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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olitary wave-induced tsunami force acting on an onshore bridges in coastal area was numerically modelled by 

means of TWOPM-3D based on Navier-Stokes solver and VOF method which can track free surface effectively. The validity of 

numerical analysis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tsunami bore force acting on vertical wall and column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sunami force with the changing tsunami intensity were surveyed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The availability of 3-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was reviewed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isting numerical results 

and design criteria for each drag force coefficient by applying Morison equation considering only drag force. As reasonable and 

high-precision estimation method of tsunami force, it was suggested to apply the estimation method taking drag and inertial force 

into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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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 지진이나 해 화산 혹은 해 지반의 활동(sliding)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지진해일은 연안에 가까워짐에 따라 천수, 

굴 , 회   쇄  등에 의해 변형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해안 지 의 침수·범람에 의해 막 한 인명과 재산 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특히 지진해일에 의한 항만, 도로, 교량 

등과 같은 요한 사회간 자본의 피해는 사회·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래한다. 표 인 로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규모 M9.1의 지진에 의한 인도양 지진해일은 약 

23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스리랑카, 인도  말 이시아 등 주변국가에도 막 한 

향을 미쳤고,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 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지진해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0년 2월 

27일 칠 에서 발생한 규모 M8.8의 지진은 1960년 이후 

칠 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7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M9.0의 동일본 지진  지진해일로 2만 5천 여명의 인명 

피해가 래되었고, 10만 채의 가옥피해  유 탱크  

원자력 발 소의 폭발, 교량  공항할 것 없이 해당 지역의 

모든 인 라에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  사회경제활동에 

막 한 피해를 가져왔다.

여기서, 동일본 지진해일 시에는 주요 국도, 해안가 혹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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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Bridges damaged by tsunami due to East 

Japan Earthquake

등에 설치된 많은 육상 교량이 유실되었고(Photo 1 참조), 

이에 따라 시 한 인명복구 장으로의 근이 불가능하여 

많은 인명손실이 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지진해일 내습이 상되는 

육상 교량의 설계에 지진해일 력에 한 책이 반드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에 한 연구는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시에 다수의 교량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이후 본격 으로 수행되기 시작하 다. 로, Iemura 등 

(2005), Shoji와 Moriyama(2007) 등은 당시 교량의 피해 

정도  교량의 안정성에 해 Araki(2010a; 2010b) 등은 

실험에 기 하여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에 해 Shoji 

등(2009)은 지진해일 력의 분류에 해 Shigihara 등(2010)은 

지진해일 력과 교량의 안 율에 해 각각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Shoji 등(2010)은 쇄  단 의 작용 하에 교량에 작용하는 

수평  연직방향의 지진해일 력과 항력계수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편, 지진해일 력의 수치해석에서는 부분이 고정도의 

수치해석법으로 알려진 Navier-Stokes운동방정식과 VOF 

(Hirt and Nichols, 1981)법을 병용하는 수법 혹은 SPH 

(smoothed-particle hydrodynamics)법 등을 용하고 

있다. 이에 한 연구 사례로 Arikawa 등(2005), Xiao와 

Huang(2008), Shigihara 등(2010), Nakamura 등 

(2013), Tanabe 등(2013), Yim과 Azadbakht(2013), 

Bricker와 Nakayama(2014)  Xu(2015) 등의 다수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부분은 수치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수치해석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수치해석에서는 단면 2차원 인 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 끝단에서 회 상과 후  좌우로 

배치된 구조물군의 향 등과 같은 3차원 인 수 변동과 

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 을 지닌다. 그리고 많은 연구는 

단 에 의한 지진해일 력의 실험결과에 항력만을 고려한 

Morison식을 용하여 지진해일 력을 추정하고 있다. 한, 

수치해석의 경우는 력의 시계열에 한 실험치와의 비교로 

부터 수치해석의 타당성만이 주로 논의되고, Morison을 통한 

지진해일 력의 추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력의 산정에 자들이 개발하여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Navier-Stokes solver에 기 한 

3차원 혼상류 해석법 TWOPM-3D(3D 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ows)를 용한다. 한, 

정 한 계산을 수행하기 하여 수면형의 추 에는 VOF 

법을, 이산 방정식에는 SMAC(simplified marker and cell; 

Amsden and Harlow, 1970)법을, 난류해석에는 LES 

(large eddy simulation; Smagorinsky, 1963)모델을 

각각 용한다.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의 수치해석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체와 기체의 각 운동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3차원 혼상류 해석법을 용한 경우는 없었다. 혼상류 

해석법을 용하는 경우는 쇄 과정 등에서 연행되는 공기 

혼입에 따른 력의 감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장 을 

가지므로 술한 다른 수치해석법보다 고정도 해석법으로 

단된다. TWOPM-3D에 한 상세한 사항은 Lee 등 

(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으로부터 이 논문에서는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시에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Lueng Ie Bridge(Shoji et al., 

2009)를 상으로 고립 에 의한 지진해일 의 내습 시 

작용 력을 TWOPM-3D로 수치해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력의 추정에는 항력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항력과 성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Morison식을 용하 다. 

이로부터 항력계수와 성력계수를 추정하고, 결과를 기존의 

설계기 과 비교·검토하 다. 이로부터 수치해석법의 용성, 

그리고 력의 추정에서 항력계수와 성력계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Morison식의 용성과 타당성을 논의한다.

2. 수치해석 이론

혼상유체의 흐름운동에서 경계면의 추 이 가능할 경우 

서로 혼합되지 않는 혼상유체의 운동에 해서 단일유체모델 

(one-file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uid)을 

용할 수 있다. 각 상의 유체가 국소 질량 심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일유체모델은 식 (1)  식 

(2)~(4)와 같은 단일의 연속방정식 (1)과 Navier-Stokes 

운동방정식 (2)~(4)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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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cm, =2cm

(b) =40cm, =4cm

(c) =40cm, =8cm

Fig. 1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Matutomi,1991) and numerical ones of this study for 

the bore force acting on the vertical reve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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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 , , 는 좌표, , , 는 , , 

방향에 한 각 유속 성분, 는 압력, 는 력가속도, 는 

SGS(sub-grid scale)에서의 난류응력, 는 변 -응력에 

한 GS(grid scale)성분, 는 표면장력에 의한 체 력, 

는 부가감쇠 역에서의 감쇠계수, 는 도, 는 동 성 

계수로, 각각 기체 혹은 액체를 결정하는 공간  시간의 

함수이다. 는 조 소스(source)의 유량 도로, 조 소스가 

치하는   이외의 역에서는 0으로 주어진다. 는 

 를 포함하는 방향의 격자 폭이다.

3. 수치해석 결과

3.1 수치해석의 검증

3.1.1 Matsutomi(1991)의 실험 결과와 비교·검토

Matsutomi(1991)는 상·하류측에 큰 수 차를 갖는 수조 

내 게이트를 속히 개방하여 이 때 발생되는 단 (bore)가 

하류측의 연직벽면에 미치는 력을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수조의 크기는 길이 11m, 폭 0.3m, 높이 0.5m인 

직사각형 수조이며, 단 를 발생시키기 하여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5m인 지 에 게이트를 설치하 다. 본 연구의 

3차원 수치 동수조도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게이트의 상류 수심은 =40cm이고, 

하류 수심은 =2, 4, 8cm로 각각 변화되었다.

Fig. 1은 실험결과(Matsutomi, 1991)와 본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는 압계와 분력계로 각각 

독립 으로 측정된 두 실험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시간의 원 은 단 가 되어 연직 벽에 충돌하는 

시 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두 해석에 

의한 력은 증가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두 결과가 매우 잘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후반부 

에서는 본 수치해석 결과가 상 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수치해석 이론에 면 상에서 

마찰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3.1.2 Arnason의 실험결과와 비교·검토

Arnason(2005)은 상·하류에서 큰 수 차를 갖는 게이트의 

속개방에 의해 발생된 단 가 주상구조물에 작용되는 경우의 

3차원 력을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수조크기는 길이 

160cm, 폭 61cm, 높이 75cm인 직사각형 수조이다. 게이트는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40cm의 거리에 설치되었고, 주상 

구조물은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단면을 가지며, 

높이는 수조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용된 3차원 수치 동 

수로  주상구조물은 실험조건과 동일하지만, 수조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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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tup of vertical cylindrical pile and water levels 

in higher and lower water tank to generate bore

Fig. 3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of Arnason 

(2005) and numerical ones of this study for the bore 

force acting on the vertical cylindrical pile

Measured
Simulated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of Arnason 

(2005) and numerical ones of this study for the 

horizontal velocity of a bore



(cm)



(cm)



(cm)

(cm)

on the water depth  on the water depth 

60 3 6 4.02 4.98 6.0 7.2 7.2 10.1 11.4 13.5

Table 1 Water depths and solitary wave heights

80cm로 용되었다. Fig. 2에 본 수치해석에 사용된 3차원 

수치 동수로  구조물의 설치 치 등을 나타낸다.

Fig. 3은 사각형 단면의 주상구조물에서 단 에 의한 수평 

력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Arnason 

(2005)의 실험에서 측정된 값에 비하여 작은 값을 나타내며, 

단  력이 주상구조물에 작용하는 순간부터 상차가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술한 바와 같이 

수리실험에서 게이트의 속개방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상차에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차를 고려하지 

않고 실험결과를 좌측으로 상이동시키면 두 결과는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1.5s 근방에서 (-) 

(진행 의 반 방향)의 력이 나타나는 것은 된 단 가 

수조 연직벽면에서 반사되어 구조물의 배후 면에 작용한 

결과이다. 여기서, 단 의 최 력  최소 력에서 실험치 

와의 차이는 바닥마찰을 고려할 수 없는 본 해석법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계산에서 시간스텝  공간스텝 등도 수치해석 

결과에 향을 미치므로 향후 다각도 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Fig. 4는 게이트에서 하류측으로 35.4cm, 면 로 

2.6cm인 지 에서 수평유속을 측정한 것으로, 단 가  

되어 측정 을 통과하는 순간을 시간의 원 으로 나타내었다. 

수치해석 결과는 Arnason(2005)의 실험치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값의 변화과정도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연직벽체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연직 주상 

구조물에 한 기존의 정 한 실험결과와 본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검토하 다. 본 수치이론은 면 상의 마찰을 고려할 수 

없는 계로 실험치와의 차이가 인정되지만, 반 으로는 

실험치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 수행되는 고립  작용 하의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력의 

수치해석 결과도 그 신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단된다.

3.2 육상 교량과 고립 의 제원

연안역의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고립 에 의한 지진해일 

력의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약 4m 가량 이동된 Lueng Ie 

Bridge를 상으로 하 다. 수치해석에서는 Fig. 5와 같이 

길이 790cm, 폭 36cm의 3차원 수치조  수조를 용하  

으며, 고립 의 천수변형으로부터 큰 고를 얻기 하여 

1:3의 경사면을 설치하 다. 이 때, 수심과 고립 의 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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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finition sketch of 3-dimensional numerical wave tank in order to estimate tsunami forces acting on the bridge

Table 1과 같다.

용된 모형교량은 Fig. 6과 같이 하부에 높이 4cm를 갖는 

3개의 거더가 부착되었으며, 각 제원은 실제교량을 1:54로 

축 된 값으로 Table 2와 같다. 

(cm) (cm) (cm)  (cm) (cm) (cm)

36 19 3 3.7 3 4

Table 2 Sizes of plate and girder in model bridge

이 때,  0.067(=4.02cm)인 경우를 제외한 

=0.083, 0.10, 0.12(=4.98cm, 6.0cm, 7.2cm)의 

경우는 모두 고립 가 교량을 월류하 다. 

측정요소는 교량에 작용하는 수평  연직방향의 력이고, 

Morison식에 의한 력의 추정에서는 교량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교량의 치에서 수 변동, 유속  가속도이며, 가속도는 

유속의 Fourier변환으로부터 추정되었다.

L

B

T

< Side view >

< top view >

Unit : cm

D

2L1L2L1L 1L2L / 4 2L / 4

Fig. 6 Definition sketch of model bridge

3.3 지진해일 력의 산정과 Morison식에 의한 추정

Fig. 7은 상 과 거더를 포함한 교량 체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의 수평  연직방향의 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수평 력은 지진해일 의 진행방향이, 연직 력은 연직 상방이 

각각 (+)이다. 수평 력의 경우 모든 CASE에서 지진해일 

가 구조물에 도달하는 순간 최  력을 나타내며, 이후 

완만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연직 력에서 CASE 1(=4.02cm)의 경우는 지진해일 

가 교량을 월류하지 않은 경우로, 이 때의 작용 력은 

지진해일 가 교량에 도달하는 순간 최 치를 나타내지 않고 

차 증가하다가 약 0.2~0.3sec가 지난 후 최 치를 나타 

내고, 이후 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지진해일 가 

교량을 월류하는 CASE 2(=4.98cm), 3(=6.0cm)  

4(=7.2cm)의 경우 연직 력은 CASE 1과 동일하게 지진 

해일 가 교량에 도달한 후 0.2~0.3sec 가량 지난 뒤에 

최 치를 가진다. 이 후 차 감소하다가 교량을 월류한 

지진해일 에 의한 하향력이 상향력보다 상 으로 커지면서 

(-)의 력을 나타낸다. 이 때, (-) 력은 CASE 4에서 

-15N으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클수록 

지진해일 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구조물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고, 한 큰 수평  연직 력을 나타낸다.

Fig. 8은 CASE 2에서 수 변동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고립  조  후 =8.533sec(Fig. 8(a))와 = 

9.149sec(Fig. 8(b))에서 교량 주변에서 수 변동의 상황을 

나타낸다. Fig. 8(a)에서는 고립 가 모델교량의 방을 

월류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후방에서는 상  아래에 수면이 

존재하고, 상  하의 거더 사이에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b)는 고립 가 모델교량을 통과한 뒤 구조물 

주변에서 수 변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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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variat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tsunami forces acting on the bridge

(a) Front and side views at =8.533sec (b) Front and side views at =9.149sec

Fig. 8 Snapshots of fluctuation of simulated tsunami water level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을 Morison식으로 

추정하기 해서는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구조물의 앙 

치에서 수   유속의 시간변동을 산정하여야 한다. 지진 

해일 력의 추정은 고립 가 교량을 월류하지 않는 CASE 

1을 제외한 CASE 2, 3  4에 해 실시되었으며, 각 

CASE에서 산정된 수 변동 , 수평  연직유속   를 

Fig. 9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수 변동  유속 모두 

지진해일 가 구조물에 도달하는 순간 최 치를 나타내며, 

이후 완만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 커질수록 수 는 

커지나 수 변화에 따른 유속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되며, 연직유속은 수평유속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진해일 력의 추정은 수평 

력만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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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ime variation of the simulated water levels and 

velocities at the position in the absence of the bridge

Fig. 10 Estimated drag coefficients

Fig. 11 Comparison between the estimated maximum 

tsunami forces by Morison eq. considering drag force 

only and the numerical ones

3.3.1 항력만을 고려한 지진해일 력의 추정  실험결과에 

의한 설계기 과의 비교

식 (6)은 Morison식에서 항력성분에 상당하는 최 력 

으로, 본 연구에서 항력성분만을 고려하여 최 지진해일 

력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을 용하 다.

  



 (6)

여기서, 는 항력계수, 는 수평유속, 는 침수심, 는 

유체의 도, 는 흐름방향으로 구조물의 투  폭, 첨자 

max는 최 치이다. 최 침수심 와 최 수평유속 은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된 값을 용하며, 

일반 으로 
 ≠

 이다. Fujima 등(2009)은 


을 용하는 방법과 장조사에서 

의 시간 

이력을 추정하기 어려운 것에 착안하여 지진해일 력의 추정에 


 을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 경우만을 용한다. 그리고 항력계수에 하여 

FEMA-CCM(2005), Yeh(2006, 2007) 등은 사각형 

구조물의 경우에  =2.0, 원주 구조물의 경우에  = 

1.2를 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도로교 

설계기 (2008)에서는 이트 거더교의 항력계수를 다음의 

식 (7)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이 식에 의하면 본 연구의 모형 

교량은 =1.82의 값을 나타낸다.

   ≤≤ 
 ≤

(7)

여기서, 는 교량의 폭, 는 거더를 포함한 교량의 체 

높이이다.

Fig. 10은 수치해석에 의한 최 수평 력 과 


를 식 (6)에 용하여 산정된 항력계수  와 

침수율 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침수율은 

교량의 치에서의 침수심고 와 바닥에서 모형교량 

까지의 거리 의 비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침수율이 

커질수록 항력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산정된 

 은 CASE 2, 3  4에서 각각 1.40, 1.05, 1.02이고, 

 의 평균치는 1.16이며, 의 값에 따라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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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0.46 0.16 CASE   3 0.41 0.14

CASE   4 0.45 0.22 Average 0.44 0.17

Table 3 Estimated drag and inertia coefficients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본 연구에서 산정된  를 용하여 추정된 

최 지진해일 력  와 수치해석치 의 비를 

나타낸 것이며,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 에 의해 추정된 값도 

병기한다. 결과에 따르면 CASE 2를 제외한 CASE 3, 

4에서는 산정된  에 의해 추정된  는 수치해석치 

를 잘 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쇄  단 의 작용 하에 본 연구와 동일한 모델 

교량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실험 으로 검토하여 Morison 

식으로부터 항력계수를 산정한 Shoji 등(2010)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기 형의 쇄  단 에서는 단 고(수 차)에 

따라  =2.03, 1.86, 1.06, 1.90, 2.09, 2.03, 권 형의 

쇄  단 에서는  =1.53, 1.77, 1.50, 2.17, 1.96, 

2.16의 값을 각각 얻고 있다. 여기서, 기 형의 쇄  단  

체에서 평균치는  =1.83, 권 형의 쇄  단  체에서 

평균치는  =1.85의 값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실험치는 술한 본 수치해석으로부터 추정된 평균치  = 

1.16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 으로 실험에서는 지진해일 로 단 를,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고립 를 용하 기 때문이며, 쇄  단 의 

경우가 단  면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와류 등이 

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큰 항력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교량표면에서의 마찰을 수치  

으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찰항력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등을 

고려하면 본 연구로부터 추정되는 항력계수가 합리 인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되지만, 보다 정확한 값을 산정하기 

해서는 고립  작용에 한 정 한 수리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   =1.82 

보다도 본 연구의 값이 작은 것은 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 도 단 실험에 근거하여 추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3.3.2 항력  성력을 동시에 고려한 지진해일 력의 

추정

항력과 성력을 동시에 고려한 지진해일 력의 추정에 

Morison이 제안한 다음의 식 (8)을 용하 다.










 

  


 



  



(8)

여기서,  는 Morison식에 의한 추정 력,  는 항력 

계수, 은 성력계수,  는 흐름방향으로 구조물의 

투 면 으로 의 함수, 는 구조물의 배수체 으로 

의 함수, 는 가속도, 는 항력, 는 성력이다. 

항력계수와 성력계수는 추정치와 측치(수치해석에 의한 

결과)와의 사이에 주어지는 다음의 계 식 (9)와 같은 

최소자승법으로부터 산정되었다. 그리고 수치해석으로 얻어진 

유속의 시간이력을 Fourier변환하여 가속도의 시간이력을 

산정하 다.

 ∑   (9)

여기서, 은 수치해석에 의한 측정 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소자승법의 최소화 과정인 식 (9)의  =0  

=0으로부터 식 (8)을 용하여 항력계수와 성력 

계수를 산정하면 식 (10)  (11)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  ∑   ∑ 
∑ ∑  ∑ ∑ 

(10)

  ∑ ∑   ∑ 
∑ ∑  ∑ ∑ 

(11)

수치해석에 의해 측정된 수평 력, 침수심, 유속  가속도의 

각 시계열 값을 식 (8)에 용하고, 식 (10)과 (11)의 과정을 

통하여 추정된 항력계수와 성력계수를 Table 3에 나타 

내었으며, 4개의 CASE에 한 평균항력계수  평균 성력 

계수는 각각 0.44, 0.17로 추정된다. 이의 결과를 용하여 

산정된 추정 력과 수치해석에 의한 력의 시간이력을 Fig. 

12에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고립 의 CASE 2, 3  4 

모두에서 두 결과의 시간이력이 잘 일치하며, 한 최 치도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은 11과 12에서 추정된 최 지진해일 력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추정법과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   

수치해석치를 동시에 비교ㆍ검토한다. Fig. 13을 통하여 

CASE 2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에서 설계기   =1.82에 

의해 추정된 지진해일 력에 비해 항력만을 고려한 추정법이 

보다 수치해석치에 가까우며, 그리고 항력만을 고려한 방법에 

비해 항력과 성력을 동시에 고려한 추정법이 수치해석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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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ime variation of the computed and estimated 

tsunami forces in the bridge

Fig. 13 Comparison of computed and estimated wave 

forces acting on the bridge

더욱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진해일 력의 추정에 

항력과 성력을 동시에 고려한 추정법이 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연안역의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을 수치 으로 검토하 다. 지진해일 고의 변화에 따른 

작용 력 특성을 검토하기 하여 고정도 혼상류 수치해석 

법인 TWOPM-3D를 용하여 침수심과 유속의 시간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Morison식으로부터 지진해일 력을 

추정한 결과치  기존의 설계기 치 등과 비교ㆍ분석하 다. 

이로부터 수평 력은 지진해일 가 구조물에 도달하는 순간 

최 치를 나타낸 이후 완만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항력과 성력을 동시에 고려한 추정법이 항력만을 

고려한 추정법보다 지진해일 력을 보다 고정도로 재  

하므로 지진해일 력의 평가에 항력  성력을 동시에 

고려한 추정법이 합한 것 등의 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수치해석으로부터 추정된 결과에 기 하여 

산정된 력계수의 특성을 논의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력 

계수를 추정하기 해서는 수리시험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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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Navier-Stokes solver에 기 한 TWOPM-3D와 자유수면을 효과 으로 추 할 수 있는 VOF법을 결합한 

수치해석법으로 연안역의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고립 에 의한 지진해일 력을 수치 으로 검토하 으며, 연직벽체와 연직 

주상구조물에 작용하는 단 력에 한 기존의 실험치와 비교·검토하여 본 수치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실제로 피해

를 입은 교량에 해 지진해일 고의 변화에 따른 력의 특성을 수치실험을 통하여 조사하 으며, 육상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의 추정에 항력 성분만을 고려한 Morison식으로부터 얻어진 항력계수의 결과와 설계기 과의 비교로부터 본 3

차원 수치해석의 유용성을 논의하 다. 한, 지진해일 력을 보다 고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합리 인 방법으로 항력과 성

력을 동시에 고려한 Morison식의 용을 제안하 다.

핵심용어 : 육상 교량, 고립 , 지진해일 력, 항력, 성력, Morison방정식, TWOPM-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