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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천해 환경에서의 파형이 점착성 유사의 이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상적인 진동흐름(Oscillatory Flow)을 가정하고 점착성 유사의 이동에 적합한 1DV 모형을 적용하

였다. 이상적인 진동흐름을 가정할 때는 다양한 파형을 고려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비대칭적인 조건을 적용하

였다. 크기와 밀도가 변화하는 점착성 유사의 응집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응집현상 모형을

1DV 모형에 결합하였다. 2차 스토크스파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왜곡된 진동흐름, 톱니파를 모사하기 위해

비대칭 진동흐름 조건을 선택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왜곡된 진동흐름 조건에서의 점착성 유사 이동량은 흐

름의 왜곡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는 비점착성 유상의 경우는 왜곡도와 주목할 만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비대칭 진동흐름의 경우는 점착성 유사와 비점착성 유사가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내

었다. 앞쪽으로 기운 비대칭 진동흐름 조건에서 점착성 유사의 이동량이 뒤쪽 방향으로 발생하는 반면 비점

착성 유사는 흐름이 기운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유사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Phase-lag 효과가 고려되었다. 유사의 침강속도와 농도 프로파일의 변화, 물의 유동 조건 등은 복합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Phase-lag 효과를 강화시키고 점착성 유사와 비점착성 유사의 이동량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

타내게 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핵심용어 : 점착성 유사, 유사 이동량, 왜곡 및 비대칭 진동흐름, 응집현상, 침강속도,

Phase-lag 효과

1. 서론

연안 지역에서의 유사이동은 파랑의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안 지역의 형태적 변화

현상을 이해하고 진행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의 파랑이 유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응집현상과 가변적인 한계소류력을 가지는 점착성 유사의 특성이 고려된 조건에

서 파랑과 유사량의 상관관계를 수치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천해에서의 파랑을 모사하기 위해 진동흐름

형태의 비대칭 유체 거동이 가정되었으며 1DV 모형을 통해 수심적분된 유사량을 계산하였다.

2. 점착성 유사의 이동 모형 개요

점착성 유사의 응집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Son and Hsu(2009)가 개발한 Floc Growth Type

* 정회원⋅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E-mail : mson@cnu.ac.kr

** 정회원⋅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E-mail : thjung@hanbat.ac.kr

*** 정회원⋅한경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E-mail : pko@hknu.ac.kr
**** 정회원⋅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E-mail : csw8804@naver.com

505



모형과 k-ε 모형과 결합된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 난류확산 모형이 이용된 1DV 모형을 이용하였

으며 각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n and Hsu(2011a)에서 설명된다. 이 모형은 Son and

Hsu(2011a, 2011b)에서 이용되어 이상적 조건에서의 하구역 점착성 유사량의 특성이 연구되었고

점착성 유사의 거동을 실측자료와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착성 유사의 또다른 특성인 압밀현상에 의한 가변적인 침식율을 고려하기 위해 Sanford and

Maa(2011)에 의해 실험적으로 제안된 가변적 한계소류력 조건이 적용되었으며(식 1) 바닥면의 침

식율(E)은 Sanford and Halka(1993)에 의해 이용되었던 연속침식공식으로 산정된다(식 2).

     


(1)

 Max  

 
   (2)

식 1에서 , , 는 실험적 상수이며 M은 단위면적의 하상 위에 부유한 유사의 질량을 나

타낸다. 식 2의 는 유체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면의 전단력으로 마찰속도의 제곱과 유체밀도의

함수로 계산된다. 수심(h) 적분된 유사량(q)은 농도(c), 유속(u)을 주기(T) 평균하여 계산된다(식

3).

 










· (3)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on and Hsu(2011a, 2011b)에서 설명된다.

3. 모형의 적용 및 결과 분석

3.1 2차 스토크스 파형의 진동흐름의 영향

2차 스토크스 파형의 진동흐름은 식 4에 의해 정의된다.

  cos 


cos


 (4)

식 4에서 양의 유속은 내륙 방향, 음의 유속은 연안 방향을 의미하며 유속의 왜곡도(Skewness)

는   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는 1주기 평균된 유속(본 연구에서는 0),

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각 왜곡도에 따른 유속은 그림 1에서 나타난다.

그림 2는 주기가 7초이며 다양한 왜곡도 조건에서 계산된 유사량을 나타낸다. 점착성 유사의 경

우는 유속의 왜곡도와 매우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며 비례하지만 100 μm 크기의 비점착성 유사는

왜곡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0에 가까운 유사량을 계산하였다. 50 μm 크기의 비점착성

유사는 점착성 유사의 덩어리인 플럭의 크기보다 더 작은 입경을 가지고 있지만 왜곡도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계산결과를 통해 유사량의 방향은 왜곡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점도 도출된다. 왜곡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양의 방향으로 시간상 짧고 더 큰 최대유속의

절대값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고 유속이 느린 음의 유

속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hase-lag 효과로 이해될 수 있

으며 점착성 유사가 비점착성 유사에 비해, 가는 비점착성 유사가 굵은 비점착성 유사에 비해 더

큰 Phase-lag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왜곡도 0.4, 다양한 주기의 조건에서 계산된 2차 스토크스 파형의 진동흐름에 의한 유

사량을 보여준다. 크기가 50 μm인 비점착성 유사는 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점착성 유사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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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톱니(Saw-tooth) 파형 진동흐름의 영향

톱니 파형 진동흐름의 유속은 비대칭 파형을 모사하기 위해 가정된 흐름으로 Abreu et al.(2010)

에 의해 제안된 식을 이용한다(식 5).

   

 cos



 

sin





sin
(5)

식 5에서 r은 비선형성을 결정하는 매개변수(-1<r<1)로 r=0인 경우는 사인함수의 형태를 가지

는 유속이 계산된다(그림 4 참고). 는 파형을 결정하는 매개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0으로 고정된

다. 톱니 파형 진동흐름의 유속-기울기 지수는 Watanabe and Sato(2004)가 제안한 식에 의해 계

산된다(식 6).

    (6)

식 6에서 는 유속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시점(U=0)에서 최대유속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사인곡선의 경우 0.25T에 해당된다.

그림 5는 다양한 유속-기울기 지수에 따른 유사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을 통해 톱니 파형

진동흐름 조건에서는 점착성 유사의 유사량 방향이 비점착성 유사의 방향과 반대이며 보다 큰 영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점착성 유사는 비점착성 유사에 비해 Phase-lag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낮은 점착성 유사 플럭의 특

성에 따른 침강속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Phase-lag 효과가 톱니 파형 진동흐름에 적용

되는 경우 점착성, 비점착성 유사의 이동량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계산되었

다. 침강속도의 차이 등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점착성, 비점착성 유사가 혼재하는 지역

에서는 다양한 유사량의 방향과 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형 변화 등의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수치실험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치모의

결과가 보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물리실험 또는 현장 측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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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왜곡도(S)와 2차 스토크스 파형 진동흐름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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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왜곡도(S)와 유사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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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기와 유사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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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톱니 파형 진동흐름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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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속-기울기 지수에 따른 유사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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