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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에서는 해저관로의 국부세굴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파랑과 정상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조파장치와 흐름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와 반대인 경우에 대

해서 검토하였다. 관경, 주기, 파고, 흐름속도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해저관로 주변의 국부 세굴심을 측정하였다. 실

험결과 최대평형 세굴심은 관경, 주기, 파고, 흐름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Shields 수,

Froude 수, KC 수, 주기매개변수, Ursell 수, 수정 Ursell 수 및 유속비 등의 매개변수가 세굴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roude 수와 Shields 수가 국부세굴을 일으키는 주요매개변수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파랑과 흐름이 결

합된 흐름장에서 어느 한도 내에서는 흐름이 세굴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 국부세굴, Shields 수, Froude 수, KC 수, 수정 Ursell 수

Abstract : In the study, experiments are performed in the interaction region combined with wave and curren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scour around submarine pipelines. Wave generator and current generator

are used for the experiments and two current directions were used; co-direction and counter direction to the wave.

The local scour depths around the pipeline are obtained according to the various pipe diameters(D), wave periods

(T), wave heights(H), and current velocities(V). The experiments show that the maximum equilibrium local scour

depth increases with pipe diameter, wave period, wave height, and current velocity.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correlations of scour depth and parameters such as Shields parameter(θ), Froude number(Fr), period

parameter, Keulegan-Carpenter number(KC), Ursell number(U
R
), modified Ursell number(U

RP
) and ratio of

velocities(U
c
/(U

c
+U

m
)) are analyzed. In the interaction region combined with waves and currents, Froude

number and Shields parameter are found the main parameters to cause the local scour around the submarine

pipelines and this means that current governs the scour within any limits of the currents. 

Keywords : Local scour, Shields parameter(θ), Froude number(Fr), Keulegan-Carpenter number(KC), modi-

fied Ursell number(U
RP

)

1. 서 론

해양 개발과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구

조물이 해안 및 해양에 축조되고 있다. 해안에 구조물이

설치되면 구조물 근방의 흐름패턴이 변화되어 흐름의 축

소, 구조물 전면부에서의 말굽형 와의 형성, 구조물 배후

부에서의 후류와의 형성, 파의 반사 및 회절의 발생, 쇄

파발생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들

은 일반적으로 국부적인 유사수송 능력을 증가시켜서 세

굴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굴은 구조물의 안정을 위

협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해저관로는 관로가 설치된 지역 환경에 견디면서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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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해저관로의 특

성 및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에 따라 설치되

었다 하더라도 위치적인 이유로 인해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기술적

사항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부세굴과 관련되는

구조물의 형식은 해저면에 놓인 관로나 하나의 파일 또

는 연직방파제와 같은 단순한 구조물일 수 있고, 여러 개

의 파일군, 수평 및 연직부재를 갖는 해양 플랫폼 등과 같

은 복잡한 구조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일반

적으로 흐름, 파, 또는 파와 흐름이 결합한 상태에 노출

되어 있다.

정상흐름(steady current)이 작용할 경우 관로의 세굴에

대한 연구는 Chao and Hennessy(1972)의 포텐셜이론을

필두로 해서 Kjeldsen 등(1973)의 이동상 수로실험에 의

한 세굴측정 등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수

행되어 왔다(Littlejohn, 1977; Bijker and Leeuwestein,

1984; Ibrahim and Nalluri, 1986, Breusers and Raudkivi,

1991; Mellville and Coleman, 2000).

한편 파가 존재하는 상태하에서의 국부세굴에 대해서는

Herbich(1981)와 Herbich 등(1984)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파에 의한 동수역학 과정에 대한 지식이 빈약했으므로 많은

설계지침들이 경험적인 정보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Whitehouse(1998)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파에

의한 국부세굴에 대해서 많은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고

(Chiew, 1990; Sümer and Fredsøe,1990; Mostafa, 1990;

Yüksel and Narayanan, 1993, 1994) 그 이후 Çevik and

Yüksel(1999), Sumer 등(2001), 황 등(2003), 김 등(2004,

2005)의 연구결과가 있다. Sümer and Fredsøe(1990)는

파가 작용하는 경우에서의 세굴 실험을 실시하여 관경과

관의 위치 및 시간에 따른 세굴패턴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고, 그 결과 이동상 조건에서 평형세굴심을 결정하는

중요 매개변수는 KC 수(Keulegan-Carpenter number)이

며, 관의 표면 조도는 실제로 세굴 과정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Sümer and Fredsøe(2001)

는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파일 주변의 세굴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와 흐름이 결합한 경우의 해저관로 주위의 세굴에 대

해서는 Lucassen(1984), Bernetti 등(1990), Hansen(1992)

그리고 Sümer and Fredsøe(1996)가 있다. Lucassen(1984)

은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 일련의 실험을 수

행하였으나 그의 실험은 지배 변수가 약간 제한적이었다. 반

면에 Bernetti 등(1991)과 Hansen(1992)은 문제를 수치적

으로 다루었다. Lucassen의 실험에서는 흐름의 강도가 증

가하면 세굴심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 반면 Hansen의 수

치결과는 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가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 어느 한쪽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연구가 Sümer and Fredsøe(1996)

였다. 이들은 흐름매개변수를 정의하고 이 매개변수의 값

의 범위에 따라 세굴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

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Klomp 등(1995)은 파랑하에서

세굴실험을 행하고 세굴의 한계조건을 KC 수와 초기 매

설비로 표현한 Sümer and Fredsøe(1991)의 연구를 확장

하여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그

뒤 Sümer 등(2001)은 흐름과 파가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

관하부에서의 압력경사를 측정하고서 압력경사로 인한 잉

여침투류와 그 결과 발생하는 관공현상이 세굴개시에 대

한 주요인자라고 주장하였다. Sümer and Fredsøe(2001)

는 파와 흐름이 공존하는 경우에 KC 수가 클수록 U
cw
는

정상상태로 바뀌며 정상흐름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관로의 국부세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와 파랑과 흐

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대해 국부세굴을 측정하였다.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인 관경(D), 파고(H), 주

기(T), 유속(V) 등을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획

득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세굴과 관련된 매개변수인

Shields 수(θ), Keulegan-Carpenter 수(KC), 주기매개변수,

Ursell 수, 수정 Ursell 수(U
RP

) 및 유속비 등을 산출하였

다. 또한 산출된 결과값들과 상대세굴심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2.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관로주변의 세굴

2.1 파에 의한 바닥 수립자 속도와 바닥전단속도 

(Liang et al.,  2007)

우선 파동성분과 그와 관계되는 전단속도(U
*w

)는 다음

식으로부터 결정한다.

 (1)

여기서 U
m
는 바닥부근에서의 최대 수립자 궤도 속도로서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2)

τw max⋅
ρoU*w

2 1

2
---ρo fwUm= =

Um

0.5Hσ

khsi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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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 k, h는 각각 각주파수, 파수 및 수심이다. 상기

식 (1)에서 마찰계수 f
w
는 다음과 같은 Signell 등(1990)

의 경험식을 사용한다.

 (3a)

 (3b)

 (3c)

여기서 로서 바닥운동의 진폭이고, k
b
는 바닥조

도로서 조도깊이를 z
o
로 할 때 k

b
=30z

o
로 표현된다. 본 연

구에서는 z
o
=2d

50
을 사용하였다. 

2.2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전단속도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전단속도 U
*cw
는 다음 식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4)

φ
c
는 파와 흐름이 이루는 각도로서 2차원 수조에서는

cosφ=1이다. 상기 식에서 바닥전단속도(U
*b

)는 다음 식으

로부터 산정한다.

 (5)

상기 식에서 U
c
는 파의 경계층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6)

여기서, σ'은 무차원 상대각주파수이다. 식 (5)와 (6)을 결

합하면 바닥 저항계수(C
D

b
)는 다음과 같이 된다.

 (7)

여기서, z
r
은 바닥격자 셀의 중심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거

리이다. 상기 식에서 겉보기 조도 높이 k
bc
는 Grant and

Madsen(1979)의 연구결과를 이용한다.

 (8)

여기서, 이다.

전단속도 U
*cw
는 상기 식들 상호간에 음함수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파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전단속도 U
*cw
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법을 사용해야 한다. 

2.3 관로주변의 국부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파랑과 흐름이 결합한 흐름장에서 세굴현상을 예측하

기 위해서는 와류이론에 기초한 접근방법이 타당하지만,

와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다양하고 그 형성과정을 수치

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실험 또는 실측을 통해

서 세굴을 일으키는 영향인자들을 도출하고 차원해석을 이

용하여 세굴현상을 무차원 매개변수의 함수로 나타낸다.

2.3.1 Shields 수

Shields 수는 토사입자의 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9)

여기서, Δ는 토사입자의 상대밀도, g는 중력가속도, d
s
는

저질의 입경이고, U
*cw
는 파랑과 흐름이 결합한 흐름장에

서 교란되지 않은 바닥에서의 최대 전단속도로서 상기 식

(4)로부터 계산된다. 

2.3.2 Keulegan-Carpenter 수(KC)

파에 의해 반주기마다 진동하는 흐름장(oscillatory motion)

에서 와류 형태의 확장과 그 형상은 KC 수에 의해 결정된

다 (Sümer and Fredsøe, 1990). Sümer and Fredsøe는 파

에 의한 이동상 조건의 평형세굴심을 결정하는 주요 매

개변수로서 KC 수를 제안했다.

 (10)

여기서, a는 파의 진폭이고, T는 파의 주기이며, D는 관의

지름이다. 

2.3.3 주기 매개변수

한 방향 흐름인 경우에 관 주위의 상대세굴심은 레이

놀즈 수에 관계된다. 그러나, Sümer and Fredøe(1990)는

파가 작용할 때 레이놀즈 수에 의한 세굴심의 변화는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편 Çevik and Yüksel(1999)은

세굴심에 대한 KC 수 및 레이놀즈 수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주기 매개변수를 사

 fw 0.13
kb

Ab

-----⎝ ⎠
⎛ ⎞

0.4

=
kb

Ab

----- 0.08<,

 fw 0.23
kb

Ab

-----⎝ ⎠
⎛ ⎞0.62= 0.08

kb

Ab

-----≤ 1<,

 fw 0.23
kb

Ab

----- 1>,=

Ab

Um

σ-------=

U*cw U*b

2
U*w

2
2U*cU*wcosφc+ +( )

1 2⁄

=

U*b

2
CD

b
Ub

2
Vb

2
+( ) CD

b
Uc

2
= =

Uc

U*b

k
--------ln

30σ ′H
kbc

----------------=

CD

b

k

30zr

kbc
----------ln

---------------

⎝ ⎠
⎜ ⎟
⎜ ⎟
⎜ ⎟
⎛ ⎞2

=

kbc kb 24
U*cw

Um

----------
Ab

kb
-----⎝ ⎠

⎛ ⎞γ=

γ 1 U*b U*cw⁄( )–=

θ
U*cw

2

Δ 1–( )gds

------------------------=

KC
2πa

D
---------

UmT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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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11)

여기서, v는 물의 동점성계수이고, Re는 관경레이놀즈 수

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2)

여기서, V는 정상흐름 유속이다. 

 

2.3.4. Ursell 수 및 수정 Ursell 수

Çevik and Yüksel (1999)은 천수변형 조건에서 KC

수에 따른 상대세굴심과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경사진 해안에서 KC 수와 상대세굴심과의 관계에 상당한

분산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 주위의 와류 형성

이 경사 해빈에서 관로 밑의 침식을 일으키는 유일한 기구

가 아니며, 입자속도가 커짐에 따른 증가된 이송량이 다

른 하나의 기구로서 작용하여, 이것이 세굴심을 증가시킨

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다른 매개변수들과 상대세굴심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무차원 매개변수 d/H와 H/L

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Ursell 수를 제시하였다. 

Ursell 수는 파에 의해 발생하고 해저로 전달되는 에너

지의 크기로서 무차원 매개변수인 d/H와 H/L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3)

여기서, H는 국부파고, L은 국부 파장, d는 국부수심이다.

Ursell 수는 관의 지름을 포함하지 않지만, 상대세굴심

(S/D, S는 세굴심)는 Ursell 수뿐만 아니라 관경과도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

여, Çevik and Yüksel (1999)은 비선형 다중 회기분석을

이용하여 상대세굴심에 대한 관계식을 도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수정Ursell 수를 이용하였다.

 (14)

수정 Ursell 수는 Ursell 수와 비교할 때 관의 직경을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3.5. Froude 수

Fr수는 중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

로서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V는 흐름속도이고 h는 수심을 나타낸다. Fr 수는

기하학적 상사와 결합하여, 해안수리모형에서 동역학적 상

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무차원 매개변수이다. 특히, 수심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수심이 세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진다. 

이외에도 Sümer and Fredsøe(2001)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되는 속도 비를 함수로하여, KC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세굴심을 표현하였다.

 (16)

3. 실험장치의 구성 및 방법

3.1 실험장치의 구성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관로 주변의 국부세

굴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실험을 수행하였

다. 모형실험은 높이와 폭이 각각 1 m, 0.8 m이고 길이

가 25 m인 조파 수조에서 행해졌다. 외부 관찰을 위해 수

조의 외벽은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규칙파는 피스톤형 조

파기에 의해 발생된다. 조파수조 양단에 3중으로 된 경사

소파제를 두어 반사파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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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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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모형은 Fig. 1과 같이 조파수조 중앙부에 길이 15 m,

높이 0.2 m, 폭 0.8 m로 설치하였다. 모형 양쪽 끝에 각

각 3.0 m 구간의 경사부를 두었고, 경사는 1/15로 제작하

였다. 파고의 측정은 용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였으며, 조

파장치와 모형 전면부 사이에 1개, 관 중심에 1개, 관 중

심에서 조파장치의 반대 방향으로 2 m 떨어진 곳에 1개

등 총 3개를 설치하였다. 여기에 별도의 흐름발생장치를

설치하여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같은 경우와 파랑과 흐

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3.2 실험방법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장에서 관경(D), 주기(T), 파

고(H), 유속(V)에 따른 세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

파장치를 이용해 규칙파를 발생시켰으며, 별도의 흐름발

생장치를 이용하여 흐름을 발생시켜 파랑과 흐름이 결합

된 흐름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관경(D)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60 mm, 90 mm의 매끄러운 PVC관을 사

용하였고, 각각에 대해서 주기를 1초에서 2초까지 변화시

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흐름유속은 별도의 흐름발

생장치를 이용하여 0.1~0.3 m/sec까지 0.1 m/sec 간격으로

조절하고, 파랑의 방향과 같은 방향, 그리고 파랑의 방향

과 반대 방향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목표한 수위로 조파수조에 물을 채우고, 파고계에

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와 A/D 변환기를 거친 디지털 신

호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하여 각 채널의 파고계를

설치한 후 정수면을 측정하여 파고계의 검정(calibration)

을 선행하였다. 규칙파가 생성된 후 흐름발생장치를 이용

하여 필요한 유속을 발생시켜 하나의 파랑과 흐름이 결

합된 파동장을 만들게 된다. 

하상재료는 d
50

=0.71 mm이고 균등계수 C
u
=5.2인 모래를

사용하였다. 관로는 바닥에 수평으로, 관로의 장축을 파

에 수직하게 설치하였다. 관은 어떤 틈도 발생하지 않도

록 모래 하상 위에 직접 놓여졌으며, 파랑과 흐름의 압력

에 의한 이탈 또는 세굴 발생 후 관 자중에 의한 자가매

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켰다. 평형세굴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개 이상의 파가 관로에 작

용되어야 하는데, 본 실험에서도 1000개 이상의 파가 작

용한 후에는 평형세굴심의 유의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관로주변의 국부세굴의 경향

실험 초기에는 파랑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로 양쪽 면

에 언덕의 형태로 모래가 퇴적되지만, 파랑과 흐름이 결

합되면서 파만이 작용하는 경우의 세굴 단면과는 다른 양

상이 출현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굴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세굴심은 세굴공에서의 유

속 증가로 인해 점점 커졌다. 관로 밑에서부터 침식된 토

사 입자의 퇴적에 의해 일종의 언덕이 관로 뒷부분에 형

성되고, 관로 밑으로 지나는 흐름을 제한하는 언덕의 강

력한 제한 작용과 세굴심의 증가로 인해 세굴공에서의 속

도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굴공에서의 유속이 밖

으로 모래를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을 때 평형

세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관로 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관 양 측부의 하

상 모래를 침식시켰다. 세굴은 실험 시작 후 관의 양쪽 모

서리에서 곧바로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로 밑에

서의 터널형 세굴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세굴이 진행되

었다. 이 세굴에 의하여 이동된 모래가 관의 양쪽 모서리

에 쌓였다가 흐름의 영향으로 관로 뒷부분에 서서히 쌓

였다. 이로 인해 터널형 세굴이 점점 증가했고, 관로 양

쪽의 모래언덕 또한 확장되었다. 관로 하에서의 세굴공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관로 밑에서의 유속은 점진적으로 감

소하여 관로 아래에서의 모래 이송은 관로의 외부와 안

쪽에서 같은 양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세굴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평형세굴심에 도달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local scour

Scour condition

Case No.

Pipe diameter 

D(mm)

Wave period 

T(sec)

Wave height 

H(cm)

Current velocity 

V(m/sec)

Case 1 (co-direction)

60 1.0 5.0 0.1

10.0 0.2
90 2.0

15.0 0.3

Case 2 (counter direction)

60 1.0 5.0 0.1

10.0 0.2
90 2.0

15.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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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세굴심은 대부분 관로의 바로 밑 또는 관로의 중

심을 기준으로 전·후 2 cm 이내에 발생하였다. 평형세굴

심의 모양은 처음에는 파랑에 의해 좌·우 대칭의 형태를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류부보다 하류부가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비대칭형의 형상을 나타내었다(Fig. 2).

Fig. 3과 Fig. 4는 각각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실험 데

이터의 한 예로서, 관경 60 mm, 파고 10.0 cm, 유속 0.2 m/

sec일 때 파랑과 흐름이 같은 방향(a), 파랑과 흐름이 반

대 방향일 때의 파형(b)과 파랑만이 존재할 때의 파형(c)

을 각각 주기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주기가 1.0초일 경우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같을 때에

는, 파랑만이 존재할 때보다 파고가 감소했고, 반대 방향

일 때에는 파고가 증가하고 다소 불규칙적인 파형을 나

타내며 군파의 형태를 띠었다. 전자는 궤도 운동을 하는

파랑의 에너지를 흐름이 흡수하였기 때문이고, 후자는 서

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충돌에

의해 에너지가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기가 2.0초

일 경우에도 주기가 1.0초일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지만, 파고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특히, 파랑과 흐

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주기가 1.0초일 경우보다는 규

칙적인 파형을 보였다. 파형을 살펴 볼 때 기준 수면으로

부터 파봉이 높고 날카로우며 상대적으로 파곡은 완만하

며 낮다. 파와 흐름이 결합될 경우 작은 KC 수를 갖는 경

우에는 흐름의 영향으로 파봉과 파곡의 크기가 다르게 나

타내기 때문이다.

4.2 주요 세굴 영향인자에 따른 세굴심의 변화

Table 1의 각각의 실험 조건에 대하여 총 72경우의 실

험을 행하고 평형 세굴단면을 얻었다. Fig. 5~Fig. 8은 상

기 실험결과 중에서 그 일부를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동

Fig. 2. Scour development.

Fig. 3. Time series of wave heights pattern in case of D=60 mm, T=1.0 sec, H=10.0 cm, V=0.2 m/sec.

Fig. 4. Time series of wave heights pattern in case of D=60 mm, T=2.0 sec, H=10.0 cm, V=0.2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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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경우(Fig. 5~Fig. 6)와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반대

인 경우(Fig. 7~Fig. 8)로 구분하여 도시하였다. 각각 관

경은 D=60 mm, D=90 mm이고 주기는 1.0초, 2.0초이며, 정

상흐름 유속은 0.2 m/sec로 고정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그

림에서 종축은 세굴심(S)를 나타내었고, 횡축도 관중심을

기준으로 한 세굴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

우, 파고, 주기 및 관경이 증가할수록 세굴심이 증가하나,

관경 보다는 주기나 파고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주기가 클 때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파랑과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는 파랑

과 흐름이 동일한 방향인 경우보다는 서로 역방향인 경

우의 세굴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랑

과 흐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Fig. 3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파고가 증가하면서 바닥에서의 전단력 또한 증

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굴 범위는 앞서 언급한 세

굴심과 경향이 거의 동일하나, 세굴이 발생하는 양상은 다

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주기와 정상흐름에 대해서 크게 지

배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와 흐름의 방향이 동일

한 경우에는 관의 배후면에서 발생한 모래의 둔덕은 주

기와 파고가 증가하면 서서히 사라지고, 하류부의 세굴 사

면이 완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와 흐름이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모래 둔덕의 높이는 감소하면서 그 범

위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와 Fig. 10은 파랑만이 존재할 경우와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유속을 0.2 m/sec

Fig. 5. Variations of equilibrium scour depths in case of co-

direction (T=1.0 sec, V=0.2 m/sec).
Fig. 6. Variations of equilibrium scour depths in case of co-

direction (T=2.0 sec, V=0.2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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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정시키고, 흐름 방향에 따른 세굴 경향을 도시한 것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경이 작을 경우

에는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세굴심이 파랑만이 존

재할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관경이 클 경우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의 세굴심이 다른 두 가지 경

우보다 커짐을 알 수 있다. 

4.3 매개변수에 따른 상대세굴심의 변화

Fig. 11~Fig. 15는 실험의 결과 값을 이용하여 구하는

매개변수들을 횡축으로 하고, 상대 세굴심의 최대값을 종

축으로 취하여 도시한 것이다.

Fig. 11은 Shields 수에 따른 상대세굴심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파에 흐름이 결합

된 경우를 감안할 때, 상대세굴심과 Shields 수와의 상

관성이 높고 데이터의 산포도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Fig. 12는 KC 수에 대한 상대세굴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랑만이 작용하는 경우는 KC 수가

상대세굴심에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

도 KC수에 대해서는 그림과 같이 파와 흐름의 방향이 동

일한 경우(Fig. 12a)와 다른 경우(Fig. 12b)로 구분해서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파에 흐름이

결합되면, 흐름의 간섭으로 인해서 KC수가 상대세굴심

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

Fig. 7. Variations of equilibrium scour depths in case of counter

direction (T=1.0 sec, V=0.2 m/sec).

Fig. 8. Variations of equilibrium scour depths in case of counter

direction (T=2.0 sec, V=0.2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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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흐름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영향이 명

확하지 않은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Fig. 13은 수정 Ursell 수에 대한 상대세굴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정 Ursell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 또한

파랑만이 작용할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작고

데이터의 분산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정 Ursell

수가 상대수심(d/H), 파형경사(H/L), 상대파고(H/D) 등 파

랑인자들의 결합에 의한 것을 감안할 때 KC수에 대한 상

관성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ig. 14는 주기매개변수에 대한 상대 세굴심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상관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

산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식 (11)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기 매개변수에는 근본적으로

세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로부터 Fr수가 상대 세굴심에 비교적 큰 상관

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정상유속과 수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심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파

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에는 어느 한계 이상에서는 흐름

Fig. 9. Variations of equilibrium scour depths (D=60 mm, H=

10.0 cm, V=0.2 m/sec).

Fig. 10. Variations of equilibrium scour depths (D=90 mm,

H=10.0 cm, V=0.2 m/sec).

Fig. 11. Relative scour depth versus Shields parameter.

Fig. 12. Relative scour depth versus Keulegan-Carpenters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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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굴을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6은 횡축을 정상흐름유속과 파에 의한 수립자의

바닥속도를 더한 값에 대한 정상 흐름유속비(U
c
/(U

c
+U

m
))

를 취하여 상대세굴심(S/D)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데이

터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므로 매개변수 KC 수는 Grouping

을 하여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

대 세굴은 유속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동일 유속비에

대해서는 KC 수가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에서 바닥에

설치된 관로 하에서의 국부세굴의 특성과 세굴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들과 상대세굴심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

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흐름 하에서 관경(D), 주기(T),

파고(H), 유속(V) 등의 인자들이 클수록 세굴심 및 세굴

폭이 증가하였다. 실험 초기에는 파랑만이 존재하기 때문

에 관로 양쪽 면에 언덕의 형태로 모래가 퇴적되어 대칭

형태로 되지만, 파랑과 흐름이 결합되면 세굴 단면은 비

대칭이 되고, 이러한 현상은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 뚜

렷하게 나타났다.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같은 경우, 방향

이 반대인 경우 그리고 파랑만이 존재할 때의 파형을 비

교하였다. 파랑과 흐름이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파고가 감

소하였으며,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파고가 증가하고 다소

불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났다. 전자는 궤도 운동을 하는 파

랑의 에너지를 흐름이 흡수하였기 때문이고, 후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상

승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같은 경

우와 반대인 경우 모두 세굴은 흐름에 의해 지배되는 양

상이 나타났으며, 세굴심과 세굴폭은 파랑과 흐름의 방향

이 반대인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파고가 증가하면서 관로 주변의 바

닥 속도가 증가하여 바닥의 전단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Shields 수, Fr 수, KC 수, 수정 Ursell 수 및 속도

비 등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와 상대세굴심(S/D)

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상관성

을 알아보았다. 상기 매개변수 중 Fr 수와 Shields 수가

상대세굴심과 비교적 큰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

Fig. 13. Relative scour depth versus modified Ursell numbers.

Fig. 14. Relative scour depth versus period parameter.

Fig. 15. Relative scour depth versus Froude numbers.

Fig. 16. Relative scour depth versus ratio of velocities.



520 김경호·이호진·김완식

데, 이것은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경우의 국부세굴은 파

랑보다 흐름의 영향이 큰 것을 보여준다.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경우와 파랑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경우에는 KC 수는 물론 수정 Ursell

수도 상대세굴심과의 상관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파랑만

이 작용할 때 상대세굴심에 대한 주요 매개변수로 사용되

는 KC 수 및 수정 Ursell 수의 상관성이 떨어진 것은 파

랑이 흐름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 관로에 작용하는 파고

가 파랑만이 작용할 경우의 파고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

문이다. 상대 세굴심은 유속비(U
c
/(U

c
+U

m
))가 증가할수록 증

가하고,  동일 유속비에 대해서는 KC 수가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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