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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turbulent open-channel flows over longitudinal bedforms are numerically simulated. The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in curvilinear coordinates are solved with the non-linear k-ε model by Speziale( 1987). First,
the developed model is applied to rectangular open channel flows for purposes of model validation and parameter sensitivity
studies. It is found that the parameters CD and CE are important to the intensity of secondary currents and the level of turbulent
anisotropy, respectively. It is found that the non-linear k-ε model can hardly reproduce the turbulence anisotropy near the free
surface. However, the overall pattern of the secondary currents by the present model is seen to coincide with measured data.
Then, numerical simulations of turbulent flows over longitudinal bedforms are performed, and the simulated results are com-
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in the literature. The simulated secondary currents clearly show upflows and downflows over
the ridges and troughs, respectively. The numerical results of secondary currents, streamwise mean velocity, and turbulence
structures compare favorably with the measured data. However, it is observed that the secondary currents towards the troughs
were significantly weak compared with the measured data. 

Keywords : longitudinal bedform, open-channel flows, cellular secondary currents, streamwise mean velocity, turbule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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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횡방향 언덕-저면의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 하였다. 곡선좌표계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유
도하고, 난류폐합을 위해 Speziale(1987)가 제안한 비선형 k-ε 모형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개수로 흐름에 대한 적용
성 및 모형 상수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 하였다. 그 결과 모형상수 CD와 CE는 각각
이차흐름 강도 및 난류의 비등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선형 k-ε 모형이 자유수면에서 발생되는 난
류의 비등방성을 정확히 모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이차흐름 분포는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한편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횡방향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하고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선형 k-ε 모형이 하상형상의 언덕과 저면에서 발생되는 상향류 및 하향류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계산된 주흐름방향 평균유속 및 난류구조 역시 기존의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비선형 k-ε 모형은 하
상형상의 저면을 향하는 하향류를 과소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용어 : 띠 모양 하상형상, 개수로 흐름, 격자형 이차흐름, 주흐름방향 평균유속, 난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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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선 개수로 흐름에서 발생되는 이차흐름의 생성 원인은

난류의 비등방성(anisotropy) 및 불균질성(non-homogeneity)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해 공간상에

서 레이놀즈응력의 불균형(imbalance)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

서 직선수로에서의 이차흐름을 난류에 의한 이차흐름

(turbulence-induced secondary flow)이라 불린다. 이와 같은

이차흐름은 단면 형상의 비대칭성, 자유수면 효과, 바닥 거

칠기의 불균일성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이차흐름이 존재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횡방향으로 언덕(ridge)-저면

(trough)의 연속구조를 갖는 개수로 흐름에서 형성되는 이차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1과 같이 주흐름방향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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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띠 형태의 하상형상이 횡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이차흐름을 살펴보면, 언덕에서는 상향류가 발생되고

저면에서는 하향류가 발생하게 되어 방향이 서로 반대인 한

쌍의 渦가 형성 되는데 이를 격자형 이차흐름(cellular

secondary currents)이라 한다. 이와 같은 이차흐름 구조는 하

천, 대기, 해양, 사막 등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흐름이다. 이와

같은 격자형 이차흐름은 폭이 넓은 수로라 할지라도 최대 유

속이 자유수면 아래에 놓이게 되는 유속경사역전 현상

(velocity dip)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횡방향으로의 유

사 이동을 발생 시키고, 이는 다시 하상형상 구조를 강화하거

나 유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격자형 이차흐름의 초

기 생성 원인에 대해 Nezu와 Nakagawa(1984), Ikeda(1981),

Colombini(1993) 등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아직까

지 명확한 생성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격자형 이차흐름의 생성 원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격자형 이

차흐름의 특성에 대한 많은 현장 관측(Allen, 1984; Kinoshita,

1967; Nezu 등, 1993) 및 실내실험(Vanoni, 1946, Allen,

1966; Hinze, 1973; Gunter, 1971; Ikeda, 1981; Hirano와

Ohmoto, 1988; Nezu와 Nakagawa, 1984; McLean, 1981;

McLelland 등, 1999; Muller와 Studerus, 1979; Wang과

Cheng, 2005, 2006)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격자형 이차흐

름에 대한 수치모의 연구는 Ohmoto와 Hayashi(2003),

Choi 등(2007)에 불과하다. Ohmoto와 Hayashi(2003)는 직

접수치모의(Direct Numerical Simulation)를 이용하여 횡방

향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레이놀즈수 Re=2280)에서

의 평균유속 및 난류 구조를 수치모의 하였으며, Choi 등

(2007)은 레이놀즈응력모형(Reynolds stress model)을 이용하

여 거친하상-매끄러운 하상의 횡방향 연속구조(smooth-rough

bed strip)를 갖는 개수로 흐름을 모의 하였으며, 최성욱 등

(2007)은 비선형 k-ε 모형을 이용하여 횡방향 바닥 형상을

갖는 수로에서의 부유사 농도 분포를 예측한 바 있다. 그러

나 직접수치모의는 계산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경제적인 방

법이고, 아직까지는 높은 레이놀즈수를 수치모의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레이놀즈응력모형 역시 난류 모형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모형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와 같은

등류상태의 3차원 흐름을 수치모의 하기 위해서는 10개의

편미분 방정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의 연구동향을 살펴보

면 난류모형을 이용하여 횡방향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

름에 대한 수치모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

는 격자형 이차흐름의 생성 원인을 제시하기 위한 전단계의

연구이다. 따라서 계산의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2-방정식

난류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등방성 2-방정식 난류모형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모형이

개발되었다. Shiono와 Lin(1992)은 2-방정식 모형 중에서

개수로 흐름에 많이 적용되었던 LY 모형(Launder와 Ying,

1973), Naot와 Rodi(1982)의 응력대수식모형(ASM: Algebraic

stress model), Speziale(1987)의 비선형 k-ε 모형을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직사각형 및 복단면의 직선 개수로 흐름에

대해 Speziale의 비선형 k-ε 모형이 평균유속 및 난류 구조

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ao 등

(2003)은 복단면의 곡선 개수로 흐름에 대해 Shiono와

Lin(1992)과 동일한 세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LY 모

형과 비선형 k-ε 모형이 응력대수식모형 보다 더 정확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Y 모형에는 하나의 모형상수 C'이

존재하는데, 이 모형상수가 일반화된 값을 갖지 못한다. 즉,

Shimizu와 Tsujimoto(1993)는 복단면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

의 하기 위해 Launder와 Ying(1973)이 제시한 C'의 표준값

보다 3배 큰 값을 사용하고, 식생 수로에 대해서는 C'=0.0

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Kawahara 와 Tamai(1988)은 복단면

개수로에 대해 C'의 표준값 보다 2배 큰 값을 사용한 바

있다. 한편, 응력대수식모형 역시 모형 자체에 문제점이 존

재한다. 즉, 유도된 대수식 형태의 레이놀즈응력 항 중

와 는 Naot와 Rodi(1982)가 제시한 응력대수식

항의 유도로부터 나타난 항이 아닌 난류점성개념에 의한 항

이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레이놀즈응력 항에서도 추가적

인 난류점성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레이놀즈

응력 항에 추가적인 난류점성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안

정된 형태의 이차흐름이 모의되지 않고, 해가 수렴되지 않는

다(Demuren과 Rodi, 1984). 따라서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

의 하기 위한 비등방성 2-방정식 모형으로는 Speziale(1987)

의 비등방성 k-ε모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등방성 2-방정식 난류모형을 이용하여

횡방향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곡선좌표계에서의 지배방정식을 구성하고, 난

류 폐합을 위해 Speziale(1987)가 제안한 비등방성 k-ε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하여 비등

방성 k-ε모형의 모형 상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본 모형

의 개수로 흐름에 대한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횡방향 하

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에서의 평균유속 및 격자형 이차

흐름 구조를 수치모의 하고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수치모형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의 좌표를 계산공간 좌표

로 변화시켜야 한다. 

(1a,b,c)

여기서 (y, z)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횡방향(y)과 수직방향(z)으로

의 좌표이고, (ζ, η)는 계산 공간에서의 좌표, x는 주흐름방향

을 나타낸다. 따라서 레이놀즈수가 충분히 큰 등류 흐름인 경

우 좌표 변환된 연속방정식 및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2)

u′v′ u′w′

x x=  ; ξ ξ y z,( )  η; η y z,( )= =

1
J
--- ∂
∂ξ
------ h2v

c
( ) ∂

∂η
------ h1w

c
( )+ 0=

그림 1. 격자형 이차흐름 분포도(Nezu와 Nakagawa, 1993)



第28卷 第6B號 · 2008年 11月 − 645 −

주흐름방향 운동량방정식

(3)

횡방향 및 수직방향 운동량방정식 

(4)

(5)

여기서 는 각각 계산공간에서의 주흐름방향, 횡방향

및 수직방향으로의 시간평균된 유속, h1과 h2는 좌표축 변화

규모 계수(coordinate transformation scale factors), J는 자

코비안의 행렬식, 는 시간평균된 압력, ρ는 유체 밀도, g

는 중력가속도, 는 계산공간에서의 레이놀즈응력이다. 

운동량 방정식에서 레이놀즈응력 항은 다음과 같이

Speziale(1987)가 제안한 비선형 k-ε모형을 사용하였다. 

(6)

여기서 k는 난류운동에너지, ε은 k의 소산률, CD와 CE는

모형상수로서 Speziale(1987)는 자유수면이 없는 내부흐름

(internal flow)에서 CD=CE=1.68을 제시하였으며, Dij와

는 각각 다음과 같다. 

(7a,b)

식(6)에서 k와 ε의 값은 다음과 같은 k와 ε의 수송방정

식을 해석하여 구할 수 있다.

(8)

(9)

여기서 vt는 난류동점성계수, Pk는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항,

σk(=1.0), σε(=1.3), C1ε(=1.44), C2ε(=1.92)는 모형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체적법을 이용하여 위의 지배방정식을

수치모의 하였다. 지배방정식에서의 이송항과 확산항을 위해

Power-law 기법(Patankar, 1980)을 이용하여 이산화하였으며,

압력항 모의를 위해 Patankar와 Spalding(1972)이 제안한

SIMPLER 방법을 이용하였다. 벽 경계조건은 일반성을 갖는

경험공식인 벽 법칙(law of the wall)을 사용하였으며, 자유

수면의 경계조건은 난류운동에너지의 소산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하여 대칭평면조건을 적용하고, 난류운동에너지의

소산률에 대해서는 Hossain과 Rodi(1980)가 제시한 자유수

면 경계조건을 이용하였다. 

3. 모형의 적용성 검토

3.1 Nezu와 Nakayama(1999) 실험

비선형 k-ε모형인 식(6)에서 모형상수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 하였다. 수치모의 조

건은 Nezu와 Nakayama(1999)의 실험조건을 이용하였으며,

Nezu와 Nakayama(1999)의 실험조건은 수심 H=0.05 m, 폭

B=0.4 m, 수심-폭 비(AR: aspect ratio) AR=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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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균유속 및 난류량의 수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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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모형상수에 따른 평균유속 및 난류량에 대한 수

직구조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상수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CD=CE=1.68, CD=1.26과 CE=1.68, CD=2.10과 CE=1.68,

CD=1.68과 CE=1.26, CD=1.68과 CE=2.10를 적용하였다.

그림 2(a)는 모형 상수에 따른 평균유속 분포를 비교한 것

이다. 그림 2(a)에서 U+와 Z+는 각각 무차원 유속 및 무차

원 거리를 나타내고, U+= , Z+= (u*=전단속도)와 같다.

그림 2(a)를 살펴보면 CD=CE=1.68인 경우 계산결과와 실험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실험 결과보다 과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b)의 난류운동에너지(k) 분포를 살펴보면

자유수면 근처에서 약간 과소 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

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c)의 난류운동에너지 소산률(ε) 분포를 보면 자유수면 근처

에서 과대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수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k와 ε 모두 경험상수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d)-(f)는 세 방향으로의 난류강도 분

포도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흐름 중간영역(intermediate

region)인 0.2<z/H<0.6에서는 계산된 난류강도가 실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바닥 영역 및 자유수

면 영역에서는 계산된 난류강도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자유수면 근처를 살펴보면 x-와 y-방향 난류강

도는 과소 산정되고, z-방향 난류강도는 과대 산정되었다. z-

방향 난류강도는 바닥 근처에서도 계산결과가 과대 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형상수에 따른 계산결

과의 차이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z-방향 난류강도의 경우 CD보다는 모형상수 CE가 계산 결과

에 좀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난류의 비등방성 텐서( )를 보여준

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앞의 그림 2(d)-(f)와 마찬가지로 바닥

과 자유수면 근처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험결과

와 수치모의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닥 및 자유수면은 난류의 감쇠효과(damping

effect)로 인하여 난류의 비등방성이 증가된다. 즉, 바닥 및 자

유수면과 수직인 방향으로의 난류강도는 감소되고, 감소된 양

만큼 다른 두 방향으로의 난류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수면 영역을 살펴보면 비선형 k-ε모형이 난류의 비등방성

을 거의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유수면

근처에서는 난류운동에너지의 재분배 효과에 의해 b33은 감소

되고 b11과 b22는 증가하는데, 비선형 k-ε모형은 이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선형 k-ε모형이 내부흐름

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수면에서 발생되는 난류의 감

쇠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림

3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CD의 변화에 따른 난류의 비

등방성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CE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변화

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경험상수 CE는 난류의 비등방성의 정

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D=1.68과 CE=1.26인 경우 CD=CE=1.68인 경우 보다 b11은

작게 산정하지만 b22 및 b33은 더 크게 산정한다. 

그림 4는 경험상수 CD와 CE에 따른 이차흐름 강도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Lmax는 이차흐름의 최대크기이다. 그림 4를 살

펴보면 경험상수 CE는 이차흐름의 크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CD는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

라 이차흐름의 크기 역시 거의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차흐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 u*⁄ u*z

bij ui
′uj
′ 2k⁄ δij–=

그림 3. 난류의 비등방성 

그림 4. 난류상수에 따른 이차흐름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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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ezu와 Rodi(1985) 실험 

그림 5-그림 8은 Nezu와 Rodi(1985)의 실내실험에 대한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계산에 사용된 수치모의 조건은 수심

H=0.1 m, 폭 B=0.2 m, 수로 폭-수심비 AR=2이다. 또한

앞의 그림 2-그림 4의 결과로부터 모형상수는 CD=CE=1.68

을 사용하였다.

그림 5와 6은 개수로 흐름에서의 주흐름방향 평균유속 분

포 및 이차흐름 벡터도이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유속분포

및 벡터도는 주흐름방향 최대유속으로 무차원화 되었다. 먼

저 그림 5를 살펴보면 비선형 k-ε모형에 의한 전반적인 유

속 분포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최대유속이 자유수면

아래에서 발생되는 유속경사역전 현상(velocity dip)은 모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그림 2와 그림 3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선형 k-ε모형이 자유수면에서 발

그림 5. 주흐름방향 평균유속 분포도

그림 6. 이차흐름 벡터도

그림 7. x-방향 난류강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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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난류의 감쇠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6에

서 계산된 이차흐름 벡터도를 살펴보면 비선형 k-ε모형이
자유수면 渦와 바닥 渦를 매우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Nezu와 Rodi(1985)의 실험결과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차흐름의 생성 원인은 난류의

비등방성 및 불균질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선형

k-ε모형이 자유수면 근처에서 발생되는 난류의 비등방성을

정확히 모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이차흐

름 분포는 매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과 그림 8은 x-방향 난류강도 및 레이놀즈응력 분

포도를 보여준다. 그림 7을 살펴보면, 비선형 k-ε모형이 바

닥 근처에서의 난류강도를 과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수면 근처에서는 난류운동에너지의 재분배 효과에

의해 난류강도 u'이 수면으로 갈수록 증가해야 하지만, 계

산결과에서는 이와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비선형 k-ε모형에 의해 계산된 전반적인 난류강도 분포

도는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그림 8은 레이놀즈응력 분포도이다. 그림 8을 살

펴보면 레이놀즈응력은 자유수면 근처에서 음의 값을 갖으

며, 전반적으로 수치모의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레이놀즈응력이 음의 값을 갖는 이

유는 수면 근처에서의 유속 경사가 반대의 부호를 갖기 때

문이다. 그러나 비선형 k-ε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결

과와 달리 수로 중앙부에서는 모두 양의 레이놀즈응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5에서와 같이 비선형 k-

ε모형이 자유수면 근처에서 유속경사역전 현상을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횡방향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

름을 수치모의 하였다. 수치모의 조건은 Nezu와 Nakagawa

(1984)의 실험 조건을 이용하였다. 먼저 Nezu와 Nakagawa

(1984)의 실험 조건은 수심 H=0.04 m, 수로 폭 B=0.3 m,

수로 폭-수심 비 AR=7.5, 바닥경사 S=0.00152이다. 또한

사다리꼴 모양의 하상형상을 이용하였으며, 하상형상의 윗면

과 아래면의 길이는 각각 10 mm와 20 mm이다. Nezu와

Nakagawa(1984)의 실험조건을 수치모의하기 위한 계산 격자

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8. 레이놀즈응력( ) 분포도u′w′–

그림 9. Nezu와 Nakagawa의 실험조건을 수치모의 하기 위한 계산격자

그림 10. 격자형 이차흐름 벡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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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격자형 이차흐름 벡터도를 보여준다. 그림을 살

펴보면 하상형상의 언덕 부근에서는 상향류가 형성되고 저면

에서는 하향류가 형성되어 언덕을 기준으로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渦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계산된 격자형

이차흐름 분포가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계산된 이차흐름의 최대 크기는 주흐름방향 최

대유속의 약 2.3%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Nezu와 Nakagawa

(1984)의 실험 결과인 2.5%와 매우 유사한 값이다. 그러나

y/H=0 부근에서의 이차흐름 분포를 살펴보면 비선형 k-ε모형
이 실험 결과에 비해 하향류 벡터의 크기를 과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벡터의 형태를 살펴보

면 실험에서는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수치모의 결과에

서는 원형이 아닌 타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언덕을 중심

으로 하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모형이 모든 레이놀즈응력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해석하는 것

이 아니라 단순화된 대수식 형태를 해석하기 때문에 난류의

비등방성을 정확히 모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그림 13에서 언급하였다.

그림 11은 주흐름방향 평균유속 분포도이다. 그림에서 주

흐름방향 평균유속은 최대유속으로 무차원화 되었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언덕 부근에서 발생되는 이차흐름의 상향류

에 의해 등유속선이 자유수면을 향해 부풀어져 있으며, 반대

로 저면 부근에서는 하향류에 의해 등유속선이 바닥을 향해

부푼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속 분포는 수치모

의 결과와 실험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난류의 비등방성  및 레이

놀즈응력 의 분포도이다. 그림 12와 그림 13에서 계

산 결과의 무차원화를 위해 주흐름방향 유속의 최대값

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주흐름방향 와도(vorticity) 방

정식을 살펴보면 두 개의 생성항, 즉, 난류의 비등방성

에 의한 생성항과 레이놀즈응력 에 의한 생

성항이 존재한다. Kang과 Choi(2006)는 직사각형 개수로 흐

름에서 와도 방정식의 각 항을 비교한 결과, 난류의 비등방

성에 의한 생성항과 레이놀즈응력에 의한 생성항이 서로 비

슷한 크기를 갖으며 부호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와도 방정식에서의 나머지 항인 이송항 및 점성항은 그 크

기가 매우 작아 이차흐름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림 12를 살펴보면 난류의 비등

방성은 언덕의 윗면에서 최대를 이루고, 언덕의 자유수면 근

처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

k-ε모형은 최대값을 다소 과소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덕 부근 위의 자유수면 근처를 살펴보면 수치모의

결과와 실험 결과 모두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비등방성 분포도는 계산결과와 실험 결과가 비교

적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0.3<y/

H<0.0에서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실험 결과에서는 등 비등방

성 선이 바닥을 향하여 부푼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계산 결

과에서는 이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레이놀즈응력 의 분포도이다. 그림 13을

살펴보면 계산된 전반적인 레이놀즈응력 분포도는 실험 결과

v′2 w′2–( )
v′w′–

umax

v′2 w′2–( ) v′w′–

v′w′–

그림 11. 주흐름방향 평균유속 분포도

그림 12. 난류의 비등방성 의 분포도v′2 w′2–( ) umax⁄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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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레이놀즈응력의

분포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험에서는 음의 영역이 거의

원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비선형 k-ε모형에 의한 결과에서는

음의 영역의 높이가 폭보다 더 큰 타원형의 형태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그림 10에서 실험에 의한 격자형 이차흐름

구조는 두 개의 원형이 붙어있는 모양인데, 비선형 k-ε모형에
서는 왜 하트 모양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와 같이 비선형 k-ε모형은 전반적인 격자형 이차흐름 구조

를 잘 모의하지만, 그 형태는 기존의 실험결과와 달리 하트의

형태를 갖으며, 이는 비선형 k-ε모형이 레이놀즈응력

의 분포를 정확히 모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4는 레이놀즈응력 와  분포도이다. 그림에

서 레이놀즈응력은 바닥전단속도의 평균값 을 이용하여 무

차원화 되었다. 먼저 그림 14(a)의 레이놀즈응력  분포를

살펴보면, 레이놀즈응력의 최대는 바닥 근처에서 발생되며 수

면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덕에서

의 레이놀즈응력이 저면에서 보다 더 크며, 언덕 위에서 수면

을 향하여 부풀어진 형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레이놀즈응력

을 나타낸 그림 14(b)를 살펴보면, 언덕을 기준으로 좌,

우에서 서로 반대 부호의 레이놀즈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류점성개념에 의하면 레이놀즈응력

는 에 비례한다. 따라서 그림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속 분포가 횡방향으로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기 때문

에 레이놀즈응력 의 부호가 횡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k-ε모형을 이용하여 횡방향 하상형

v′w′–

u′u′ u′ν′–

u*

u′u′

u′v′–

u′v′– ∂u ∂y⁄

u′v′–

그림 13. 레이놀즈응력 의 분포도v′w′– u⁄ max 10
3×

그림 14. 레이놀즈응력 과  분포도u′u′ u*
2

⁄ u′v′– u*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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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 하였다. 이를 위해 곡선

좌표계에서의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고 직사각형 수로 및 하

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하였으며 기존의 실

험결과와 비교하였다. 

1. 개수로 흐름에 대한 비선형 k-ε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을 수치모의하였다. 그 결과 자

유수면 근처에서 발생되는 난류의 감쇠효과를 모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 근처에서의 난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선형 k-ε모형이 전반적인

평균유속 및 이차흐름 분포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경험상수 CD와 CE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CD는 이차흐

름의 강도에, CE는 난류의 비등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3. 하상형상을 갖는 개수로 흐름을 계산한 결과, 비선형 k-ε
모형이 격자형 이차흐름 벡터도 및 평균유속 분포도를 비

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이

하상의 불균일성에 의해 생성되는 격자형 이차흐름 분포

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산

된 격자형 이차흐름 분포에서는 저면을 향하는 하향류를

과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전반적인 벡

터도의 형태가 실험과 같이 원형이 아닌 하트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이 하상의 불균일성에

의한 레이놀즈응력 의 분포를 정확히 재현할 수 없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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