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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plan breakdown by permeation of fill dam, bank by original decision scale model test of sound, 

original decision scale model test of sound that destroy having used water was carried out. And original 

decision scale model test of sound that use viscous fluid is carried out, but doubt remains in experiment 

result in state that verification of law of similarity is not achieved. In this study, verified according to 

Modeling of Models' method effecting law of similarity to use n ship horoscope solution of water.

필 댐이나 제방의 침투에 의한 파괴현상을 원심모형실험으로 모사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물을 이용해 

파괴시키는 원심모형실험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점성유체를 사용한 원심모형실험도 실시되고 있지

만, 상사법칙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험결과에는 의문이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

의 n배 점성용액을 사용해 상사법칙을 성립시켜 Modeling of Models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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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에서 생기는 현상을 동일 규모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원

형이 거대하거나 고가이기 때문에 실험을 목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 그 현상의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혹은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형에서의 실험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1/n로 축

소한 모형을 이용해 원형과 상사적인 현상을 발생시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모형실험이다. 아

울러 모형실험에 사용하는 모형은 힘, 시간, 속도 등 원형에서 나타나는 물리ㆍ역학적 현상 또한 시간�

공간적 변화과정을 원형을 대신해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형실험의 이점은 각 종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반복적인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점으로부터, 조

건을 단순화할 수 있고, 영향의 요인이 되는 제반조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

이다. 그리고 모형실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형이 원형에서와 같은 거동을 발생시

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형과 모형과의 물리량이 상사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모형실험

은 원형에서의 현상을 올바르게 재현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원심장에서 액상화실험 등 동적문제에 대해서 n배의 점성을 가지는 실리콘오일 등을 이용해 

상사법칙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실시되고 있지만, n배 점성용액의 사용에 의한 침투와 파괴의 정적 연성

문제에 대한 상사법칙을 만족시키는 제안은 東田(1999)가 유일하다. 지금까지는 물을 사용해 필 댐이나 

제방을 파괴시키는 원심모형실험이 몇 차례 실시되고 있었지만, 상사법칙이 성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가 항상 의문시되어 왔다. 또한 현재까지도 원형과 모형의 상사법칙을 만족시켜며 침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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