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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의 전파에 따른 수위 및 유속변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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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work, we investigate the hydrodynamic behavior of a turbulent bore, such as tsunami bore and tidal bore, gen-
erated by the removal of a gate with water impounded on one side. The bore generation system is similar to that used in a gen-
eral dam-break problem. In order to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ormation and propagation of a bore, we consider the
incompressible flows of two immiscible fluids, liquid and gas, governed by the Navier-Stokes equations. The interface track-
ing between two fluids is achieved by the volume-of-fluid (VOF) technique and the M-type cubic interpolated propagation
(MCIP) scheme is used to solve the Navier-Stokes equations. The MCIP method is a low diffusive and stable scheme and is
generally extended the original one-dimensional CIP to higher dimensions, using a fractional step technique. Further, large
eddy simulation (LES) closure scheme, a cost-effective approach to turbulence simulation, is used to predict the evolution of
quantities associated with turbulence. In order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numerical model to the bore sim-
ulation, laboratory experiments are performed in a wave tank. Comparisons are made between the numerical results by the
present model and the experimental data and good agreement is achieved. 

Keywords : bore, two-phase flow, MCIP method, Navier-Stokes equation, water surface variation, mean flow velocity varia-
tion, viscosity, turbulent flow, non-hydrosta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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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지진해일단파(tsunami bore) 혹은 조석단파(tidal bore)와 같은 단파의 동수역학적인 거동특성을 검토할 목적으
로, 댐파괴류에서 단파의 형성과 동일한 방법, 즉 수조의 한쪽 끝단에 있는 고수위의 貯水槽 게이트를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단파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단파의 형성과 전파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에 二相流모델에 기초한 Navier-Stokes식을
적용하며, 이 때 비압축성 및 비혼합성의 액체와 기체흐름을 각각 고려한다. 기체와 액체의 접면을 VOF법으로 추적하고,
Navier-Stokes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하여 MCIP법을 적용한다. 1차원인 CIP법을 분할스텝기법을 사용하여 고차원으로
확장한 MCIP법은 수치확산이 매우 작고, 또한 안정된 스킴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난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그의
유용성이 잘 알려져 있는 LES모델을 사용한다. 단파의 형성과 전파에 관한 수치해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리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수위변동과 평균유속변동에 대한 수치해석결과 및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상호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단파, 二相流, MCIP법, Navier-Stokes방정식, 수면변동, 평균유속변동, 점성, 난류, 비정수압

·····························································································································································································································

1. 서 론

시·공간적으로 급변하는 불연속 흐름으로 정의되는 단파

(bore)는 지진해일파, 조석파 혹은 댐파괴류 등에서 선단부의

전후에 형성되는 큰 수위차에 의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매우 빠른 전파속도를 갖는 충격파가 연안구조물에 큰 충격

파력(Ramsden, 1993, 1996; Abdolmaleki et al., 2004)과

세굴(Tonkin et al., 2003)을 발생시켜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遡上帶상이나 해빈상에서는 단파

의 붕괴로 인한 높은 처오름과 급격한 지형변동(Guard and

Baldock, 2007)이 발생되고, 특히 연안저지대로의 내습시에

는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Photo 1과 2

를 참조).

이러한 단파의 형성과 전파에 관한 연구는 댐파괴류의 해

석에서 그 역사가 매우 길다. 댐파괴류에 있어서 단파의 기

본적인 동수역학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는 Ritter(1892)로까지

거슬러간다. Ritter는 사각형상을 갖는 수평상의 수로에서 순

간적인 댐파괴류에 의해 형성되는 단파의 동수역학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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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해석해를 처음으로 유도하였다. 이후로, Dressler

(1952)와 Whitham(1955)은 바닥저항의 영향을 고려한 단파

의 속도와 높이에 대한 해석해를, Stoker(1957)는 Ritter의

해를 하류측에서 wet-bed조건의 경우로 확장한 상하류측의

초기수심에 관한 수면형을 해석적으로 각각 유도하였다. 또

한, Hunt(1982, 1987)는 유한길이의 貯水槽를 고려한 해석

해를, Sakkas and Strelkoff(1973)는 포물선형 수로에 대한

해석해를, 그리고 Wu et al.(1999)는 사다리꼴 수로에 대한

해석해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수평상의 수로에 상이한 수위를 갖고 정지하고 있는 두

액체 사이의 격벽을 순간적으로 제거하여 전개되는 단파의

형성과 전파에 관한 이러한 이상화된 해석해는 정수압분포

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천수방정식(1차원의 경우는 Saint

Venant방정식으로도 불림)을 기초방정식으로 한 대부분의 수

치시뮬레이션에서 수치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비교수단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댐파괴류에서 단파의 형성

과 전파에 관한 많은 수치해석 연구의 특성을 상술하는 것

은 지면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수치해법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수치해석법은 대표적으로 유한차분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단파의 형성과 전파 및 전파에 따른 충격파의 포착에 대한

정확성, 수치확산의 발생정도 및 해의 민감도 등에 따라 다

양한 수치스킴이 개발·제안되어 있으며(Madsen et al.,

2005), 그의 대표적인 연구로 approximate Riemann solver
(Glaister, 1988), modified Lax-Friedrich scheme (Rao

and Latha, 1992), Godunov method (Savic and Holly, 1993),

space-time conservation method (Molls and Molls, 1998),

MacCormack scheme (Garcia-Navarro et al., 1992), TVD

(Total Variation Diminishing) scheme (Harten, 1983), flux

vector splitting method (Jha, et al., 1995), upwind conser-

vative scheme (Ying et al., 2004)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치적으로 질량이 보존되고, 비구조격자의 적용이 가능한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 보존형기본방정식의 적분형을 유한

차분법으로 풀어가는 유한체적법(예로, Hu et al., 1998), 그

리고 유한요소법(예로, Akanbi and Katopodes, 1988) 및

단파의 전파속도에 관한 특성곡선을 이용하는 특성법

(Katopodes and Strelkoff, 1978)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비점성, 정수압분

포 및 균등류를 가정한 천수방정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단파의 특성해석에 Boussinesq방정식을 기초방정식으로 적용

한 연구예로 Gharangik and Chaudhry(1991) 및 Mohapatra

and Chaudhry(2004)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Mohapatra

and Chaudhry는 Boussinesq방정식의 적용에서 장파시뮬레이

션에 대한 성능 및 각 Boussinesq항의 기여, 그리고 조도,

바닥경사 및 비정수압의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단파형성의 초기단계에서는 압력분포가 비정수압분

포이고(Pohle, 1952; Strelkoff, 1986), 수심이 일정하게 유

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다(Dressler,

1954). 이러한 사실로부터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

정식에 기초한 수치시뮬레이션이 MAC(Marker And Cell)법

(Harlow and Welch, 1965; Nichols and Hirt, 1971) 및 VOF

(Volume Of Fluid)법(Hirt and Nichols, 1981; Abdolmaleki

et al., 2004)을 통하여 수행되었고, 또한 Euler방정식에 기

초한 VOF법과 SMAC(Simplified Marker And Cell)법

(Amsden and Harlow, 1970)을 결합한 해석법(Mohapatra

et al., 1999)으로도 수행되었다. 그리고, 비격자의 액체입자

운동을 Lagrange적으로 기술하는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법(Gotoh, et al., 2002; Dalrymple et al.,

2006)을 적용하여 댐파괴류 및 고립파(지진해일)에 의한 단

파의 형성과 전파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비정상천수방정

식에 기초한 SPH법(Wang and Shen, 1999)에 의한 시뮬레

이션도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단파의 전파속도는 汀線에서 발생하는 초기파형압

축으로 인하여 감속되고, 이후에 운동량교환과정을 통하여

급격히 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Yeh et al., 1989), 또

한 단파전면(bore front)은 난류가 매우 탁월한 영역으로도

알려 있다(Yeh and Ghazali, 1986, 1988; Svendsen and

Madsen, 1984). 게다가, 단파의 형성과 전파, 특히 단파전면

에서 상층부의 기체연행이 많이 발생하고, 단파선단부에서

상층부의 기체밀도경사에 따른 경압토크(baroclinic torque)

및 점성전단토크(viscous-shear torque)에 의하여 와가 생성

되며, 이로 인하여 surface-roller(단파선단부의 회전운동)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eh, 1991; Hornung et al.,

1995). 또한, 이와 같은 단파형성의 초기단계에서는 버섯과

같은 유사제트류가 연직방향으로 형성되고(Stansby et al.,

1998), 비선형, 비정수압 및 점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단파 혹은 쇄파의 형성으로 난류, 기체연행 및 수면에서 기

체와의 상호작용이 단파의 전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한 수치해석

이 수행된 예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는 단파의 형성과 전파에 따른 수위변동 및 유

속변화 등과 같은 수리학적인 제반특성을 명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전술한 비선형, 비정수압 및 점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존의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정식에 상

층부의 기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된 two-phases

Photo 1. Tidal bore in Qiantang River, China

Photo 2. Tsunami bore entering Wailua River, Hawaii during
the 1946 Aleutian island ts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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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정식을 기초방정식으로 적용

하여, 유한차분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난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LES(Large Eddy Simulation)모델

(Smagorinsky, 1963)을 부가적용하였으며, 수면형의 추적에

는 전술한 VOF(Hirt and Nichols, 1981)을 적용하였다. 특

히, 기초방정식의 이류항에는 수치확산이 기존의 어떠한 수

치방법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진 MCIP(Multi-dimensional

Cubic Interpolated Pseudo Particle)법(Nakamura and Yabe,

1999)을 채용하여 기존의 수치스킴보다 충격파의 포착을 매

우 용이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단파의 불연속면에서 인공점

성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치확산을 최소화하였다.

이상의 수치해석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정밀한 수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서는 사

각형을 갖는 수평상의 수로에서 격벽에 의해 분리된 고·저

수위를 갖는 두 액체 사이의 격벽을 순간적으로 제거함으로서

형성되는 단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때 단파의 형성과 전

파에 따른 수심변동 및 유속변화를 DPIV(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er) 및 LDV(Laser Doppler Velocimeter)로부

터 정밀하게 측정하였고, 얻어진 데이터와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상·하류측

의 수위변화에 따른 단파의 전파특성을 검토하고, 비정수압

분포, 점성 및 난류 등이 단파의 전파에서 수위변동과 유속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실험으로부터 면밀히 평가하였다.

2. 정식화

2.1 기초방정식

서로 혼합되지 않는 二相의 점성·비압축성유체를 고려하

면, 각相의 유체는 서로 다른 相의 유체와 명확한 경계면으

로 식별될 수 있다. 즉, 二相의 유체의 흐름운동에서 경계면

의 추적이 가능하면 서로 혼합되지 않는 二相의 유체의 운

동해석에 대해 단일유체모델(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uids)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단일유체

모델은 해석시스템에서 미소체적요소(수치계산에서는 계산셀)

가 2종류이상의 균질유체혼합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타

당하다. 단일유체모델은 각 相의 유체가 국소질량중심과 함

께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식(1) 및 식(2)와 같이 단일의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운동방정식의 시스템에 의해 기

술될 수 있다.

(1)

(2)

여기서, (i=1, 2, 3)는 필터된 3차원속도장(filtered velocity

field)으로 는 압력, gi는 중력

에 의한 가속도벡터, 는 밀도, 는 동점성계수, 는

SGS(Sub-Grid Scale)응력텐서, 는 변위-응력텐서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위의 식에서 밀도  및 동점성계수 는

기체 혹은 액체를 결정하는 공간과 시간의 함수이다. 즉, 서

로 다른 유체(액체와 기체)는 밀도와 점성을 고려함으로써

동일한 식(2)의 운동방정식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단

일유체모델은 계산격자내에 多相유체의 균질혼합을 가정한 혼

합유체모델과 대조적인 것으로 경계면을 통한 각 相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Akiyama and

Aritomi, 2002). 또한, 경계면에서 二相유체의 거동을 밀도와

점성에 대하여 가중평균을 사용한 단일의 운동방정식을 적용

함으로서 單相流해석에서 복잡하게 되는 자유수면에서의 경

계조건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더불어 자유수면에 처리에 대

한 수치프로그램의 구성이 보다 간략화 될 수 있다는 큰 장

점도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표면장력의 영향은 무시되었

으며, SGS응력텐서 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3)

여기서, 는 와동점성계수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의 수치모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magorinsky

(1963)에 의한 LES모델을 적용한다. LES에서 와동점성계수

는 SGS의 특성길이(필터폭) Δ와 변위-응력텐서의 강도에 비

례한다(Lesieur et al., 2005).

(4)

여기서, Cs는 Smagorinsky의 상수로 다음의 식으로 근사될

수 있다.

(5)

Kolmogorov상수(Lesieur et al., 2005) α=1.5를 식(5)에

적용하면, Smagorinsky상수는 로 주어진다. 그리

고, SGS 특성길이 Δ 및 변위-응력텐서의 강도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6a)

(6b)

2.2 VOF법

2상류의 시뮬레이션에서 기체와 액체가 구성하는 접면의

추적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VOF(Hirt and Nichols, 1981)법

을 적용하며, 이는 2상류모델에 기초한 LES와 결합된다.

Hirt and Nichols(1981)에 의해 제시된 VOF법 이후로,
GENSMAC(Tome and McKee, 1994), TUMMAC(Miyata and

Nishimura, 1985), FCT-VOF(Rudman, 1997) 및 MARS

(Kunugi, 2000)을 포함하는 많은 수정 및 확장된 접면추적

법이 접면의 재구축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대체스

킴으로 제안되어 있다. 하여튼, 이러한 방법은 자체가 가지

는 있는 알고리즘 때문에 부가적인 계산시간이 요구되며, 특

히 3차원수치해석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가적인 계산시간이

소요된다. 비록 Hirt and Nichols(1981)의 VOF법이 접면의

재구축에 SLIC(Simplified Line Interface Calculation)을 사

용하지만 그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검

증되어 왔다. 

VOF법은 0(氣體相)에서 1(液體相)까지의 범위를 갖는 컬

러함수(color function)인 VOF함수 f에 기초를 두고 있다.

VOF함수를 사용하면, 0<f<1을 갖는 각 계산셀에서 접면이

결정된다. 게다가, 접면셀에서 二相의 유체밀도 와 동점성

계수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VOF함수에 의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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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

(7b)

여기서, 첨자 w 및 a는 液體相과 氣體相의 물리량을 각각

나타낸다.

VOF함수의 이류는 다음과 같이 각 셀에서 액체의 보존을

고려함으로서 얻어진다.

(8)

접면의 위치는 각 접면셀에서 VOF함수의 기울기 ▽f에

의해 정의된다.

2.3 기초방정식의 이산화

기초방정식(1)과 (2) 및 VOF함수의 이류방정식(8)은 직교

교호격자를 적용한 유한차분법에 의해 이산화된다. 이산방정

식은 Amsden and Harlow(1970)에 의해 개발된 SMAC법

및 Nakamura and Yabe(1999)에 의해 제안된 MCIP법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2.3.1. SMAC법

SMAC법에서 운동량방정식의 모든 항은 n+1의 시간스텝

에서 임시유속 에 대해 첫 번째 스텝에서 다음의 식과

같이 양적으로 계산된다.

(9)

두 번째 스텝에서 연속식을 만족하도록 임시유속장에 대한

Poisson방정식이 음적으로 해석된다. 즉, 임시유속장은 다음

의 시간스텝에서 압력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10)

여기서, . 계산된 임시유속장 가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함으로서 다음의 식과 같은 압력보정에

대한 Poisson방정식을 얻는다.

(11)

식(11)로부터 압력보정 δp에 관한 연립1차방정식을 구성하

여 MICCG(modified incomplete Cholesky conjugate gradient)

법에 의해 δp를 구한다.

2.3.2. MCIP법

CIP(Cubic Interpolated Pseudo Particle)법은 쌍곡선방정

식의 수치해석에 있어서 수치확산이 작고, 안정적인 알고리

즘으로 알려져 있다(Nakamura and Yabe, 1999). CIP법에

서 격자내에 있는 어떤 물리량은 3차다항식에 의해 내삽되

고, 보간함수의 연속조건으로 각 격자점상에서의 1차공간미

분이 도입된다. 즉,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CIP법은

인접한 격자점사이의 이류계산에 있어서 대상격자점에서의

물리량뿐만 아니라, 해당물리량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격자점

간의 물리량을 추정하는 수법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 기초한 1차원 CIP법을 다차원으로 확장

하는 방법에는 1차원의 다항식을 직접 다차원공간에 확장하

여 적용하는 직접법과 각 차원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분리해

법이 고려될 수 있다. 1차원 CIP법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직접법의 경우는 수치계산시에 요구되는 기억량(메모리 점유

율)이 작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에, 3차원 보간함수를 산정

하는 경우에 과다한 10의 미지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3차원

으로의 확장에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Takewaki et al.(1985)에 의해 제안된 1차원 CIP

법을 Fig. 2의 방향분리법(directional splitting method)을

사용하여 3차원으로 확장하는 MCIP법(Nakamura and

Yabe, 1999)을 식(2)의 운동방정식의 이류항에 적용하는 것

으로 하였다. Fig.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x, y)방

향에 경사지게 (A, B)의 속도로 이동되지만, 방향분리법의

경우는 우선 (0, A)의 속도에 의해 방향으로 이동되고, 다음

으로 (0, B)의 속도에 의해 y방향으로 이동된다. 여기서, 식

(2)의 운동방정식은 시간분할법(time split method)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류단계의 식(12)와 비이류단계의 식(13)으로

분할될 수 있다. 

(12)

(13)

위의 식에서 이류단계 계산후의 유속을 나타내며, 식

(12)와 식(13)의 합은 식(9)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이하에서는 식(12)의 x방향성분을 대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하며, 여기서 이류속도와 이류의 대상이으로 되는 물

리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x방향의 유속성분 Φ를 함

수 로 표기하여 다음의 이류방정식을 고려한다.

(12)

여기서, Φ는 수송장의 물리량이다. 식(12)에 방향분리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각 방향에 대한 이류방정식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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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ui
*

–
Δt

------------- 1
ρ̃
---∂p
∂xi
------- ∂

∂xj
------- τij– 2ν̃Dij+( ) gi+ +–=

ui
*

∂Φ
∂t
------- u

∂Φ
∂x
------- v

∂Φ
∂y
------- w

∂Φ
∂z
-------+ + + 0=

Fig. 1 The principle of the CIP scheme

Fig. 2 The schematics of the directional split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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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3a)

(13b)

(13c)

여기서, 윗첨자(step1, step2, step3)는 방향분리법에서 각 방

향에 대응한다. 이하에서는 x방향에 대한 식(13a)에 대해 기

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IP법은 격자간의 물리량의 기울

기까지 고려하여 이류계산을 수행하므로 x방향으로 Φ의 공

간기울기를 얻기 위하여 식(13a)에 공간미분을 적용하면, 다

음과 같은 공간기울기에 대한 이류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14)

여기서, 로 정의되며, 식(14)의 좌변은 이류항,

우변은 비이류항이다. 우변의 비이류항을 제외하면, 식(14)는

식(13a)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이류방정식으로 되며, 함수

Φ의 공간미분인 gx가 u의 속도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함수 Φ와 그의 공간미분 gx의

전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함수 Φ의 형상을 이

웃하는 2격자점 i와 i+1에서 다음과 같은 3차원다항식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인접한 격자점상에서 주어지는 물리량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결정할 수 있다. 

(15)

여기서, A1, A2, A3, 및 A4는 결정되어야 할 계수로, 격자점

i와 i+1에서의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6a)

(16b)

(17a)

(17b)

x방향의 이류에 관련하여 첫 번째 스텝에서 구해지는 식

(16) 및 (17)의 결과로부터 식(15)의 계수가 다음과 같이 산

정된다.

(18a)

(18b)

(18c)

(18d)

짧은 Δt의 동안에 있어서 식(13a) 및 (14)의 해는 다음과

같이 근사될 수 있다.

(19a)

(19b)

이상의 과정은 이류속도가 인 경우에 대한 결과로,

인 경우는 이웃하는 2격자점 i와 i−1의 관계로부터 위

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항식의 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식(18)에 이류속도의 방향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20a)

(20b)

(20c)

(20d)

여기서, 인 경우에 , 이고, 인

경우에 , 이다. 따라서, 식(19) 및 (20)으로

부터 주어진 물리량 과 공간기울기 

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는 식(14)에서 비

이류항(우변항)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비이류항을 고려

한 는 식(14)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1)

이상으로부터 x방향에 대응하는 step1의 이류계산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step2에서 사용되는 물리량 Φ의 y방향으

로의 기울기를 산정하기 위하여 식(13a)를 적용하여

에 대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22)

위의 식에 중앙차분을 적용하고, 

을 고려하면, 식(22)로부터 step2에서 이용되는

을 얻을 수 있다. y 및 z방향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도 각 방향에서 물리량

Φ의 이류에 대해 동일한 과정이 사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MCIP법에 의한 이류계산의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단순한 사각형의 1차원이류계산결과를 Fig. 3에

나타낸다. 또한, 다른 계산스킴과의 비교를 위하여 일반적으

로 이류항의 계산에 이용되는 1차정도의 풍상차분과 2차정

도의 풍상차분에 의한 계산결과도 동시에 나타낸다. Fig. 3

의 이류계산에서는 Courant number C=0.04의 안정된 조건

하에 양의 값을 갖는 일정유속을 이류속도로 적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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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계산스텝후의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차정도의 풍상차분의 경우, 원래의 함수형태를

완만하게 하는 특징이 있으며, 1차정도의 풍상차분에 비해

정도가 높은 2차정도의 풍상차분의 경우에도 사각형의 우각

부에서 under-shoot와 over-shoot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MCIP법에 의한 이류계산 결과는 비록 약

간의 over-shoot가 발생하지만 풍상차분에 비해 상당히 양호

한 이류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초방정식의 이

류항에 MCIP법(Nakamura and Yabe, 1999)을 적용하고,

비이류항에 대해서는 유한차분법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2.4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서로 혼합되지 않는 2상류의 유체운동을 고

려하고 있으므로 액체만을 고려하는 단상류의 경우와 달리,

자유수면의 경계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계산영역의

최상단에서는 압력의 일정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수로의 바닥

및 측면경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투과조건과 slip조건을 적

용하였다.

3. 수리실험

3.1 실험수조

단파형성 및 전파에 관한 수리실험은 Fig.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길이 16.6 m, 폭 0.6 m 및 높이 0.45 m의 조

파수조에서 수행되었다.

단파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후의 고수위의 저수조

와 전면에 있는 수심 20 mm의 저수위의 저수조를 분리하

는 6.4 mm 두께의 스테인레스 게이트(격벽)를 순간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생성된다. 게이트는 0.5 Mpa의 공기압에 의해

작동되는 직경 64 mm의 압축공기피스톤에 의해 연직상방으

로 순간적으로 들어져 제거되며, 게이트가 수조의 상부면까

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0.2 s이다. 이러한 단파발생

시스템으로 정밀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유

사한 단파발생시스템이 Yeh, et al.(1989) 및 Ramsden

(1993, 1996)에 의해 사용되었다.

수조의 바닥은 스테인레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게이

트로부터 하류측으로 5 m 떨어진 곳부터 1.5 m의 길이는

투명한 플랙시유리바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투명한 바닥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구조물 주변에서 흐름 등을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바닥 아래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

3.2 수면형의 측정

공간수면변동의 시간적인 변화를 얻기 위하여 레이져형광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레이져빔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4W argon-ion 레이져(Spectra Physics, Stability 2017)를

사용하였으며, 빔은 manipulator(Dantec 60X24)를 통하여

정렬되고, 광섬유케이블(Dantec 60X0302)로 보내진다. 그리

고, 이 케이블은 빔을 레이져시트를 생산하는 진동거울

(General Scannings, 6214)로 전송되며, 레이져시트는 수조

에서 흐름부분을 조명하는데 사용된다. 거울은 스캐닝진폭,

시트의 위치 및 진동주파수를 조절하는 스캐너드라이버

(General Scannings, AX-200)에 의해 작동되며, 균등강도

는 function generator의 skewed saw-toothed signal에 의

해 얻어진다. 후술하는 DPIV와는 달리, 상부로부터 레이져

를 쏘아 2차원연직평면을 조명한다. 수면과 조명된 레이져

시트와의 교차부분이 수면형을 나타낸다. 조명된 수면을 포

착하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비디오테이프

로부터 화상을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Optimas로 불리는 화

상처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Optimas는 수면의

좌표를 추적하고,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법은 수중

에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즉 비교란상태에서 수면형의 시·

공간변동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3.3 유속의 측정

3.3.1 DPIV에 의한 유속측정 

흐름속도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2차원 평면에서 유속

Fig. 4 Schematics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ig. 5 Schematics of 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ry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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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할 수 있는 DPIV(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ry,

TSI Inc)로 측정되었다. Pulsating laser beam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dual-head continuum Nd(YAg레이져)를 사용하였다.

시트를 형성하도록 빔을 원통렌즈로 통과시켜, 조명된 2차원

수평면에서 흐름속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레이져로 조명된

수평면에서 흐름추적자로 투척된 반사입자의 운동을 포착하

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CCD PIV 카메라를 투명수로바닥 아

래에 연직상방으로 촬영되도록 설치하였다. 촬영된 화상정보

에 의한 유속산정에는 연속프레임 사이에 유체내의 반사입

자위치의 cross-correlation으로부터 유속을 산정하는 상용 소

프트웨어 패키지(Insight)를 이용하였다. 이 때 cross-correlation

함수는 FFT(Fast Fourier Transform)에 의해 계산된다.

DPIV의 샘플링시간은 14Hz이며, 흐름장의 공간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DPIV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였다. Table 1에 DPIV에 의한 유속측정의 위치를 나타내

며, 표에서 h1은 Fig. 6에 정의되어 있고, z는 수로바닥에서

연직상방을 나타낸다. 

3.3.2 LDV에 의한 유속측정

LDV(Dantec Electronics Inc) 시스템은 유체 중에 포함

된 미소입자(particle, fiberflow system)로부터 산란광에 의

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유체의 유속을 측정

하는 장치이다. DPIV에 의한 계측은 흐름장의 공간적인 변

화를 포착할 수 있는데 반해, LDV의 시스템은 한 지점에

서 흐름의 시간변동만을 측정할 수 있지만 샘플링시간은

DPIV보다 훨씬 짧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LDV 시스템의 해상도는 1.56 mm/s 이다. 본 실험에서 사

용된 LDV시스템은 광학계(optics), fiberflow시스템, signal

processor 및 4W argon-ion Coherent Innova 70 laser로

구성된다. 광학계는 조사된 레이저를 분리하는 transmitting

lens와 유속측정을 위하여 유체 중에 혼입시킨 미소입자에

의해 산란된 산란광을 모으는 receiving lens로 구성된다.

receiving lens를 통과한 산란광은 고속 photodetector에 의

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이러한 전기신호는 signal

processor에 입력되어 유체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도플러

주파수가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LDV를 사용하여 투명한

수조바닥의 아래에서 레이져빔을 조사하여 레이져빔에 수직

한 2차원수평유속성분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DPIV 및

LDV의 두 종류의 유속계를 사용함으로서 흐름장의 유속을

서로 보완할 수 있고, 또한 흐름구조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Table 2에 Table 1에 LDV에 의한 유속측정의 위치

를 나타낸다.

게이트가 순간적으로 제거될 때 모든 측정장치들이 동시

에 작동되고, 그리고 데이터획득장치에 신호가 동시에 보

내지도록 time-stamp trigger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시간의 원점은 time-stamp trigger의 작동개시, 즉

게이트가 제거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하였다. 유속계측방법

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Arnason(2005)을 참조하기

바란다.

3.4 실험케이스

Fig.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케이트의 전면에 있는 저수

조의 수심 ho는 일정하게 ho=20 mm로 유지되지만 배후에

있는 저수조의 수심 h1은 h1=100~300 mm로 변화된다. 발

생된 단파의 유속 및 수위변화에 대한 해석해는 FNSW(fully

nonlinear shallow-water)이론에 기초한 특성곡선법에 의해

얻어졌다(Arnason, 2005).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낸 정의

를 사용하여 Table 3에 나타내며, 표에서 F는 Froude수를

나타낸다.

Table 1. Measuring points by DPIV

h1(mm)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remarks

z(mm)

15 × × × × × O × O
O : measuring

× : not-measuring
35 O O O O O O O O

75 × × × × × O × O

Table 2. Measuring points by LDV

h1=(mm)
z(mm)

remarks
8 14 19 30 36 46 56 82 89

125 O O O O O O × × ×

O : measuring
× : not-measuring

150 O O O O O O × × ×

175 O O O O O O × × ×

200 O O O O O O O × ×

225 × O O × O O O O ×

250 O O O O O O O O O

275 O O × × O O O O O

300 O O O O O O O O O

Fig. 6 Definition sketch of the generated b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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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 및 수리실험결과

4.1 수위변동

Fig. 7은 게이트 전면의 저수조와 배후의 저수조의 수심이

가장 큰 ho=20 mm, h1=300 mm의 경우에 있어서 단파의

생성 및 전파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二相의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정식에 기초한 MCIP-SMAC-LES-VOF법(이

후로 MSLV법으로 약칭함)에 의해 계산된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수면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수면형은

VOF함수 f=0.5를 적용하여 iso-surface로 표현하였다. 또한,

x축의 좌표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의 위치를

원점으로 하류측을 정(+)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MSLV법을 이용한 모든 수치실험에서는 길이방향(x방향)에

대하여 수리실험에서 사용된 수조의 길이와 동일한 16.6 m,

단면방향(y방향)은 실험수조의 1/3인 0.2 m, 그리고 z방향에

대해서는 0.5m를 해석대상영역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계산

격자의 해상도는 일반 PC환경에서의 계산을 고려하여 같

Δx×Δy×Δz=2×2×1 cm를 이용하였으며 해석대상영역은

830×10×50의 해상도를 갖는다. 

먼저, 단파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계산의 시작(게이트의 제거)과 함께 물기둥의

붕괴(t=0.27 s)가 시작되고, 하류측의 유체저항으로 권파와 유

사한 쇄파가 연속하여 발생된다(t=0.27~0.630 s). 여기서, 이러

한 쇄파현상에 의하여 y방향으로 상이한 수위변동을 나타내

는 3차원적인 수위변동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t=0.345~0.630 s에서는 쇄파시에 기체가 액체로 혼입되는 과정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기쇄파로 인한 불안정수면은,

t=1.065~3.03 s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단

파의 형태로 발달된다. 또한, 단파의 배후에서 수면형은 단파

가 전파됨에 따라 수면진동이 발생하는 단파선단부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수면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Bore heights h2, propagation speed c, flow velocities
u2 and Froude number F

h1(mm) ho(mm) h2(mm) c(m/s) u2(m/s)

100 20 50.8 0.94 0.57 0.81

125 20 58.5 1.06 0.70 0.92

150 20 65.8 1.18 0.82 1.02

175 20 72.7 1.29 0.93 1.10

200 20 79.2 1.39 1.04 1.18

225 20 85.5 1.49 1.14 1.25

250 20 91.5 1.58 1.24 1.31

275 20 97.4 1.67 1.33 1.36

300 20 103.0 1.76 1.42 1.41

F
u2

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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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Time history of the computed water surface in case of h1=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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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h1=100~300 mm에서 단파의 통과에 따른 수위

의 시간변동을 나타낸 결과로, (1) 본 연구의 수리실험결과,

(2) 二相의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정식에 기초한

MSLV법에 의한 본 연구의 예측치 및 (3) FNSW이론에 기

초한 특성곡선법(이후로 CL법으로 약칭함)으로 산정된 예측

치(Arnason, 2005)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먼저, 단파의 전파속도를 살펴보면, 단파전면(bore front)의

평균전파속도 는 모든 실험치에 대해 두 예측결과와 잘 일

치하고, 상류측 저수조 끝단의 벽체로부터 반사되는 negative

wave의 전파시간도 두 해석법에 의해 모두 잘 예측되는 것

을 알 수 있다(여기서, MSLV법에 의한 negative wave의

전파시간은 각 그림에서 계산이 종료된 시점이다). 그러나,

단파전면의 전달속도에 관한 두 예측치와 실험치에서의 미

세한 차이는 이론에서 가정되는 게이트의 제거가 순간적이

지 않고, 전절의 수리실험에서 언급된 바로, 극히 미소하지

만 게이트의 제거에 유한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그로 인

한 차이는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작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위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의 경우에 MSLV법 및 CL법에 의한 두 예측

치와 실험치의 대응성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h1>200

mm의 경우에는 일정한 초기수위가 유지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치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

며, 특히 단파강도가 커질수록(즉, 수심비 이 커질

수록) 이 경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즉, 초기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CL법의 결과는 실험치와 차이를 나타내고, 이러한

차이는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크게 된다. 그러나, MSLV법에

h1 200 mm≤

h1 ho⁄ r=

Fig. 8 Comparison of the computed water surface levels and the experimental data. Blue line : results by MSLV; red line : results
by CL; empty circle :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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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예측치는 실험에서의 수위상승현상을 매우 잘 재현하

고 있고, negative wave에 의해 주어지는 수위강하현상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초기수위변

화의 수치적인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단파전면에서의 수위변

동에 관한 실험결과 및 두 예측치를 비교·검토하면, 실험

치는 본 MSLV법의 결과와는 매우 잘 일치하는 반면에,

CL법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CL법에서 정수압분포를 가정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단파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압력분포가 비

정수압분포이라는 것은 Pohle(1952) 및 Strelkoff(1986) 등

에 의해 지적되어 있고, 압력분포가 일정치를 유지하지 않는

다는 것이 Dressler(1954)에 의해 실험적으로 규명되어 있다.

또한, Mohapatra et al.(1999)는 비정수압분포의 영향을 나

타내기 위하여 Euler방정식을 사용하여 댐파괴류를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선형 Boussinesq방정식을 적용한 Mohapatra

and Chaudhry(2004)의 연구에 따르면, 수심비 의 경

우에 비정수압분포의 영향이 나타나고, 파속(전파거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

존의 연구결과와 본 MSLV법에 의한 수치해석결과 및 실험

결과의 각 특성이 정성적으로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의 고정도 수치해석 및 정밀한 실험으로부터 단

파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수위변동에 미치는 비정수압의 중요

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수압은 수위변동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

향은 크지 않다는 사실(Mohapatra et al., 1999; Mohapatra

and Chaudhry, 2004)에 근거하면, 실험결과에서 단파강도가 커

질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원인

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난류와 점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4.2 유속변화

Fig. 9는 저수조의 수심 h1=300 mm의 경우에 대하여 본

연구의 MSLV법에 의해 계산된 대표적인 二相流의 순간유속

장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二相流에서 경계면

인 자유수면은 Fig. 7과 동일하게 VOF함수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유수면에 x방향의 유속강도에 따라 contour를 나

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게이트가 순

간적으로 제거된 후에 저수조의 물기둥이 붕괴되면서 x축의

정(+)의 방향으로 液體相에서 강한 유속이 발생하며, Fig. 7

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쇄파를 동반하는 液體相의 급격한

수위변동에 의하여 氣體相에 반시계방향의 渦가 형성되는 현

상을 확인 할 수 있다(t=0.345~0.630 s). 단파의 전파에 따

라 液體相의 유속벡터성분은 단파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발

달하고, 단파전면의 배후에서는 안정된 유속성분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t=1.755~3.030 s). 또한, 단파전면의 배후에

서 氣體相의 유속크기는 液體相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작

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단파전면에

서 氣體相의 유속성분은 단파형성의 초기(t=0.630 s)에 비하

여 渦의 강도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단파전면에서 氣體

相의 渦는 液體相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단파의 전파

에 따라 氣體가 연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MSLV법에 의하여 계산된 유속성분의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리실험에 의한 측정결과와 비교하였

다. Fig. 10은 x=5.2 m에서(케이트로부터 하류측으로 5.2 m

의 위치) LDV와 DPIV에 의해 측정된 실험치와 MSLV법

에 의한 본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CL에 의한 결과

도 같이 제시되어 있다. 각 그림에서 점선은 DPIV에 의한

측정결과를, 실선의 곡선은 LDV에 의한 측정결과를 각각

나타내며, 실선의 직선은 MSLV법에 의한 예측치를, 파선은

CL법에 의한 예측치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수위변동의

비교에서와 같이, 상류측의 저수조 끝단의 벽체로부터 반사

되는 negative wave의 도달시간은 CL에 의한 곡선의 종점

으로 주어지고, (*)를 병기하였다.

여기서, DPIV에 의한 유속은 Table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h1=250 및 300 mm의 경우는 z=15, 35 및 75 mm

에서 측정되었고, 나머지는 바닥으로부터 z=35 mm인 위치

에서 측정되었다. 그리고, Fig. 4에서 측정치로 주어지는 수

심평균유속은 x=5.2 m에서 DPIV 투사영역(160×160 mm)

의 수로폭방향으로 평균까지도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LDV

에 의한 유속은 x=5.2 m의 수로폭의 중앙에서 측정되었으며,

r 0.4≥

Fig. 9 An instantaneous velocity field according to the propagation of bore in the case of h1=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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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50 및 300 mm의 경우에 연직방향으로 최대인 9점에서

부터 h1=125, 150, 175, 225 mm의 경우에 최소인 6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점에서 측정되었다. 그리고, 흐름속도는

연직방향의 각 지점에서 LDV의 측정데이터를 수심평균하여

계산되었다.

먼저, CL법에 의한 예측결과와 실험치를 비교·검토하면,

단파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즉 에서 전반적으로

단파가 통과하는 동안에 속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따라

서 균등유속을 가정하는 CL법에 의한 예측치는 실험치를 과

대평가한다. 여기서, 단파강도가 작은 의 경우에

는 단파전면의 근방 및 배후에서 측정된 흐름속도와 CL법에

의한 예측치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

한 바와 같이, 단파강도가 커지고( 의 조건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F>1인 사류를 나타나낸다), 특

히 시간이 경과할수록 두 결과치의 사이에 차이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검토된 전 케이스에서 실험

치는 단파전면의 순간적인 통과의 근방에서 예측된 CL법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기초하면, CL법에 의한 예측

치는 단파의 전파과정에서 상한계유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서, 전술한 수위의 경우에는 단파전면 근방에서

예측치보다 낮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결국에는 예

측치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수심과 수심평균된 유속과의 곱

으로 주어지는 유량을 산정하면, 단파의 통과 동안에

h1=250 mm의 경우에 최대 9%정도로 증가한다.

MSLV법에 의한 결과치와 실험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실험치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L법으로는 예측불가능한 단파강도가 강해지고, 시간이 경

과될수록 나타나는 유속강하현상을 합리적으로 잘 재현하고

있고, 또한 negative wave의 도달 이후에 보다 급해지는 유

속강하현상까지도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단파전면의 근방에서는 실험치보다는 약간 작은 결과치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하나의

큰 원인으로 급격한 수위변동에 의한 단파형성의 초기단계

에 단파전면에서의 기체(공기)연행을 들 수 있고, 수중으로

공기가 혼입되는 경우에 실험 및 MSLV법에서 정확한 유속

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MSLV법 및 CL법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전

반적으로 CL법에 의한 예측치가 MSLV법의 경우보다 다소

큰 값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보다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위변동

에서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CL법에 의한 결과가 MSLV법의

경우보다 다소 큰 값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속

변화에서 CL법의 결과가 MSLV법의 경우보다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수위변동에서 그러한

h1 175 mm≥

h1 150 mm≤

h1 150 mm≥

Fig. 10 Comparison of the computed velocity with the experimental data.  Blue line : results by MSLV; black straight line : results
by CL; black curved line : measured data by LDV; black circled symbol : measured data by D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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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난류와 점성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역시 두 예측치에서 유속의 차이는 난류와 점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단파강도에 따른 와의 구조

본 절에서는 단파강도의 변화에 따른 渦의 형성과 구조를 고

찰하기 위하여 MSLV법에 의한 液體相의 예측유속장을 기초로

하여 Hunt et al.(1988)에 의하여 제시된 Positive-Q정의에 의

한 渦의 구조를 해석하였다. Positive-Q정의에 의한 渦해석은 3

차원 속도성분데이터에 기초하며, 속도경사텐서 의 대

칭성분(symmetric part)인 식(23)의 Sij과 반대칭성분

(antisymmetric part)인 식(24)의 Ωij로부터 식(25)와 같이 정의

되는 Q의 양의 값으로부터 渦구조를 해석하는 기법이다. 

(23)

(24)

(25)

즉, Positive-Q정의에 의한 渦해석방법에서는 와류의 중심

에서 국소최저압력이 발생하고 그 중심은 Q가 양의 값을 갖

는 영역으로 정의된다(Lesieur et al., 2005). Positive-Q정의

에 의한 渦구조해석방법의 이외에도 Δ정의, Negative-λ2정의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Δ의 정의법은 Positive-Q의

경우보다 복잡하고, 더욱이 Lesieur et al.(2005)에 의하면,

Positive-Q의 정의법은 Δ의 정의법을 충족시키고, Negative-λ
의 정의법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러한

渦구조해석법은 가시적으로 渦구조를 고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Fig. 11과 12는 저수조의 수심이 각각 h1=100 및 300

mm의 경우에 단파의 전달에 따른 渦해석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는 Positive-Q isosurface는 동일하게 0.5를 각각 적

용하였고, 동시에 주유동방향(streamwise)인 x방향에 대한 渦

度 ωx의 크기를 Q isosurface에 contour로 표시하였다. Fig.

11과 12에서 전체적으로 渦구조를 비교하면, 단파강도가 큰

h1=300 mm의 경우가 단파강도가 작은 h1=100 mm의 경우

에 비하여 단파의 전달과정에서 수반되는 渦가 훨씬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유동방향으로 渦度의

∂ui ∂xj⁄

Sij 0.5
∂ui

∂xj
-------

∂uj

∂xi
-------+

⎝ ⎠
⎛ ⎞=

Ωij 0.5
∂ui

∂xj
-------

∂uj

∂xi
-------–

⎝ ⎠
⎛ ⎞=

Q
1
2
--- ΩijΩij SijSij–( )=

Fig. 11 Evolution of vortical structures with the streamwise vorticity for h1=100 mm

Fig. 12 Evolution of vortical structures with the streamwise vorticity for h1=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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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도 단파강도가 큰 h1=300 mm의 경우가 큰 값을 나타

낸다. 특히, Fig. 12의 결과를 살펴보면, 물기둥의 순간적인

붕괴에 따라 형성된 渦가 단파의 전파에 따라 단파전면 및

그의 배후근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渦구조의 형성에 따른 에너지소산에 의하여 전술

한 수위변동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단파전면의 배후로 수위가 점차적으로 상승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점성 및 난류성분이 수위 및 평균유속변동에 미치는

영향

4.4.1 점성 및 난류성분이 수위변동에 미치는 영향

Fig. 13은 예측치에서 점성의 유무 및 난류의 유무에 따른

수위변동의 영향을 나타낸 결과로, Fig. 11(a)가 h1=200 mm

이고, (b)가 h1=300 mm의 경우이다. 먼저, Fig. 11(a)에서

점성을 고려하지 않은 MSLV법(MNV1법으로 약칭함)의 결과

와 CL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검토하면, 단파전면을 통과한

이후에 MNV1법의 결과도 CL법에 의한 결과와 유사하게 일

정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MNV1법과 CL

법의 이론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압력분포의 차이에 있고, CL

법은 정수압분포를, MNV1은 비정수압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위변동의 기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

는 단파전면의 상층우각부 근방에서 급격하게 나타나고, 이후

에는 일정한 차이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점성을 고려한 MSLV법(MV1법으로 약칭함)의

결과와 MNV1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검토하면, 단파전면에서

는 점성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파강도가 상대적으

로 작은 Fig. 11(a)의 t>4.3 s에서 점성의 영향은 볼 수 있

다. 여기서, 4.3<t<8.4 s에서는 점성의 영향으로 수위가 약간

하강하는 반면에, t>8.4 s에서는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

타낸다. 그러나, 단파강도가 강할수록 점성의 영향은 거의 나

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향을 동수역학

에서 유속이 빠를수록 점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점성과 난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MSLV법과

MV1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검토하면, 단파전면에서는 난

류의 영향으로 수위가 미소하지만 약간 상승하고, 이후에는

시간경과에 따라 수위가 하강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하강현상은 단파전면의 상층우각부 근방에서 가장 크고, 나머

지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그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난류에 의한 이러한 상층우각부 근방에서 수위

하강현상은 단파강도가 강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상으로부터, 비정수압의 영향은 단파전면에서 급격한 수

위하강로 나타나고, 점성과 난류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수위

강하로 주어지지만, 특히, 단파전면의 상층우각부 근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 비정수압, 점성 및 난류의 요

소 중에 수면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정수

압과 난류이며, 상대적으로 점성의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

되고, 이러한 경향은 단파강도가 강할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2 점성 및 난류성분이 평균유속변동에 미치는 영향

Fig. 14는 예측치에서 점성의 유무 및 난류의 유무에 따른

평균유속변동의 영향을 나타낸 결과로, h1=300 mm의 경우

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점성을 고려하지 않은 MNV1법의

결과와 CL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검토하면, 전반적으로

MNV1법의 평균유속이 CL법에 의한 결과보다 작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술한 바와 같이, MNV1법

과 CL법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압력분포의 차이에 있고, CL

법은 정수압분포를, MNV1법은 비정수압분포를 가정하고 있

다. 따라서, 정수압분포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유속이 크

게 나타나고, 이러한 경향은 단파전면의 상층우각부에서 급

격하게 나타나며, 이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의 일정한

차이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점성을 고려한 MV1법의 결과와 MNV1법에 의

한 결과를 비교·검토하면, 단파전면에서는 점성을 고려한

경우가 느리고, 단파전면의 상층우각부에서는 빠르고, 이후

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시 느리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그 차이는 매우 미소하다.

그리고, 점성과 난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MSLV법과

Fig. 14 The effects of viscosity and LES model on velocity.
Black line : results by CL; blue line  : results by MSLV;
green line : results by MNV1(no viscosity); pink line :
results by MV1(no LES); black curved line : measured
data by LDV; black circled symbol : measured data
by DPIV

Fig. 13 The effects of viscosity and LES model on water level. Red line : results by CL; empty circle : experimental data; blue line :
results by MSLV; green line : results by MNV1(no viscosity); pink line : results by MV1(no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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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1법에 의한 평균유속의 결과를 비교·검토하면, 단파전

면 및 그의 상층우각부 근방에서는 난류의 영향으로 평균유

속이 다소 빨라지고, t > 6.5 s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약간

느려지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

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압력분포, 점성 및 난류가 평균유속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 압력분포의 차이, 즉 정수압분포의 가정

은 결과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평균유속의 과대평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된다. 한편, 점성의 유무 및 난류의

유무가 평균유속에 미치는 영향은 압력분포의 경우에 비하

여 매우 작고, 특히 점성의 유무에 따른 결과치의 차이는

미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지진해일파, 조석파 혹은 댐파괴류의 선단부에서 형성되는

단파가 연안구조물에 큰 충격파력 및 기초지반의 세굴을 발

생시켜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단파의 붕괴로 인

한 높은 처오름과 급격한 지형변동 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

지만, 단파의 형성과 전파과정에는 충격파, 도수, 사류, 와

및 공기연행 등과 같은 기체를 포함한 유체의 복잡한 상호

간섭현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파의 물리적인 제현상

이 충분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것이 現狀이다. 이러한 단파

의 전파에 따른 수위변동은 댐파괴류의 연구에서 상대적으

로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비점성의 정수압

분포에 가정한 천수방정식에 기초한 수치해석법 및 해석해

에 의한 결과들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충격파 포착의 정도

를 향상시키면서 단파전면에서 gib현상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수치스킴의 개발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더불어, 단파의 장기적인 전파에 따른 수위변동현상

의 재현에 치우쳐 있고, 수리실험을 병행한 수치해석법으로

단파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는 연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비정수압, 점성, 난류 및 수면 상층

부의 기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二相流의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정식에 VOF법, LES모델, SMAC법 및

MCIP법을 적용하여 유한차분법으로 고정도의 수치해석을 실

시하고, 동시에 DPIV 및 LDV에 의한 정밀한 수리실험을

수행하여 단파의 형성과 전파에 따른 수위 및 유속변동에

미치는 압력분포, 점성, 난류 및 상층부의 공기의 영향을 면

밀히 분석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중요한

사항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하여 아래에 기술한다.

1. 단파의 형성과 전파에 따른 수위 및 유속변동의 해석에

二相流의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정식에 VOF법,

LES모델, SMAC법 및 MCIP법을 적용하여 유한차분법으

로 얻은 수치해석결과와 FNSW이론의 특성곡선법에 의한

해석결과 및 실험치와의 비교분석으로부터 본 수치해석법

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증할 수 있었다.

2. 비정수압분포를 고려하면, 정수압분포의 경우보다 단파전

면에서 급격히 수위가 하강하지만, 이후에는 보다 높은 일

정한 수위를 나타낸다.

3. 점성과 난류의 영향을 고려하면, 비점성 및 비난류의 경

우보다 전반적으로 수위강하로 주어지지만, 단파전면에서

는 거의 영향이 없고, 단파전면의 상층우각부 근방에서 특

히 크게 나타나고, 이후에 그 영향은 작아진다.

4. 비정수압, 점성 및 난류의 요소 중에 수면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정수압과 난류이며, 상대적으로

점성의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향은 단파

강도가 강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5. 압력분포, 점성 및 난류가 평균유속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수압분포의 가정은 결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결

국에는 평균유속의 과대평가를 나타낸다. 점성의 유무 및

난류의 유무가 평균유속에 미치는 영향은 압력분포의 경

우에 비하여 매우 작고, 특히 점성의 유무에 따른 결과치

의 차이는 미소하다.

6. 본 연구의 수치해석결과과 수리실험결과의 비교에서 주어

지는 약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수치해석이 가지는 오차

특성을 포함하여, 게이트의 제거에 소요되는 유한시간, 측

정오차 및 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은 바닥마찰 등의 영향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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