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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상태 자유수면 모의를 위해 차원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수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론2 ,

적인 해석해 및 수리실험을 통한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지배방정식으로 비선형 및.

보존형 차원 천수방정식 을 이용하였으며 동적메모리 할당 기능이 포함된2 (shallow water equation) ,

으로 코딩되었다 또한 구조화된 격자 및 비구조화 격자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형을 구Fortran-90 .

성하였으며 불규칙한 하상지형에 의해 수치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 모형에 기법을, well-balanced HLLC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차원의 경우 젖은 마른 하상 조건하에서의 댐 붕괴파 문제와 하상이 변화1 /

하는 지형 구간을 통과할 때 발생되는 천이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수위와 지형 조건

에서의 에 대한 문제에 적용하였으며 차원의 경우 전통적인 댐 붕괴파 문제 및 구조물에wetting & drying , 2

미치는 댐 붕괴파의 영향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본 모형을.

통해 계산된 수치해는 이론적인 해석해와 실측자료에 거의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향후 실제 하천 자료를 이,

용하여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핵심용어 천수방정식 유한체적법 기법 비구조적 격자시스템 댐 붕괴 문제핵심용어 천수방정식 유한체적법 기법 비구조적 격자시스템 댐 붕괴 문제핵심용어 천수방정식 유한체적법 기법 비구조적 격자시스템 댐 붕괴 문제핵심용어 천수방정식 유한체적법 기법 비구조적 격자시스템 댐 붕괴 문제: , , Well-balanced HLLC , ,: , , Well-balanced HLLC , ,: , , Well-balanced HLLC , ,: , , Well-balanced HLLC , ,

1.1.1.1.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 천수방정식에 유한체적법을 적용하여 비구조적 격자시스템에서의 흐름을 모의하기 위한 많은 수치

모형들이 개발되어 왔다 유한체적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계산영역을 구성하는 검사체적 또는. (control volume)

셀 의 경계를 통한 를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원 천수방정식에 유한체적법을(cell) normal flux . 2

적용하여 비구조적 격자시스템에서의 상류 및 사류 를 포함한 점변류의(sub-critical flow) (super-critical flow)

연속흐름 및 와 같은 급변류의 불연속 흐름을 모의할 수 있는 수치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shock wave .

연구에서 개발된 수치모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동적메모리 할당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Fortran-90

하였으며 격자시스템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삼각형과 사각형을 혼합하여 적절하게, ,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불규칙한 하상지형으로 인한 수치진동 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numerical oscillation)

는 것으로 알려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마른 젖은 하상 조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well-balanced HLLC , / .

2.2.2.2. 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적용된 지배방정식은 차원 천수방정식 으로2 (Shallow Water Equation, SWE) Navier-Stokes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가정을 따라 수심방향으로의 적분을 통해 유도된다 비압축성 유체 정수압 분: 1) , 2)

포 수심방향으로의 획일적 유속분포 작은 하상경사 자유수면과 하상의 불투수성 바람에 의한 응, 3) , 4) , 5) .

력과 전항력을 무시할 때 유도된 천수방정식은 보존형 형태 로 식 과 같이 벡터형태로(conservation form) (1)

표현될 수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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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수심, 는 바닥고, 와 는 각각 와  방향으로의 유속, 는 중력가속도 그리고 은

의 조도계수이다manning .

3.3.3.3. 적용된 수치기법적용된 수치기법적용된 수치기법적용된 수치기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수치기법은 유한체적법이며 기본개념은 계산영역을 구성하는 검사체적, (control

또는 셀 의 경계를 통한 연직 플럭스를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영역volume) (cell) .  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

형태의 검사체적 으로 이루어진 비구조적 격자시스템으로 분할되며 식 의 지배방정식은(control volume) , (1)

각각의 검사체적 에 대해 발산정리 를 통해 유도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적분된(divergence theorem)

다.



 


 


⋅ 


  (2)

여기서, 은 의 경계인 와 수직인 단위벡터이며 식 의 항 좌변 두 번째 항 은, (2) flux ( ) 를 구성하는

모든 경계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3)

여기서,  는 검사체적 를 구성하는 경계면의 수 또는 이며(3 4) ,  는 그림 에서처럼3 의 번째 경계

면 그리고 는 축에 대해 각도 를 형성하는 단위벡터이다 결국 식 의 천수방정식에서 벡터. (1) 와

 사이에 특성을 갖게 되며 이로부터 두 검사체적 경계면에서의rotational invariance (Toro, 2001), flux

계산은 차원 문제로 축소된다 식 의1 . (3) ⋅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4)

여기서, 는 변환행렬 이다(transformation matrix) (Toro, 2001).

유한체적법에서 식 의 벡터(3) 는 격자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검사체적 의 중심에서 계산되며,

이는 에 대한 평균값에 해당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는 의 면적이다.
식 그리고 을 식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3), (4) (5) (2) , 에 대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6)

여기서, 는 에 대한 의 평균값이다.

식 에서 플럭스항은 검사체적의 경계면인(6)  에 따라 적분되며 이러한 적분은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법을 통해 수치적으로 계산된다 기법에서 식 의 플럭스항은 다음과 같이well-balanced HLLC . HLLC (6)

표현된다(Toro, 2001).

 










 i f ≥
  i f ≤≤  
  i f  ≤≤ 
 i f ≤

(7)

여기서,  과  은 각각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된다.

 
,  





666


  

 






 








여기서,   이다 또한.  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된다.

 


(8)

최종적으로 식 은 식 로 표현될 수 있다(6) (9) .






 





  (9)

생성항(source term) 를 포함하고 있는 식 를 불규칙한 하상지형에 대한 문제에 적용하였을 때 수(9)

치진동 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생성항과 경사 사이의 균형이 보존되지 않는 것으(numerical oscillation) , flux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 가 제안한 것으로(LeVeque, 1998). LeVeque George(2004)

식 의(7)  를 계산할 때 하상지형경사를 직접 고려하는 것이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0)

여기서,과 은 각각 검사체적 과 에서의 하상고를 나타낸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수심 또는. ,

유속에 의해 발생되는 수치적 불안정성을 감소하기 위해 와 은 생성항에 포함되어Loukili Soulaïmani(2007)

있는 마찰항에 대해 공간적으로 반음해법 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semi-implicit method) ,

음과 같다.







 














(11)

최종적으로 하상지형경사와 이에 대한 마찰효과에 대한 항이 포함된 기법을 적용하well-balanced HLLC

였을 때 식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9) .






 





 

 (12)

본 연구에서 식 는 기법을 적용하여 시간상으로 이산화시켰으며 다음과 같이(12) simple explicit Euler ,

표현된다.


     

 
  

 

 
 

 


(13)

여기서,  
    이며 시간, 에서  의 근사값이다. 


은 시간 에서 식 를 계산한(12)

값이 된다.

4.4.4.4. 수치모의를 통한 검증수치모의를 통한 검증수치모의를 통한 검증수치모의를 통한 검증

4.14.14.14.1 차원 젖은 마른 매끈러운 평탄하상에서의 댐 붕괴의 경우차원 젖은 마른 매끈러운 평탄하상에서의 댐 붕괴의 경우차원 젖은 마른 매끈러운 평탄하상에서의 댐 붕괴의 경우차원 젖은 마른 매끈러운 평탄하상에서의 댐 붕괴의 경우1 /1 /1 /1 /

젖은 그리고 마른 매끄러운 조도계수(Manning  평탄하상에서의 댐 붕괴파에 대한 수치모의를 수행하=0.0)

기 위해 길이 그리고 폭 의 평탄하상 위에 흐름 방향으로 지점에 폭을 가로질러 가상의2000m 10m 1000m

댐이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였으다 초기조건으로 댐 상류부에는.  가 적용되었으며 하류부에는 각각=6.0m ,

 젖은 하상 과 마른 하상 그리고=2.0m ( ) 0.0m ( ) = 가 적용되었다 상류 경계단에는=0.0m/sec . 0.0m3/s

의 유량이 부여되었으며 하류 경계단에는, 의 수위가 부여되었다.

그림 은 각각 젖은 그리고 마른 하상 경우에 대한 모의시간 초에서의 수심과 유속의 변화에 대한 해석해1 40

와 수치해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젖은 하상과 마른 하상에서의 댐 붕괴.

파와 같은 해석에 매우 정확한 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hock w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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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bed condition)(Web bed condition)(Web bed condition)(Web bed condition) (Dry bed condition)(Dry bed condition)(Dry bed condition)(Dry bed condition)

Fig 2.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and analytical solutions for wet and dry bed conditions atFig 2.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and analytical solutions for wet and dry bed conditions atFig 2.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and analytical solutions for wet and dry bed conditions atFig 2.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and analytical solutions for wet and dry bed conditions at

40 seconds40 seconds40 seconds40 seconds

4.24.24.24.2 차원 부분 댐 붕괴의 경우차원 부분 댐 붕괴의 경우차원 부분 댐 붕괴의 경우차원 부분 댐 붕괴의 경우2222

본 검증은 와 에 의해 적용된 차원 부분 댐 붕괴의 경우로서 그림 와 같이Fennema Chaudhry(1990) 2 2 200m×

의 평탄한 하상을 가진 계산영역 내에 길이 와 폭 의 댐이200m 10m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댐의=100m ,

파괴부분은  지점에=100m  방향으로 에서 까지 이다 초기조건으로 댐의 상류부는 의 수심이95m 170m (75m) . 10m

부여되었으며 댐 하류부는 젖은 하상 와 마른 하상 가 각각 부여되었으며 경계조건으로는 네 경계 모두 폐경, 5m( ) 0m( ) ,

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총모의시간은 초이며 시간간격은 초이다. 7.2 , 0.01 .

Fig 2. Grid systemFig 2. Grid systemFig 2. Grid systemFig 2. Grid system

Fig. 3. Spatial variation of water depth for wet(left)Fig. 3. Spatial variation of water depth for wet(left)Fig. 3. Spatial variation of water depth for wet(left)Fig. 3. Spatial variation of water depth for wet(left)

and dry(right) bed condition at 7.2s.and dry(right) bed condition at 7.2s.and dry(right) bed condition at 7.2s.and dry(right) bed condition at 7.2s.

그림 은3 = 초에서 젖은 하상과 마른 하상에 대해 모의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댐 상7.2 .

류부로 이동하는 와 하류부로 이동하는 를 잘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젖은 하상rarefaction wave shock wave ,

의 경우 가 발생되며 마른 하상의 경우 의 형성 없이 하류 경계단까지 수심이 매끄럽게 퍼shock wave , shock wave

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와 에 의해 젖은 하상에 대해 적용된 두. Fennema Chaudhry(1990)

가지 수치기법 기법과 기법 을 통해 모의된 결과와 본 모형을 통해 모의된 결과를 비교하였으(MacCormack Gabutti )

며 비교 결과 두 기법을 통해 모의된 결과와 매우 좋은 일치를 나타냈다 그림, ( 4).

(a)(a)(a)(a) =100m &=100m &=100m &=100m & =130m=130m=130m=130m (b)(b)(b)(b) =120m &=120m &=120m &=120m & =130m=130m=130m=130m

Fig 4. Comparison of temporal variation of water depth simulated from the present model and twoFig 4. Comparison of temporal variation of water depth simulated from the present model and twoFig 4. Comparison of temporal variation of water depth simulated from the present model and twoFig 4. Comparison of temporal variation of water depth simulated from the present model and two

different numerical schemesdifferent numerical schemesdifferent numerical schemesdifferent numerical schemes

4.34.34.34.3 하류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댐 붕괴파에 대한 수리모형실험하류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댐 붕괴파에 대한 수리모형실험하류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댐 붕괴파에 대한 수리모형실험하류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댐 붕괴파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등 은 댐 하류부에 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댐 붕괴에 따른 흐름의 영향Frazão (2004)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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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은 길이 와 폭 의 평탄한 하상을 가진 개수로에서 수리모형실험을5 35.8m 3.6m

수행하였으며 지점부터 지점까지 시간에 따른 수심과 유속을 측정하였다, G1 G6 .

댐 상류부에는 구조적 격자망을 적용하였으며 하류부,

는 구조물의 위치와 방향을 수리모형실험에서와 동일

하게 구축하기 위해 비구조적 격자망을 적용하였다.

초기조건으로 댐 상류부는 그리고 댐 하류부에0.4m

는 를 부여하였으며 개수로 바닥의 조0.1m , Manning

도계수는 0.01s/m
1/3
이다 경계조건으로서 상류 경계.

단과 개수로 측벽 경계에는 폐경계를 부여하였으며,

하류 경계단에는 또는homogeneous Neumann (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총모의시간은transmissive) .

초이다 그림 은 개의 실측지점 중 그리고 지점에서 실측된 수심과의 비교를 나타낸30 . 6 6 G1, G2, G4 G6

것이다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에 의한 수치해는 시간과 위치에 관계없이 실측자료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물 주위에서 발생되는 경사도수 와 의 경우 와 같은 급변류에 대해, (G2 G4 )

거의 정확하게 모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5.5.5.5.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차원과 차원 문제에1 2

대해 해석해 수치해 그리고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실측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검증결과 해석해 수치해 그리고 실측결과와 매우,

일치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수치모형은 하천에서의.

연속 그리고 불연속 흐름 모의 및 분석에 매우 효

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구간에서

더욱 정확한 수치해를 얻기 위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차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고해상도2 (high

기법을 적용할 것이며 또한 실제 자연resolution) ,

하천에서의 홍수범람과 같은 다양한 모의를 수행

하여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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