에 의한 

수층 부유사농도의 수평  분포를 지배하는 식은 질량보존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C
∂t

+u
∂C
∂x

+v
∂C
∂y

+w
∂C
∂z

=

∂
∂x (K x

∂C
∂x )+ ∂

∂y (K y
∂C
∂y )+ ∂

∂z (K z
∂C
∂z )+w s

∂C
∂z

(4.1)

여기서, C는 시간평균 농도; K x
, K y

, K z
 그리고 u , v , w는 각각 x , y , z  방향

의

확산 계수(diffusion coefficient)와 시간 평균 유속; w s
는 수층 부유사의 침강속도이다.

    3차원 모델을 풀기 해서는  x , y , z  방향의 유속 성분을 연안 순환 모델에 

의해 구해야 하며 확산 계수( K x
, K y

, K z
 ), 유사의 침강속도( w s

) 그리고 해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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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계조건으로 침식률과 퇴 률이 필요하다.  본 과업에서 3차원 미세 퇴 물 이

동 모델은 POM(Princeton Ocean Model), EFDC  COHERENS 모델을 바탕으로 하

여 수립하고 있다.  미세퇴 물 이동 모델이 궁국 으로는 해양 환경  생태 모델과 

연계되는 것이 주요 목 인 것을 고려하여 공개된 3차원 순환  확산 모델 에서 

환경  생태 모델까지 잘 포함하고 있는 COHERENS 모델을 바탕으로 랑 모델과 

연결하여 랑과 흐름의 상호 작용을 잘 재 시키며 향후 환경  생태 모델까지 발

을 목표로 진행 이다.    

상기 미분방 식을 풀기 해서는 퇴 물의 침강 속도 뿐만 아니라 층 경계면에서 

경계조건으로 침식  퇴 울이 필요하다.   퇴 속도는 수괴로부터 퇴 물 입자를 제

거시키는 데에 여하는 과정으로 수괴를 떠다니던 입자가 층으로 퇴 되어지는 속

도를 일컫는다.  Krone(1962)은 수리실험을 통하여 퇴 률은 거의 바닥면에서의 침강

속도에 농도와 퇴 물이 바닥에 도달하는 확률을 곱한 것과 갈다는 퇴 에 하여 가

장 리 쓰이는 공식을 제안하 다.

Qd= Pdw cC (4.2)

여기서 Pd는 토사의 입자들이 바닥에 부착되어 흐름에 의해 재 부유 되지 않을 확률

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d=1-
τ
b

τ
cd

    for τ
b< τ

cd
(4.3)

여기서 τ
b
는 면 단응력이고 τ

cd
는 그 이하가 되면 퇴 이 발생하는 퇴 한계 단

응력이다.

Pd=
1
2 (1-

τ
b

τ
cd

+|1-
τ
b

τ
cd |) (4.4)

여기서, τ
b

는 면응력, τ
cd

는 퇴 에 한 한계응력(한계 Pd응력), Pd  는 0～1사이의 값으

로 퇴  확률이다.  Krone의 모델은 매우 간단하여 활용에 용이하다.  단 은 이에 따른 이론

 바탕이 부족하여, τ
cd

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이다.  아직까지 많은 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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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는  퇴 율을 계산할 때에 Krone의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한 

정보는 극히 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강농도 측정 실험을 황 등(2002)에 의해 제작된 환형수조에 OTS

를 장착하여 고령토를 사용한 일정 농도의 시료를 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방법에 

의해 실험이 실시되었다.

i) 일정 농도의 시료를 얻기 해 고령토, 물, 소 을 일정 혼합하여 믹  서기와 에어펌 로 장

시간 혼합한다. 충분히 혼합되어 균일한 농도를 갖는 시료를 10cm 깊이로 체 수조에 채

운다. 

ii) 환형 링을 시료와 완벽히 하도록 내려 다. 면에 가해지는 면 단응력의 크기는 시료 

표면과 링 사이의  면 에 의존하므로 링을 수면에 착시키는 것은 매우 요하다.

iii) 환형수조를 이용한 퇴 실험을 실행하기 해 모든 고령토 입자는 부유상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형수조가 최 로 가할 수 있는 바닥 단응력 1.775N/㎡로 10분 이상 혼합

을 실시한다.

iv) 충분히 혼합을 실시한 후에 시간에 1차 단응력(0.1N/㎡, 0.2N/㎡, 0.3N/㎡)으로 설정한다. 

v)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료조건의 실험에서는 1차 단응력을 가한 이후(0N/㎡은 제외)에 5분, 

10분, 20분, 30분, 45분, 60분, 90분 후에 거의 정지 상태인 2차 단응력 0.01N/㎡으로 설

정한다. 설정 후 20분 정도 이 후에 실험을 단한다. 세 번째 조건 실험에서는 기 농도 

1.0g/L 가 1차 단응력을 가하면서 0.5g/L가 된 후에 의 실험을 반복한다. 

vi) 모든 실험은 OTS를 이용하여 세 개의 높이 1.5cm, 4.0cm 7.0cm 연속 으로 데이터를 측정

한다. 

vii)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임의로 OTS 측  치와 같은 세 개의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량분석법으로 농도를 구한다. 그 때의 OTS 읽음 값과 농도 값을 사용하여 농도와 OTS 

읽음 값과의 계를 구한다.

viii)  vii)에서 구한 농도와 OTS 읽음 값과의 계식을 이용하여 매 실험 시마다 실시간으로 

농도 값을 도출한다. 실험에서 구한 농도 곡선을 가지고 퇴 물의 침강속도를 산정하는 

모델에 사용된다. 한, 모델을 이용한 연속 으로 도출된 침강속도 곡선식을 가지고 퇴

확률계수와 퇴 한계 단응력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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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에 따른 수조 내의 각 층에서 부유사 농도 변화 자료에서 침강속도와 퇴 확

률 계수를 분석할 수 있다.  부유퇴 물 농도 C는 식 (4.1)의 mass conservation 

equation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실험장치에서 연직 속도성분 w가 무시될 수 있고  

농도 등 변수의 수평  변화는 무시될 수 있으므로 농도의 변동은 식 (4.1)에서 

∂C
∂t

=
∂
∂z

[WsC+Kz
∂C
∂z

] ( 4. 5)

정상상태에서는 퇴 률은 연직 Advection에 의한 WsC와 확산에 의한 연직 flux가  서로 균형

을 이루어 농도변화가 없게된다.  식 (4.5)의 양변을 연직 분하면

h
∂C
∂t

= [WsC+Kz
∂C
∂z

]
z= h

- [WsC+Kz
∂C
∂z

]
z= 0

     = - [WsC+Kz
∂C
∂z

]
z= 0

( 4. 6)

여 기 서 , C =
1
h

⌠
⌡

h

o
Cdz  

WsC+Kz
∂C
∂z

 는  연 직  f l u x 로  이  퇴  실 험 에 서 는  침 식 이  없 음 으 로  z = 0 에 서 의 

연 직  f l u x 는  퇴 율 이  된 다 .   퇴  실험에서 좌변은 단 시간당 단 면 의 물기둥에서 부유

상태의 퇴 물의 감소를 나타내고 우변은 단  면 의 바닥에 단 시간에 퇴 되는 퇴 물의 

양을 나타낸다.  식 (4.6)에서 부동류체시는  Kz = 0 임으로 정체된 부동류체 상태에서 침강속

도 Ws는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Ws = -h
∂C
∂t

/C ( 4. 7 )

그러나 난류하에서는 와동에 의한 연직 flux 즉 Kz
∂C
∂z

를  알  수  없 기  때 문 에  연 직

평 균 농 도 의  시 간 에  따 른  변 화 로 부 터  침 강  속 도 를  구 하 기 가  어 렵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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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율은 부유퇴 물의 농도와 침강속도 Ws로 추정할 수 있다.

h
∂C
∂t

=- [WsC+Kz
∂C
∂z

]
z= 0

      =-pdwsC (4.8)

      =-w'sC ( 4. 9 )

여기에서 pd는 퇴 확률(probability of deposition), ws는 침강속도, C는 면 가까이 부유사 

농도로 정의된다. 

퇴  속도는

ws' = -h
∂C
∂t

/C ( 4. 10 )

 pd =
-h

∂C
∂t

/C

ws

  =
w's
ws

( 4. 11)

 

여기서  w' s  는  퇴  속 도 이 고  ws  는  침 강  속 도 이 다 .

    주어진 난류 강도에서 상부 링의 회 을 여 단력을 거의 에 가깝게 하면 

식 (4.7)에서 침강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상부링의 회 속도롤 이기 의 퇴 속도 

w' s와 침강속도( ws)의 비가 퇴 확율 계수( pd )가 된다.   와동이 있는 데서 침강

속도( ws)는 구하는 게 어려움으로 회 속도를 이고 나서 구한 단력을 에 

가깝게 을 때 구한 침강속도( ws)는 회  속도를 이기 이 의 와동 속에서 

침강 속도와 거의 같다는 가정하에서 간 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응집 

진행 과정은 비교  느려 상부링의 회  속도를 여 단력을 에 가깝게하는 동안

에 floc의 크기의 변화 즉 침강속도의 변화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2.1와 그림 2.2은 상부링을 일정한도로 회  시켜 와동하에서 부유사의 농도

의 시간  변화와 45분  1시간 이후에 이를 지시켜 와동을 없앤 이후 부유사의 

농도의 시간  변화와 이로부터 식 (4.10)을 이용하여 계산한 퇴  속도의 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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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 에 의해 평균 부유사 농도는 지속 으로 감소하

는데 1시간 이후에 와동을 이고서는 그 감소율이 크게 달라진다.  식 (4.10)으로 구

한  퇴  속도는 와동이 있는 동안에는 비교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와동을 인 이후에는 갑짜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와동을 없앤 이후에 퇴 속

도가 와동이 있을 때의 침강 속도로 간주하면 퇴 확률 계수는 식 (4.1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게 된다.

1. 침강속도 분석

    에서 구한 흐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침강속도( W so)와 흐름이 존재할 때의 침

강속도( Ws) 결과를 각각 그림 4.1과 4.2에 도시하 다. 

    그림 4.1에서 흐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침강속도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흐

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정지 조건 하에서의 응집에 함수로 표 되는 침강속도 곡선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따라서,  침강속도 곡선식의 매개변수 K와 n의 값을 산출하

여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n은 침강속도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이

론 으로 4/3이나, 실제 값은 일반 으로 0.8과 2 사이의 값을 갖는다.(Krone, 1962; 

Mehta, 1988).  비례상수 K는 퇴 물의 구성성분과 흐름조건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의 값이 0.4554 이지만, 이는 기 부유사 농도가 상 으로 

작아 응집의 함수로 표 된 값과는 상 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2을 보면 흐름 조건일 때의 침강속도는 난류 단강도( 면 단강도)와 기 

부유사농도( C 0
)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찰할 수 있다. 

    난류 단강도와 기농도( C 0
)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찰하기 하여 먼 , 일

정 기 부유사농도에서 난류 단강도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 결과를 그림 4.3와 4.4에 

도시하 다.



- 48 -

1
1E-4

1E-3

0.01

Wso = K(C/C0)
n

K=0.00268
n=0.4554

 

 

 

Se
ttl

in
g 

Ve
lo

ci
ty

 w
ith

ou
t F

lo
w

, W
so

(c
m

/s
)

Non-Dimensionalized Concentration(C/C0)

 All Data

그림 4.1  흐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침강속도( W 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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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난류 단강도와 기부유사농도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 49 -

1
1E-4

1E-3

1
1E-4

1E-3

1
1E-4

1E-3

  

 

 

τ=0.3N/m2

τ=0.2N/m2

 τ=0.1N/m2, C0=0.5g/L

Non-Dimensionalized Concentration(C/C0)

C0=0.5g/L

τ=0.1N/m2

 

 

 

 

 τ=0.2N/m2, C0=0.5g/L

 

 

 

 

 τ=0.3N/m2, C0=0.5g/L

Se
ttl

in
g 

ve
lo

ci
ty

 w
ith

 F
lo

w
,W

sf
 (c

m
/s

ec
)

     그림 4.3  기 부유사농도 C 0= 0.5g/L에서             

           난류 단강도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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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기 부유사농도 C 0= 1.0g/L에서              

        난류 단강도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그림 4.3과 4.4로부터 일정 기 부유사농도에 따라 난류 단강도의 향을 받음

을 알 수 있다. 난류 단강도가 0.1N/m 2일 때의 침강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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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난류 단강도 0.2N/m 2 , 난류 단강도 0.3N/m 2 순으로 나타났다.  

기 농도가 0.5g/L인 결과를 보면 난류 단강도 0.1N/m
2인 흐름 조건일 때 최  침

강속도가 0.002327mm/sec까지 나타났으며, 이는 난류 단강도가 0.3N/m 2인 흐름 조

건일 때의 최소 침강속도 0.000011mm/sec의 략 200배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 다. 

그리고, 기농도가 1.0g/L  일 때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기농도가 

1.0g/L일 때 난류 단강도가 0.1N/m 2일 때의 최  침강속도는 0.002487mm/sec에 

달했으며, 난류 단강도가 0.3N/m
2일 때의 최소 침강속도는 0.000235mm/sec로 이는 

최  침강속도와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난류 단강도가 커짐에 따라 침강속

도가 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난류흐름에서의 침강속도는 흐름

단에 의해 부유사의 침강을 방해하고, 침강하려는 부유사 입자들을 재부유시키거나 

연행부상 시키는 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써 매우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그림 2.13와 2.14를 보면 일정 기농도일 때 난류 단강도가 커짐에 따라 부유

사농도의 감소율 한 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기농도 0.5g/L일 때의 난류

단강도 0.1N/m 2 에서 5분의 흐름 조건과 90분의 흐름 조건 사이의 농도 감소율이 

0.86에서 0.47까지 계속 으로 일정한 침강속도를 가지면서 수층의 부유사 농도가 감

소하는 반면 기농도 0.5g/L일 때의  난류 단강도 0.3N/m 2에서 5분의 흐름 조건

과 90분의 흐름 조건 사이의 농도 감소율은 0.90에서 0.78로써 거의 부유사 농도 변화

가 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강속도는 격한 감소를 보 다.  한, 기 농도 

C 0= 1.0g/L일 때의 난류 단강도 0.1N/m 2에서 5분의 흐름조건과 90분의 흐름 조건 

사이의 농도 감소율이 0.84에서 0.40인 반면, 기 농도 C 0= 1.0g/L일 때의 난류 단

강도 0.3N/m
2에서 5분의 흐름조건과 90분의 흐름 조건 사이의 농도 감소율은 0.90에

서 0.64로 나타났으며 이는 난류 단강도 0.1N/m 2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반

면 1.5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써, 두 경우 모두 난류 단 강도가 커짐에 따라 농

도 감소율 한 작아짐을 볼 수가 있다.  난류 단강도가 커짐에 따라 즉, 난류흐름이 

커짐에 따라 부유사농도의 변화는 어지고 난류 흐름이 지속될수록 침강속도는 격

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일정 난류 단강도에서 기 부유사농도가 침강속도에 주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그림 4.5와 4.7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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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난류 단강도 τ=0.1N/m 2에서 기             

      부유사농도 변화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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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난류 단강도 τ=0.2N/m
2에서 기 부유사농도 

             변화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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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난류 단강도 τ=0.3N/m 2에서 기 부유사농도

            변화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그림 4.5와 4.6을 보면, 난류 단강도 0.1N/m
2 , 0.2N/m

2에서 기 부유사농도 

0.5g/L의 침강속도가 기 부유사 농도 1.0g/L의 침강속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그

림 2.16을 보면  난류 단강도 0.3N/m
2에서는 기 부유사 농도 1.0g/L  침강속도가 

기 부유사 농도 0.5g/L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림 4.5를 보면 난류 단강도 

0.1N/m
2에서의 C 0= 0.5g/L에서의 침강속도는 0.002327mm/sec에서 0.00181mm/sec

로 거의 일정하게 변화하 으나, C 0= 1.0g/L의 침강속도는 0.002487mm/sec에서 

0.000735mm/sec는 세 배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난류 단강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4.6에서도 이와 같이 일정 난류 단강도에서 기농도

변화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그림 4.6에서도 그림 4.5

에서와 같이 기농도가 작은 0.5g/L일 때 침강속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 부

유사 농도가 클수록 최  기 침강속도는 크나 난류 단강도 즉, 흐름 향이 길어질

수록 입자들의 침강을 방해하는 경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에는 착성 퇴

물들의 응집 상이 발생하여 록이 형성되어 부유사 농도가 큰 경우에 침강속도가 

크나, 흐름이 존재하면 록이 깨지거나 괴되어 기 부유사농도가 크더라도 침강속

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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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을 보면 난류 단강도 0.3N/m 2에서는 기 부유사농도가 1.0g/L인 경

우의 침강속도가 기 부유사농도 0.5g/L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기 침강속도

에서부터 난류 단강도 흐름이 계속 으로 존재하는 동안 기 부유사농도가 큰 경우

의 침강속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 부유사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난류 단강도

가 커지면서 기 부유사농도가 큰 경우보다 먼  퇴 한계 단응력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유사 농도가 작으면 좀더 무거운 입자들의 존재가 상 으로 작

기 때문에 기에 무거운 입자들이 이미 침강되어 더 이상 침강될 부유입자들의 존재

가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난류흐름 조건에서도 침강속도가 입경의 함수임을 알 

수 있고, 응집과정과 연행부상, 재부유, 침강 등에 난류의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2에 도시된 난류 단강도과 기부유사농도에 따라 구한 침

강속도 자료를 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식(4.5)식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K와 n을 구하

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흐름이 존재하는 에 이 값을 구하

기 때문에 일반 인 값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 다.

난류 단강도

N/m 2
기부유사농도 C 0 K n

0.1 0.5 0.002202 0.1944

0.1 1.0 0.003146 2.080

0.2 0.5 0.001758 1.946

0.2 1.0 0.002484 3.583

0.3 0.5 0.003113 11.16

0.3 1.0 0.002519 6.647

표 4.1 난류 단강도와 기부유사농도에 따른 K , n의 산정 값

 

2. 퇴 확률계수의 산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난류강도에 의한 미세 착성 퇴 물의 침강속도와 퇴  특성을 

악하기 함이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흐름이 존재할 때와 흐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각각의 침강속도를 가지고, 식 (4.17)을 이용하여 퇴 확률( Pd)를 산정하 다. 실

험별 퇴 확률 결과는  각각의 기 부유사 농도와 난류 단강도에 따른 퇴 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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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그림 4.8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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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기 부유사농도와 난류 단강도에 따른 

              퇴  확률의 변화 곡선

    그림 4.8을 보면 기 부유사농도( C 0
)와 난류 단강도( τ)에 따라 퇴 확률( Pd)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일정 기부유사 농도에서 난류 단강도에 

따른 퇴 확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그림 4.9에서 2.20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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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기 부유사농도 C 0=0.5g/L에서                 

         난류 단강도에 따른 퇴 확률 변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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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기 부유사농도 C 0= 1.0g/L에서 

           난류 단강도에 따른 퇴 확률 변화 곡선

    그림 4.9와 4.10을 보면 기 부유사 농도가 일정하면 난류 단강도에 따라 퇴

확률의 변화가 격하게 변함을 찰할 수 있다. 난류 단강도에 따라서 0.1N/m 2일 

때 퇴 확률이 가장 크며, 난류 단강도 0.2N/m 2 , 0.3N/m 2 순으로 퇴 확률이 작아

짐을 알 수가 있으면 흐름이 지속될수록 0.1N/m
2을 제외하고는 퇴 확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1를 보면 기 부유사 농도가 C 0= 0.5g/L일 때 난류 단강도가 

0.1N/m 2에서는 퇴 확률이 0.79에서 0.73으로 흐름이 오랜 시간 지속되더라도 거의 

모든 수층에서 퇴 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난류 단강도 0.2N/m
2에서는 

0.68에서 0.34의 차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 확률이 2배정도 감소하 으며, 난류

단강도 0.3N/m 2에서는 기에 0.5에서 90분 후에는 0.005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

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난류 단강도가 퇴 한계 단응력에 가

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0을 보면 기 농도 조건 C 0= 1.0g/L일 때 난류 단

강도에 따라 퇴 확률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난류 단강도가 0.1N/m 2일 때 퇴 확

률이 0.81에서 0.43으로 두 배 정도의 차이로 난류 단강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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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N/m 2일 때 한 0.56에서 0.21로 두 배 정도의 차이로 퇴 확률이 감소한다.  난

류 단강도 0.3N/m
2일 때는 0.47에서 0.14로 세 배정도의 차이로 퇴 확률의 감소폭

이 커졌다.  이는 난류흐름 강도가 커질수록 기 퇴 확률 한 작아지고, 퇴 이 발

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난류 단강도가 클수록 퇴 한계 단응력에 가까워

짐을 알 수 있다. 일정 기 부유사농도 일 때 난류 단강도가 커짐에 따라 퇴 확률

이 작아지는 것은 흐름이 크면 부상류가 발생하여 부유사 입자들을 부유상태로 지속

시키기 때문이다.

    일정 기 부유사농도에서 난류 단강도에 따른 퇴 확률이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일정 난류 단강도에서 기 부유사농도에 따라 퇴 확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그림 4.12과 4.13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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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난류 단강도 τ=0.1N/m 2에서 기 부유사농도 

                        변화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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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난류 단강도 τ=0.2N/m 2에서 기 부유사농도 

                        변화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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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난류 단강도 τ=0.3N/m 2에서 기 부유사농도 

                        변화에 따른 침강속도 변화곡선

    그림 4.11을 보면 일정 난류 단강도에서 기 부유사 농도가 작은 경우에 퇴 확

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느 일정 흐름강도 이하에서는 부유사농도가 작더

라도 퇴 이 더 빨리 발생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부유사 농도가 클 경우 기에는 입자들의 응집이 발생하여 기에는 큰 퇴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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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다가 흐름이 지속될수록 부유 입자들에 충돌에 의해 퇴 확률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12에서는 기 부유사농도에 따라 거의 일정한 형태의 퇴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흐름이 지속될수록 입자의 충돌과 큰 부상류에 의해 퇴 의 발생을 억제하

는 상을 볼 수 있다.  큰 난류 상태에서 C 0= 0.5g/L일 때는 흐름이 계속될수록 흐

름에 의해 모든 부유사들이 부유상태로 존재하여 퇴 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C 0= 1.0g/L일 때는 큰 난류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입자들의 응

집이 발생하여 퇴 은 발생하나 퇴 확률이 크지는 않았다. 그림 4.11, 4.12, 4.13을 보

면 일정 난류 단강도에서 기 부유사 농도가 다르더라도 기퇴 확률이 일정한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착성 퇴 물 이동 모델에서는 난류흐름 조건에서의  미세퇴 물의 floc의 

생성에 의한 침강속도와 퇴 확률계수가 추산되어야 한다.  여태까지의 실험은 주로 

정지 생태에서의 침강 속도의 측정이 분이고 난류시에 침강속도와 퇴 학률계수는 

그 측정이 매우 어려워 거의 자료가 없다.   난류흐름에 의한 침강과 퇴  특성을 조

사하기 해서 환수조에서 학 으로 부유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학투과량측정

기를 설치하여 난류흐름 상태에서의 수층의 부유사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난류흐름 조건에서의 부유사농도를 측정한 후, 부유사농도 변화를 가지고 난류흐름에

서의 퇴  속도를 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부 링을 회 시켜 원하는 조건의 난

류에서 퇴  실험을 실시하다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갑자기 상부 링의 회 을 여 

난류를 여 농도 변화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난류하에서의 침강속도와 퇴 율을 구하

여 그 특성을 연구했다.  상부 링의 회 을 무 빨리 멈추게 되면 수조내에 큰 와동

을 일으켜 퇴 된 퇴 물이 재부유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며 무 천천히 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동안에 floc의 형성 등 침강 속도의 변화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 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부 링의 속도를 조 하 는데 이에 따른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상부 링의 회 을 완 히 멈추어 난류를 

완 히 없앤 다음에 농도의 변화로부터 침강 속도를 추산해야겠지만 이 경우 수조 내

에서의 연직 농도의 변화가 크게 되어 연직 평균 농도를 구하는데 큰 오차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상부 링의 회  속도를 완 히 으로 하는 신에 

약간의 난류를 주어 연직 평균 농도를 구하는데 오차를 이게 했다. 이;경우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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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류에 의한 오차는 다소 있을 수 있다.  이런 실험상의 문제는 여러 번에 걸친 테

스트와 비교를 통하여 오차를 최소로 이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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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언

   항만 매몰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안  항만 개발을 추진을 해 연안역 

리, 해양 환경 리, 해양 자원 리를 해 우선 연안 퇴 물의 이동을 추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더욱 요구될 망이다.  본 연구는 랑, 조석  폭풍해일의 복합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항만 주 의 퇴 물의 이동을 측 평가할 수 있는 측 시스

템을 개발 수립하고, 주요 항만의 항만 매몰, 설  항만오염 련 문제 책을 

한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다. 

    연안에서 여러 문제의 해결을 해 필요한 여러 요소 기술들은 개별 으로는 

체로 잘 확보되어 있으나 이들을 연계하여 용할 수 있는 체제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실제 활용이 못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퇴 물 이동과 같은 문제들은 여러 요소

들을 복합 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  각종 연안 모델과 연계한 

체계 인 퇴 물 이동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미 수립된 각종 연안 데이터 베

이스와 국지 천해 랑  랑에 의한 해수 유동, 조석, 조류, 해일 모델을 퇴 물 이

동 모델과 목시켜 한반도 연안역에서 미세퇴 물 이동 측에 사용될 수 있는 운용 

시스템의 기반을 수립하 다. 

    실험실 실험으로 난류 조건하에서 미세 착성퇴 물의 침강 속도 추정과 해 면

에서의 퇴 에 의한 퇴 물의 연직 수송량을 정량화하기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퇴 물 이동 모델에서 여태까지 일반 으로 사용되어온 해 면 경계조건으로 

퇴 율의 추산을 퇴 물 응집 덩이의 침강 속도와 해 면에서의 단력으로 추산하는 

퇴 확률계수로 추산하는 방법은 더욱 정확한 추산을 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해 본 과업에서 수행한 침강속도  퇴 율 추정 실험을 더욱 법 한 조건에

서 확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세 착성 퇴 물 이동 모델에서는 난류흐름 조건에서의  미세퇴 물의 floc의 

생성에 의한 침강속도와 퇴 확률계수가 추산되어야 한다.  여태까지의 실험은 주로 

정지 생태에서의 침강 속도의 측정이 분이고 난류시에 침강속도와 퇴 학률계수는 

그 측정이 매우 어려워 거의 자료가 없다.   난류흐름에 의한 침강과 퇴  특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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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해서 환수조에서 학 으로 부유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학투과량측정

기를 설치하여 난류흐름 상태에서의 수층의 부유사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난류흐름 조건에서의 부유사농도를 측정한 후, 부유사농도 변화를 가지고 난류흐름에

서의 퇴  속도를 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부 링을 회 시켜 원하는 조건의 난

류에서 퇴  실험을 실시하다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갑자기 상부 링의 회 을 여 

난류를 여 농도 변화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난류하에서의 침강속도와 퇴 율을 구하

여 그 특성을 연구했다.  상부 링의 회 을 무 빨리 멈추게 되면 수조내에 큰 와동

을 일으켜 퇴 된 퇴 물이 재부유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며 무 천천히 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동안에 floc의 형성 등 침강 속도의 변화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 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부 링의 속도를 조 하 는데 이에 따른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상부 링의 회 을 완 히 멈추어 난류를 

완 히 없앤 다음에 농도의 변화로부터 침강 속도를 추산해야겠지만 이 경우 수조 내

에서의 연직 농도의 변화가 크게 되어 연직 평균 농도를 구하는데 큰 오차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상부 링의 회  속도를 완 히 으로 하는 신에 

약간의 난류를 주어 연직 평균 농도를 구하는데 오차를 이게 했다. 이;경우에 약간

의 난류에 의한 오차는 다소 있을 수 있다.  이런 실험상의 문제는 여러 번에 걸친 테

스트와 비교를 통하여 오차를 최소로 이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3차원 연안순환모델을 바탕으로 3차원 미세퇴 물 이동 모델로 발 시키기 한 

기반을 수립하기 해 이용 가능한 여러 3차원 수리모델들 직  수랍하고 비교 평가

했다.  여러 공개된 3차원 연안 순환  확산 모델 에서 유럽연합이 장기간에 걸처 

개발한  COHERENS 모델이 미세퇴 물 이동 뿐만 아니라 향후 연안 환경 더 나아가 

생태 모델로 발 시키는 데 유리한 이 있어 본 과업에서 채택했다. 각종 퇴  과정

을 정량화한 것을 이 모델에 결합하여 3차원 미세퇴 믈 이동 모델의 기반을 수립했

다.  이를 바탕으로 3차원 미세 퇴 물 이동 모델을 완성시키고 실용화시키는 작업이 

남아있다.  차기 년도에 이를 완성시킬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실제 인 퇴 물 이동 모델은 우선 검증되는 것이 요구되고 퇴 을 통제하는 외력

과 연안 환경요소들 를 들면, 조석, 조류, 폭풍에 기인된 흐름  랑 조건들이 

하게 비되고 장기시뮬 이션을 해 퇴 물 이동모델에 연계되는 것이 요구된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에서 개개 환경 요소의 측모델은 체로 잘 확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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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여러 환경 요소를 통합하여 추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퇴 물 이동을 정량 으로 

추산하는 기술로의 연결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안선 변형과 같이 장기간의 

측을 한 해양  연안 보 모델의 실제 장기간 연속 활용을 한 입력 정보의 생

산 제공 체제가 안되어 실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향후 항만 매몰  오

염 방지 련 기술은 수치 모델링 기술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이 장 실험  실험실 

실험에 연구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외국과 력으로 외국

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의 활용과 아울러 꼭 필요한 실험 기술의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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