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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학교, 2010.4.4.22-24, pp.101-103)”에 발표되었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 작성(중복게재 피하기 위함)

1. 서 론 신명 태고딕 11Pt, 가운데 정렬, 문단

위 17Pt, 문단아래 11.3Pt 줄간격 160%,

자간-6

근래에 들어와서 해안 주변역, 즉, 연안역은 교통과 생활

의 요충지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항만건설이나 연안

역의 구조물 축조, 매립 및 간척 등에 의한 개발에 따른 ‥‥

(Busan, 1975)‥‥.‥‥(중략)‥‥신명조 9Pt,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60% 자간 –4 ..

2. 파랑장 변형모델

연안 해역의 제어를 위해 수립되는 파랑의 변형 모델은 파의

반사, 굴절, 회절 및 천수효과 그리고 쇄파에 의한 변형을 포

함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Busan, 2001)‥‥‥‥

‥‥‥(중략)‥‥.

2.1 지배방정식 신명중고딕 9Pt 문단 위 11.3Pt, 문단아래

5.7Pt 줄간격 160%

식 (1)과 같이 표현되는 완경사 방정식은 다양한 선형 파

랑 방정식 가운데에서도 파의 굴절, 회절,‥‥‥ (중략)

‥‥‥.

Jeong(2003a)은 ……

3. 해빈류장 변형모델

해빈류의 계산은 이의 계산 자체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전 단계에 있어서의 파랑 계산 및 지형 변화의 계산 등과 관

<투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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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두고 고려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해빈류 계산은 상당히

복잡한 파의 지형 조건에 대해서도 안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함은 물론 계산 소요시간도 과대하지 않을 것이라

고 하는 2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Fig. 1에서 보면‥‥(중

략)‥‥(Jeong,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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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or 신명조, 9Pt, 줄간견 135%, 자간 –4 (제목,

내용 모두 영문), 왼쪽 정렬

4. 수치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퇴적환경 수치모형 실험은 방포항 개발 및 항내

준설과 관련한 항내 퇴적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

사파의 선정은 해빈 변형에 주된 역할을 하는 고파랑을 중심

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Table 1에서 ‥‥‥ (중략)

‥‥‥.

Event year
Number of typhoon's

occurrence

1986-1987(E) 52

1988-1989(L) 63

1991-1992(E) 60

1995-1996(L) 49

1997-1998(E) 44

1999-2000(L) 45

2002-2003(E) 47

2005-2006(L) 46

2007-2008(L) 46

2009-2010(E) 36

Table 1 Number of typhoon's occurrence in El Niño event

year(E) 신명조, 9Pt, 줄간견 135%, 자간 –4 (제목,

내용 모두 영문), 왼쪽 정렬

(Unit: No.)

Source : Annual Economic Survey, KMOU, 2003

5. 결 론

현황의 조건에 대한 방포항 주변의 퇴적환경을 종합해 보

면, 동계 계절풍에 의해 발생되는 고파랑(WNW 파향, 파고

3.1m, 주기 9.0sec) 발생시, 고조 수위에 있어서는 할매, 할배

바위만이 노출됨에 따라 해빈류에 의해 이의 남측 인접 저질

이 침식되어 꽃지 해수욕장측으로 이동하면서 그 일부가 할

매, 할배바위을 돌아 방포항내로 유입되어 항내에 다소간의

항로 매몰 현상이 나타난다. 현황의 조건에 대한 방포항 주

변의 퇴적환경을 종합해 보면, 동계 계절풍에 의해 발생되는

고파랑(WNW 파향, 파고 3.1m, 주기 9.0sec) 발생시, 고조 수

위에 있어서는 할매, 할배 바위만이 노출됨에 따라 해빈류에

의해 이의 남측 인접 저질이 침식되어 꽃지 해수욕장측으로

이동하면서 그 일부가 할매, 할배바위을 돌아 방포항내로 유

입되어 항내에 다소간의 항로 매몰 현상이 나타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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