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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m-break flows, a type of very shallow gravity-driven flow, are substantially influenced by resistance forces due to viscous friction 

and turbulence. Assuming turbulent flow,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increase of drag forces caused by surface 

roughness and especially turbulence intensity. A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approach with the standard k-ɛ turbulence
model is used for this study, where the free surface motion is captured by using a volume of fluid(VOF) method. Surface roughness 

effects are considered through the law of the wall modified for roughness, while the initial turbulence intensity which determines the 

lowest level of turbulence in the flow domain of interest is used for the variation of turbulence intensity. It has been found that the 

numerical results at higher turbulence intensities show a reasonably good agreement with the physical aspects shown by two different

dam-break experiments without and with the impac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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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댐붕괴(dam-break) 문제는 문제의 단순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공학 및 연안공학 분야에서 그 응용성이 높기 때문에 현
재까지 실험과 이론적 방법을 통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선박해
양공학 분야에서 대표할 만한 관련 연구로는 먼저, 그린워터
(green water)에 의한 유체 충격력을 추정하기 위한 Zhou, et al. 
(1999)의 댐붕괴 실험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갑판 침수 과정과 갑판 상부 구조물의 수직 벽에 대한 유체 충격
력 변화를 이론과 댐붕괴 실험으로 분석한 Greco, et al. (2005)
의 연구가 있다. 수치 해석적 관점에서는 많은 다양한 자유수면 
해석 기법들이 검증용 벤치마크 데이터로 댐붕괴 실험 결과를 활
용하고 있다(Park, et al., 2005; Kim, et al., 2007; Shin, et al., 
2010; Park, et al., 2010; Kim, et al., 2011). 한편, Colagrossi 
and Landrini (2003)는 검증된 다양한 수치 해석 기법들이 댐붕
괴 문제에서 실험 결과와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실험의 초기 조건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와 실험 계측 값에 포함된 불확실성 오차 외 수치 해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또는 과소 평가되는 어떤 물리적 조건일 수 있음

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Violeau and Issa (2007)
는 앞선 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댐붕괴 실험을 대상으로 자유수
면 형상 변화 과정에 대해 난류를 고려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
다. 여기서, 저자들은 향후 보다 체계적인 검증 연구가 필요하지
만 난류 강도(turbulence intensity)가 자유수면 형상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논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Colagrossi and Landrini (2003)와 Violeau 
and Issa (200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댐붕괴 문제와 같
이 수심이 매우 낮은 천수(shallow water) 자유수면 유동에서 표
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와 특히 난류 강도에 의한 저항 증
가 영향이 지배적임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수치 해석은 RANS 
(Reynolds Averaged Naiver-Stokes)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수행
되었으며, 자유수면의 움직임은 검증된 Park, et al. (2009)의 
VOF(Volume Of Fluid)방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수치 해석 결과
에 대한 검증은 잘 알려진 두 가지 댐붕괴 실험을 통해 이루어 졌
다. 먼저 Martine and Moyce (1952)의 실험 조건을 통해 댐붕괴 
이후 물의 흐름 속도에 대한 표면 거칠기와 난류 강도의 영향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자유수면의 수위(water level)와 유체 충격에 
의한 압력 계측 결과를 제공하는 Zhou, et al. (1999)의 실험을 
통해 본 논문의 결과를 재차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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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 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및 이산화 방법

댐붕괴 유동은 유체의 표면장력의 영향을 무시한 비압축성
(incompressible) 2상 유동(two-phase flow)으로 해석되며 이 때 
지배방정식인 연속(continuity)방정식과 RANS방정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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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 와 ui 는 속도벡터이고, n 은 유동장 경계면 S 에 대
한 법선벡터(normal vector), Ω 는 검사체적(control volume), t는 
시간, ρ 는 유체의 밀도, p 는 압력을 각각 나타낸다. τij 는 유체
의 점성과 난류에 의한 유효응력(effective stress)을 표시며, gi 

는 중력 가속도이다. 
지배방정식에 대한 수치 해는 2차 정도의 Three-Time-Level 

법을 시간 적분법으로 하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으
로 구해진다(Ferziger & Perić, 1996). 여기서, 지배방정식의 대
류항과 확산항은 각각 3차 정도의 MUSCL (Monotonic Upstream 
centered Scheme for Convection Laws; Van Leer, 1979)방법과 
2차 정도의 중앙 차분법(central difference scheme)으로 이산화
된다. 연속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속도-압력의 연성은 
SIMPLE (Ferziger & Perić, 1996)알고리즘을 통해 수행된다.

2.2 자유수면 모델링
본 논문에서 자유수면 유동 해석 기법으로 Park, et al. (2009)

의 VOF법을 사용하였다. 본 방법은 CICSAM(Ubbink & 
Issay,1999)과 비슷한 해의 정확도를 가지며 비정상 자유수면 문
제 해석에 적합하다. 단, 본 기법이 가지는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CFL(Courant–Friedrichs–Lewy)조건이 0.4이하의 값으로 
유지되는 것을 권장한다(Tsui, et al., 2009). 

2.3 표면 거칠기 및 난류 강도 모델링
난류 유동 해석을 위해 표준 k-ε 모델과 함께 벽함수(wall 

function) 기법(Launder & Spalding, 1974) 그리고 경계층 부근
의 유동 변화를 충분히 해상할 수 있도록 벽면 근방으로 비교적 
두터운 격자 층을 사용하였다. 벽면에서 표면 거칠기와 유동장의 

난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다음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 

표면 거칠기는 난류 유동 해석 시 사용될 수 있는 벽면 경계
조건 처리법인 벽함수를 수정하는 접근법으로 다음과 같이 고려
된다.



 
 



     (3)

여기서, UP 는 벽면에 바로 근접한 계산점 P 에서의 벽면과 평
행한 속도 값이고, uτ는 벽면 마찰 속도(wall friction velocity)로 
uτ=Cμ

1/4k1/2 로 정의되며, τw는 벽면 전단 응력(wall shear 
stress)이며, 실험 상수 κ 와 E 는 각각 0.41 그리고 9.793의 값
이 사용되었다. ν 는 동점도(kinematic viscosity) 그리고 yP 는 계
산점 P 에서 벽면까지 거리를 나타낸다. 이 식은 Nikuradse 
(1933)의 파이프 유동 실험에서 파이프 표면 모래의 거칠기로 나
타낸 식으로서, ΔB 는 모래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모래 표면의 높
이 KS 에 대해 무차원화된 거칠기 값, KS

+=KS uτ/ν 의 함수이다.

   (4)


 ln


 


sin ln   

여기서, CS 는 거칠기 상수를 나타낸다 (CS =0.5). Cebeci and 
Bradshaw (1977)는 다음과 같이 표면 거칠기를 정의하였다: 유
체역학적으로 부드러운 표면(KS

+<2.25), 천이 영역(2.25 ≤KS
+

≤ 90), & 완전히 거친 표면(KS
+> 90).

난류 강도에 대해서는 초기 조건으로 입력해야 할 유동장의 최
소 난류 강도를 결정하는 초기 난류 강도 값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변화를 주었다. 최소 난류 강도를 결정하는 초기 난류 강도 
설정식은 다음과 같다.

  



                                         (5)

εini


 (6)

여기서, kini와 εini는 각각 초기 난류 운동 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와 난류 소산율(turbulent dissipation rate)을 나타
내며, Uc 는 유동장을 대표하는 속도 값(reference velocity)으로 
댐붕괴 문제의 경우 Uc =2(gh)1/2로 주어진다. 식에서 h는 초기 물
기둥(water column)의 높이를 나타낸다. I 는 난류 강도 값을, λ 
는 난류 길이 척도(turbulent length scale) 값으로, 본 논문에서
는 Cox, et al. (1994)의 결과를 바탕으로 0.04d 를 사용하였으
며, 식에서 d 는 물 깊이를 나타낸다. 난류 상수인 Cμ는 0.06으
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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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치 해석 결과
수치 해석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로 흘러간 물의 이

동 거리를 계측한 Martine and Moyce (1952)의 실험과 탱크 내 
물기둥의 붕괴 후 자유수면의 수위와 벽면의 압력 변화를 계측한 
Zhou, et al. (1999)의 실험에 대해 각각 수행하였다. Fig. 1은 
댐붕괴 문제에 대한 초기 물기둥의 형상과 탱크 내 수위와 압력
을 계측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실험 조건은 Martine 
and Moyce (1952)의 경우 h=l=0.057m 이고 Zhou, et al. 
(1999)의 실험은 h=0.6m, l=1.2m 의 조건을 가진다. 여기서 유
동장의 크기는 H/h=3.33 그리고 L/h=5.37의 조건을 가진다. 특
별히, H1, H2, P2는 Zhou, et al. (1999)의 실험에서 각각 수위
와 압력을 계측한 지점을 나타낸다.

Fig. 1 Dam-break problem: definition and measurement    
 points for water heights and pressure

먼저 Martine and Moyce (1952)의 실험에 대해 초기 난류 강
도 값은 I=1%로 고정하고 탱크 바닥의 표면 거칠기, KS

+= 30 & 
80에서 계측된 시간에 따른 흘러내린 물의 선두 끝 단의 위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동장의 최소 난류 강도를 결정하는 
초기 난류 강도 값을 각각 I=1%, 3%, 5%, 7%, 15% 그리고 
20%으로 변화시키면서 Martine and Moyce (1952)의 실험에 대
해 흘러가는 물의 속도 변화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Zhou, et 
al. (1999)의 댐붕괴 실험을 수치 시뮬레이션 한 후 난류 강도 변
화가 수위 변화와 유체 충격으로 인한 탱크 내 압력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3.1 수치 격자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저자의 선행 연구 논문 Park, et 

al. (2009)에서 다룬 수치 해석 기법 검증 문제와 동일하며, 체계
적인 격자 수 변화를 통해 자유수면 해의 격자 의존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Park, et 
al. (2009)이 사용한 가장 조밀한 격자 336×224를 사용하였다. 
이 격자의 특징은 Fig. 1의 탱크 바닥과 오른쪽의 벽면으로부터 
유동장으로 높이의 5%에 해당하는 영역에 60개의 격자를 집중 

분포하여 경계층 부근에서 자유수면의 변화를 충분한 조밀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 타당한 벽함수 적용을 위해 
벽면으로부터 첫 격자의 계산점까지의 무차원 거리값 y+(=uτy/ν)
≈60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산에서 Courant수는 0.25의 값이 유지되도
록 하였다.

3.2 표면 거칠기 변화

Fig. 2는 실험과 수치 해석 사이의 댐붕괴 이후 시간에 대해 
물이 흘러간 거리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Colagrossi and Landrini (2003); BEM (Boun-
dary Element Method), Greco, et al. (2004); LSM(Level-Set

Fig. 2 Comparison of the water front propaga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 theoretical solution 
and the numerical solutions

Fig. 3 Comparison of the water front propagation between 
the numerical solutions with varying surface 
roughness and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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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olicchio, et al. (2002). 여기서, VOF Euler flow는 점
성을 고려하지 않은 본 연구의 수치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은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점성을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은 수
치 기법들의 결과 모두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실험보다 빠르
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수치 해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또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물리 현상이 댐붕괴와 같은 낮은 수심의 자유
수면 유동에서 주요한 저항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
론 해의 수치확산(numerical diffusion) 오차 등으로 인해 이 값이 
저항으로 작용하여 일부 실험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수치 해
석 결과를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실제 실험에서
는 표면 거칠기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
학적 실험에서 가질 수 있는 거칠기 영역의 값을 고려하여 표면 
거칠기 정도가 물이 흘러가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Fig. 3은 Martine and Moyce (1952)의 실험과 Ritter (1892)
의 이론 해 그리고 표면 거칠기를 주지 않은 수치 해와 KS

+= 30 
& 80의 표면 거칠기 조건에서 계산된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표면 거칠기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시점은 붕괴된 
물이 가속을 받아 속도가 다소 높아지는 무차원 시간 약 1.5 이
후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표면 거칠기로 인한 저항 효과가 존재
하나 댐붕괴 바로 이후부터 나타나는 실험과 보이는 차이와 전반
적인 정량적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다소 긴 거리를 흘러가는 자유수면 유동에 대해서는 표면 거
칠기의 영향이 중요한 저항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본 결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난류 강도 변화

3.3.1 Martine & Moyce의 실험

Fig. 4는 Martine and Moyce (1952)의 실험 결과와 이론 해에 
대해 초기 난류 강도 값 I=1%, 3%, 5%, 7%, 15% 그리고 20%
에 대한 각 수치 해석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난류 강도가 
큰 I=20%의 결과가 실험의 계측 값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
다. 우선, Violeau and Issa (2007)의 결과를 고찰해 볼 때, 더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논문에서 높은 난류 강도를 
예측한 수치 해석 결과가 실험의 결과와 보다 잘 일치함을 보였
다. 구체적으로, 난류 강도의 증가는 유동장 내 유효응력의 증가, 
즉 확산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유수면의 움직임의 활성도가 다소 
낮아진 수치 결과가 실험의 자유수면 움직임과 잘 일치하였다. 
마찬가지로 난류 강도로 인한 유효응력의 증가는 유동장 내 확산
은 물론 벽면 근처에서의 저항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는 댐붕괴 
문제와 같이 물의 깊이가 매우 얕은 영역에서 이동하는 물의 흐
름에 대한 저항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함께 자유수면 거동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 Fig. 4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실제 댐붕괴 
실험에서 유동의 난류 강도는 다소 크며, 수치 해석은 이러한 물
리적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실험 결과와 타당한 일치를 보이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흘러가는 물 끝단의 속도를 이론값과 비교하고 있다. 

점성이 고려되지 않은 VOF Euler 결과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론
값에 점근하고 있어 점성에 의한 저항 요소가 없는 경우에 대한 
유동 현상을 타당성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 난류 강도가 큰 경우 
유속은 무차원 시간 1.5를 지나면서 저항에 의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Comparison of the water front propagation between 
the numerical solutions with varying turbulence 
intensity and the experimental data

Fig. 5 Comparison of the velocity of the water front toe   
 between the numerical solutions with varying       
 turbulence intensity and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 theoretical solution

3.3.2 Zhou, et al.의 실험

본 절은 Martine and Moyce (1952)의 실험에 대한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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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난류 강도의 댐붕괴 유동에 대한 영향을 유체 충
격 현상을 고려하는 Zhou, et al. (1999)의 실험에 대해 재차 검
증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높은 난류 강도에서 저항의 영
향이 크게 증가되었을 때 물의 충격으로 인한 유동장 내 압력 변
화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Fig. 6(a)와 (b)는 Fig. 1에서 설명한 H1, H2 위치에서 계측한 
수위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Colagrossi and Landrini (2003)가 
지적하였듯이 수위 계측에서 실험의 오차도 무시할 수 없으며, 

 

   (a)

(b)
Fig. 6 Comparison of the water level at two measurement 

points: (a) H1 and (b) H2

특히 H1의 지점에서 무차원 시간 6.0 이후 물속에 생성된 버블
(bubble)의 복잡한 형상 변화 및 이동 속도의 변화가 수위 값 계
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의 경우 1m 상당의 탱크 폭을 가지므로 버블의 형상과 거동이  

 3차원 효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로 인해 2차원 
문제로 가정한 본 수치 해석의 서로 다른 난류 강도 값에 대한 결
과들이 Fig. 6(a)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간 영역을 제외하고 본 수치 해석 
결과는 실험과 타당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H2 위치에
서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수위 변화가 크지 않아 비교적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Fig. 7은 Fig. 1에서 설명한 P1위치에서 계측된 압력의 시간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본 비교의 주안점은 유체 충격으로 인한 
무차원 시간 6.0 근방에서 발생한 높은 압력 수치와 이 현상이 
발생하는 시간 예측에 대한 정확도이다. 비점성(inviscid) 결과를 
포함하여 낮은 난류 강도에서는 압력 값을 다소 과대 예측하고 
있으며, 시간도 실제 실험에 대해 위상 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높은 난류 강도에 대한 수치 해석 결과는 압력과 시간 모두에 대
해 만족스러운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7 Comparison of the pressure at a measurement point, 
P2

Fig. 8(a), (b)와 (c)는 초기 난류 강도 I=1%, 7%, 20%의 조
건에 계산된 자유수면과 유동장 내 압력에 대한 시간 변화를 비
교하고 있다. 각각의 조건에서 바닥을 흐르는 물의 속도, 수직 벽
을 오르는 물의 속도 및 높이, 플런징 쇄파(plunging break)현상, 
자유수면 형상, 자유수면 아래 버블의 형상 및 거동 그리고 유동
장 내 압력 모두 다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실험과 잘 일치한 
I=20%의 결과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난류 강도의 증가로 인한 
저항 및 확산의 증가로 자유수면 유동이 비교적 덜 활성적인 것
을 볼 수 있다.

   4. 결 론
수심이 매우 낮은 천수 자유수면 유동인 댐붕괴 문제에서 표

면 거칠기와 난류 강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RANS법을 활용
한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자유수면 운동 해석은 



댐 붕괴 유동에 미치는 표면 거칠기와 난류강도 변화의 영향 연구

252 대한조선학회논문집 제 49 권 제3 호 2012년 6월

                       (a)                                  (b)  
          

 (c)

Fig. 8 Time sequence of the dam-break: (a) I=1%; (b) I=7%; and (c) I=20%

VOF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수치 해석 결과는 각각 다른 
조건의 두 가지 댐붕괴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Martine and Moyce (1952)의 댐붕괴 문제에서 흘러가는 물의 
속도에 대한 표면 거칠기와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저항 증가 현
상을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 난류 강도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높은 난류 강도에서 수치 해석 결과가 실험의 데
이터와 잘 일치하였으며, 이는 실제 댐붕괴 실험의 유동은 다소 
높은 난류 강도를 가지는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난류 강
도의 영향은 자유수면의 수위 변화는 물론, 유체 충격에 의한 압
력 계측 결과를 제공하는 Zhou, et al. (1999)의 댐붕괴 실험에 
대한 수치 해석 결과에서도 재차 검증되었다. 

Violeau and Issa (2007)의 언급과 같이, 향후, 본 논문의 결
과는 고차의 난류 모형을 활용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더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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