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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점성유체의 다상유동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전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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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is flow is a composition of solid objects of various sizes, suspension and water, which occurs 
frequently as the results of landslide following heavy rainfall. This often causes extensive damage in the form of 
socio-economic losses and casualties as witnessed during the incident around Mt. Umyeon, Seoul in 2011. There 
have been numerous investigation to mitigate the impacts from debris flow; however, the estimation as 
preparedness measure has not been successful due to nonlinear and multiphase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both in material and process inherent in the debris flow. This study presents a numerical approach to simulate 
the debris flow using open source code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penFOAM with non-Newtonian 
viscosity model for three phase material modeling.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numerical method, the 
quantitative evaluations were made by comparisons with experimental results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was carried for the case of debris flow in the actual incident from Mt. U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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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

곡이 짧은 지형적 조건 때문에 산사태와 토석류 등 산지재해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재해는 사방사업법 제2

조 5호와 6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산사태는 자연적 또

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현상이고 토

석류는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토석류는 물과 혼합되

어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사의 함수비가 주요 인자로 작

용한다. 따라서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

우와 여름철 태풍을 동반한 많은 강수량은 토석류를 유발하

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태풍, 호우 등의 기상재해

에서 산지재해로 확대되는 복합적인 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Fig. 1의 2011년 

서울 도심지에서 발생한 우면산 토석류는 도로, 아파트 등이 

파손되는 등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

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국가적으로 대책

을 수립하는 등 산지재해의 방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

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토석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실험, 수치해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im 등[1]은 모래와 물을 혼합하여 토석류를 구성하였고 함

수비에 따라서 도달거리, 도달시간, 확산분포 등 토석류의 거

동 특성을 실내 모형실험에 의해 분석한 바 있지만 토석류를 

구성하는 물질의 다양성이 배제되었다. Jun과 Yune[2]은 강원

지역의 빈번한 토사 재해가 발생하는 180여 개소의 현장조사

를 통해 토석류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강우량과 더불어 선행 

누적강우량이 토석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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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bris flow at Mt. Umyeon(Photo by Yonhap news)

량적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토석류를 실험으로 재현할 때 지형경사, 규모 그리고 

비선형성 거동 특성 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치적 접근방법이 다수 이루어졌다. Kim 등[3]은 홍수, 이류, 

토석류 등을 모의하는 2차원 유한차분법 기반의 FLO-2D를 

이용해서 우면산 토석류를 재현하였지만 수치지형도의 해상

도, 매개변수의 산정 등의 문제로 유하속도가 실제 현상보다 

다소 과소평가되었음을 언급하였다. Shin[4]은 3차원 유한요소

법 기반의 단상 흐름을 이용하였고 미국지질조사국의 실험을 

토대로 토석류를 재현하였다. 그러나 비선형 점성모델의 물성

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나타내는 점성계수와 

지반의 세기를 지배하는 내부마찰각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지질조사국에서 약 100 m 규모의 토석

류 실험 수로에서 1992년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조성 물질을 

혼합하여 인위적으로 토석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성

질을 분석하고 있다[5,6]. 그리고 Boetticher 등[7,8]은 3차원 전

산유동해석을 이용한 토석류 수치해석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공개 소스인 OpenFOAM을 이용해서 토석류에 적합한 점성모

델을 개발한 바 있다. 기존의 Herschel-Bulkley 유체 기반으로 

함수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고 Coulomb 

-viscoplastic 유체를 이용해서 토사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을 고

려하였다. 이를 이용해서 실제 규모의 실험과 비교함으로써 

유효성을 검증하였지만 단면과 경사가 고정된 수로에서의 실

험으로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법 중에서 Boetticher 등[7,8]이 제

안한 전산유동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된 수치기법의 유효

성을 검증하고 2011년 우면산 토석류를 재현함으로써 지형 

경사를 고려한 수치해석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3차원 전산유동해석 라이브러리인 OpenFOAM은 소스

가 공개되어 사용자 임의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

으며, 토석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삼상유동 수치기법에 적용하

였다.

2. 지배방정식과 수치해석 기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형을 기반으로 지표면에서 흐름이 

발생하는 비압축성, 비정상유동을 가정한 토석류를 모의하였

다. 토석류는 토석, 현탁액, 공기를 모사하기 위해서 삼상유동

(Three phase) 기법으로 가정하였고, 전산 격자의 체적분율에 

의해서 상(Phase)의 경계를 추적하는 VOF(Volume of Fluid) 기

법을 적용하였다. VOF기법은 검사체적 내에서 유체의 체적분

율(Volume fraction, )이 0 혹은 1인 경우로 유체의 상을 구

분하며, 자유표면은    에 위치한다. 이때 세 개의 상

중에서 두 개의 상(토석, 현탁액)은 서로 혼합될 수 있는 특

징이 있다. 여기서 유체의 점성과 밀도는 물성이 다른 각 유

체를 고려하여 식 (1)-(4)과 같이 산정된다.

   (1)

  (2)

   (3)

   (4)

여기서 는 점성계수( ·)이고 아래첨자 은 각각 토석

()과 현탁액()이 혼합된 상이고 는 대기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삼상 유동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유동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은 식 (5)-(7)과 같이 연속방정식, 운동

량 방정식 그리고 수송방정식이 사용된다.

∇· (5)




∇·∇·∇  ∇ (6)




∇·   (7)

여기서 는 속도, 는 유체의 밀도, 는 동점성계수, 는 

중력가속도, 는 압력, 그리고 는 표면장력을 의미한다.

한편, 식 (7)에서 유체의 체적분율에 의해 구분된 두 유체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속도와 혼합성분에서의 확산

현상을 고려하여 수정된 수송방정식은 식 (8)과 같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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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기서 는 확산상수이고 는 두 유체의 상대속도의 벡

터성분을 의미하며, 통상 Compression velocity라고 한다.

2.2 비선형 점성모델

토석류는 토사와 물이 혼합된 형태로 비선형 점성 거동의 

특징을 보인다. 함수비와 토사의 내부마찰각 등이 거동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수치해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를 고려

하는 점성모델이 필요하다. 통상 토석류를 구현하기 위한 점

성모델은 항복응력의 영향이 내포된 Bingham plastic과 

Herschel-Bulkley 유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점성 

모델은 토사의 영향 등 토석류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Boetticher 등[7,8]은 함수비와 토사의 농

도를 고려하여 Herschel-Bulkely 점성모델을 토석류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였으며, 토사 내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서 Coulomb-viscoplastic 유체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비뉴턴 유체의 모델 중에서 비교적 

상세한 물성을 반영할 수 있는 Herschel-Bulkley 모델을 이용

하였으며, 이는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는 전단응력, 는 항복응력, 는 전단변형률, 는 

비례상수를 의미하는 컨시스턴시 지수(Consistency index) 그리

고 은 유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유동지수(Flow index)다. 이

때  은 층밀림이 얇은 유체(Shear-thinning fluid),  

은 층밀림이 두꺼운 유체(Shear-thickening fluid)이며,  과 

  이 동시에 만족하면 뉴턴유체(Newtonian fluid)다.

이와 같이 기존의 Herschel-Bulkley 점성모델에 토석류를 구

성하는 조성 물질의 농도를 고려한 식 (10)과 같이 변환하여 

사용한다[7,8].

  

 (10)

여기서 는 토석류를 구성하는 흙, 돌 등 고체의 농도, 은 

입경이 미세한 점토의 농도를 의미한다. 이때 는 실험 등에 

의한 경험계수로써 식 (11)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9].

 








 ≤ 

   
(11)

이상의 점성모델은 기존의 Herschel-Bulkley 유체를 토석류

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였으며, 토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

호작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마찰각 등을 고려한 식 (12)의 

Coulomb-viscoplastic 유체를 적용하였다[7,8].

min ∥∥
·sin


∥∥  (12)

여기서 min는 점성계수의 최솟값, 는 내부마찰각이다. 이

때 내부마찰각은 지반의 세기를 지배하는 상수로서 인접한 

토사 간의 마찰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유동지수()과 유

사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써 이 값이 증가할수록 층밀림이 얇

은 유체처럼 거동한다[9,10]. 이와 같이 비선형 점성모델에 의

해 유체의 점성계수가 결정되어 식 (6)의 운동량방정식에 적

용된다.

2.3 수치해석 기법

토석류를 수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3차원 전산유동해석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사용하였다. OpenFOAM은 유한체

적법을 기반으로 3차원 Navier-Stokes 지배방정식을 해결한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산화한 후 가우스의 발산정

리를 통해서 면적벡터로 나타낸 후 수치기법을 적용하여 편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산

화한 방정식은 압력기반의 해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여

기서 식 (5)-(6)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연계하는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이

는 비정상 유동해석에 적합한 기법으로서 비대칭에 대한 보

정이 적용되어 격자의 왜곡이 비교적 큰 경우에도 안정적인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PISO 알고리즘은 이산화한 운

동량 방정식을 계산하여 속도를 구하고 압력방정식을 계산한

다. 그리고 속도를 갱신하여 동일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며, 이와 같은 순서를 해당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만큼 

반복하여 계산한다. 또한, 지배방정식의 각 항은 식 (13)과 같

은 1차 정확도의 풍상측 차분법(Upwind differential)을 적용하

였다.

 








 for ·  
  for ·  

(13)

여기서 는 물리량, 은 법선 방향의 벡터, 아래첨자 과 

은 인접한 두 격자의 중심이다.

그리고 시간항은 식 (14)와 같은 1차 정확도의 내재적 기

법(Euler implicit scheme)을 적용하여 매 시간 단계만큼 물리

량이 갱신되어 적용된다. 이때 는 시간, ∆는 시간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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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의미한다.




∆
 ∆·∆ (14)

본 연구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사용한 1차 정확도의 

수치기법은 상대적으로 수치적 확산 오차가 우려되지만, 복잡

한 거동에 대한 해의 수렴성을 확보하고 향후 실제 지형조건

과 해석영역을 고려할 경우 계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한편, 유체의 상은 2차 정확도의 TVD(Total Variation 

Diminishing; vanLeer)기법을 사용하여 다상성을 지닌 유체의 

상 경계에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단일 경사 사면을 이용한 토석류 해석

3.1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단일 경사 사면 토석류 모형실험에 대해 본 논문

의 방법을 적용하여 토석류의 확산범위를 비교하였다. 모형실

험은 토석류를 인위로 발생시킨 후 경사 30°, 길이 0.65 m의 

수로를 지나 1.2 m×0.9 m 크기의 평판에서 확산되는 양상과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1]. 이때 토석류의 조성 물질은 물과 

모래 2,000 g를 사용하였고 함수비는 30 ~ 65%로 5% 단위로 

조정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함수비 40 ~ 60%에 대해서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고 토사와 물의 양을 고려하여 식 (11)-(12)에서 전단응

력과 농도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경험계수로써 실

제 유동과 비교하여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단응력은 20 

~ 40 Pa을 적용하였고 식 (13)에 의한 토사의 내부마찰각은 

34 ~ 36°를 사용하였다.

Fig. 3 Mesh generation and close-up of the slope

3.2 해석영역과 경계조건

토석류 수치해석에 사용된 해석영역은 Fig. 2와 같이 실험

장비와 동일한 규격으로 구성하였다. 해석영역에 사용된 전산 

격자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20여만 개의 격자를 구성하였

으며, 격자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수치 정확도

가 높은 직교 격자를 사용하였다. 이때 격자의 크기는 최소 

0.003 m, 최대 0.03 m로 생성하였고 토석류의 확산이 예측되

는 경로에 격자를 조밀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계조건은 토석류가 발생하는 경사면을 비롯한 확

산이 이루어지는 평판은 점착조건을 사용하였고 역류를 방지

하기 위해 유출부에 압력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경사면 

상단에서 토석류가 중력에 영향으로 흐름이 발생하도록 대기

압조건을 설정하였다(Fig. 2).

3.3 이동거리와 확산범위 비교

단일 경사 사면에서 수행한 토석류의 확산 범위와 수치해

석에 의한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는 함

수비 40%일 때 토석류의 확산 범위다. 이때 반경 0.2 m 정도 

이동하였고 도달시간은 각각 1.89초, 1.7초이다. 그리고 Fig. 5

는 함수비 60%인 경우로 실험에서는 0.89초 동안 0.81 m 이

동한 반면에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는 도달시간 0.9초에서 

0.60 m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성적인 비교를 통해서 토석류의 확산을 나타낸 

후 Fig. 6에서는 윤곽선을 추출하여 정량적인 비교를 나타내

었다. Fig. 6(a)는 함수비가 40%인 경우로 도달시간의 차이는 

약 2초이며, 동일한 도달시간에서 토석류의 도달거리는 각각 

0.28 m와 0.26 m로 약 3%의 오차가 발생했다. Fig. 6(b)는 함

수비가 50%이며, 이때 도달시간 1.3초에서의 도달거리는 각각 

0.72 m와 0.60 m로 약 14%의 오차가 발생했다. Fig. 6(c)는 함

수비가 60%이며, 동일한 도달시간에서 도달거리의 오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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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sec
(a) Experiment with a model[1]

1.9 sec
(b) Computational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 with computational 
                     for water content of 40%

26%로서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함수비는 식 (10)에서 현탁액과 점토의 농

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 함수비에 따른 도달거리

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토사의 농도-함수비 간의 관계

와 이로 인해 산정되는 전단응력의 민감도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면산 토석류 수치해석

4.1 개요

201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산(37° 28´ 

15´´N, 127° 00  ́ 34´´E, 293 m)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약 

0.89 sec
(a) Experiment with a model[1]

0.9 sec
(b) Computational

Fig. 5 Comparison of experiment with computational 
                      for water content of 60%

33개소에서 토석류가 일제히 발생하였다[10]. 특히, Fig. 7에 

나타낸 북측 사면의 경우 13개소에서 토석류가 발생하였으며, 

도로와 아파트단지에 유입되어 전파 1가구, 반파 10가구의 파

손피해와 더불어 사망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기상은 3일 동안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평년 연 강수량

의 41%에 해당하는 587.5 mm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토석류

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물의 함량으로써 여름철 집중호우

와 태풍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

를 저감하기 위해서 방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동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토석류

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용된 토석류의 내부마찰각은 

21 ~ 35°, 전단응력은 1,020 N/m2를 적용하였다[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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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content 40%

(b) Water content 50%

(c) Water content 60%

Fig. 6 Front horizontal position of debris flow

4.2 해석영역과 경계조건

본 연구는 파손피해와 인명피해 그리고 수로를 벗어나 사

면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광범위한 면적에 피해를 

일으킨 북측 사면을 대상으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면 

Fig. 7 Moving path of the north slope side at Mt. Umyeon
                 (Google maps)

Fig. 8 Digital elevation model of Mt. Umyeon

경사를 고려한 유동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Fig. 8과 같은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을 활용하여 전산해석 

영역을 구성하였다. 해석영역은 Fig. 7에 표기한 바와 같이 래

미안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 주변으로 1,283 m×1,262 m×

200 m이며, 격자의 구성은 Fig. 9과 같이 총 78여만 개의 직

교격자를 설정하였다.

경계조건은 상부에 대기압조건을 부여하고 지표면은 점착

조건을 설정하였다. 유입부는 여러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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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utational domain and mesh generation

고려해서 기존의 격자를 수정하지 않고 좌표를 이용해서 일

정량의 부피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토석류의 초기 체적을 설

정하였다. 여기서 초기체적은 현장조사 자료의 발생부 평균부

피를 참고하였으며, 래미안 아파트 유역은 1,827 m3, 신동아 

아파트 유역은 105 m3이다[10].

4.3 토석류의 이동경로와 범위 비교

본 연구에서는 Fig. 7-8과 같이 우면산의 북측 사면 중에서 

래미안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 유역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토사가 붕괴된 이후 거동을 가정하였다. 서

울 도심지에 위치한 우면산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근에 주거

지역이 다수 분포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

다. 그러나 주민들에 의해 동영상이 촬영되는 등 다른 사면재

해보다 비교적 정량적인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

거로 산정한 유속은 약 28 m/s이다[3]. 반면에 본 연구의 수치

기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 유속은 약 25 m/s이다. 

또한, 토석류가 발생한 후 지형변화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이동경로와 확산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10], 이는 Fig. 10에

서 파단선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토석류 발생 지점 Path 1 ~ 

4으로 설정하여 수행된 전산해석의 결과로 나타난 토석류의 

확산분포도 Fig. 10에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수치해석에 의한 

이동경로는 비교적 유사함을 보였으나 일부 경로가 다른 원

인은 물성치와 수치표고모형의 해상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전산 해석에서는 앞 절의 모형실험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방류 체적을 일정량 발생시킨 후 일제히 유출되

는 형식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확산 범위가 다소 차

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지역에 가까운 유

하부 주변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산 해석이 내포하는 문제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유입되는 

(a) Raemian (b) Shindonga

Fig. 10 Comparison of contour of observation value[10] with 
computational data(White line: Contour of observation 
value revised to see clearly)

물의 양, 입경이 다른 토석 등 지속적으로 물성이 바뀌지만 

본 연구의 수치기법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거동이 배제되어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면재해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국내

에서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석류를 대상으로 수치해석

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비선형 

점성유동 특성을 보이는 토석류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방

안으로 공개 소스 라이브러리인 OpenFOAM을 이용하였고 다

상유동 기법에 적용하여 3차원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Boetticher 등[8]이 제안한 Herschel-Bulkley와 Coulomb 

-viscoplastic 점성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지형조건을 고려하기 

이전에 모형실험과 비교하여 수치기법을 검증하였다. 모래와 

물을 이용해서 함수비 40 ~ 60%를 수치해석으로 구현하였으

며, 40 ~ 50%의 이동거리와 확산범위는 비교적 유사함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의 함량이 높은 60%에서 이

동거리가 실험보다 다소 짧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 

제원에 따라서 물성을 검토하고 여러 조건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수치기법의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수치표고모형을 기반으로 지형조건을 고려한 

우면산의 토석류는 초기 발생부 주변에서 확산 범위가 다소 

과대평가되었지만 하류부에서는 비교적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수치기법이 초기에 일정량의 체적을 일시에 

붕괴되는 과정을 모사하였고 침식과 퇴적 등 토석류 거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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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련의 과정이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오차로 판

단된다. 또한, 토석류를 구성하는 조성 물질의 매개변수는 경

험계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산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흐름

이 발생할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물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정부(국민안전처)의 재원으로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MPSS-자연-2015 

-81].

Note

This paper is a revis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KSVHM 2016 Fall Annual meeting, Kangwon, Novembe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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