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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erical simulation using LES-WASS-3D i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wave run-up on the revetment along the canal. Inte-

raction of ocean wave, current, and Kelvin wave is investigated on 40 conditions varying the number of ship, cruising direction, and relative cruising 
location of ships, when a 650TEU container cruises in the canal. The mean wave run-up heights on the revetment are compared for every simu-
lated conditions. The largest height of wave run-up is generated at the C-pair condition and the wave run-up generated at the canal entrance is larger 

than that at the inside canal. When Kelvin waves is interacted with the current, the mean wave run-up height is increased approximate 10% compared 
with no current condition.

1. 서 론

우리나라 최 의 운하로서 경인 아라뱃길이 2011년에 인천 서

구 오류동(서해)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을 잇는 총 18km 구간

이 개통되었다. 여기에 김포터미 부터 여의도를 잇는 총 15km 구

간의 서해뱃길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재 답보상태이지만,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서해와 한강 잇는 총 33km의 뱃길이 조성되어 

화물선, 크루즈선 등이 서해로부터 여의도까지 운항될 망이다.

운하에서의 동수학  특성은 운하의 흐름과 선박의 운항에 의

해 발생하는 항주 의 상호간섭이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운하의 출입구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해로부터의 풍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은 운하의 흐름, 항주  그

리고 랑과의 상호간섭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운하의 

수로뿐만 아니라, 운하의 출입구의 동수학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랑-흐름-항주 와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주 의 발생원리  양상에 하여 부터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항주 의 물리

인 메커니즘에 한 분석은 Kelvin(1887)에 의해 처음으로 시

도되었으며, Kelvin(1887)과 Havelock(1908)는 항주 의 각

에 한 특성을 악하 다. 한 모형선박을 이용한 다양한 실

험들(Johnson, 1968; Sorensen, 1969; Newman, 1977)과 실험을 

통한 항주 산정식을 제안하 다(Sorensen and Weggel, 1984). 

근래에 와서는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

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부분의 연구는 완경사방 식

이나, Boussinesq 방정식(Jiang et al., 2002; Shin and Jeong, 

2003; Kim et al., 2008) 등과 같은 분방정식을 이용하는 평면 

2차원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업용 3차원 수치모델

인 FLOW-3D
Ⓡ의 툴을 이용한 항주 의 수치모의(Kang et al., 

2008; Kim, 2009)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상의 연구들은 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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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선박이 운항하는 하

천에서 항주 에 의한 침식  구조물의 피해사례에 한 장

조사가 수행되기도 하 다(Althage, 2010).

하지만 실제 해역에서는 항주 와 랑 그리고 운하에서는 항

주 와 흐름이 공존한다. 게다가 운하의 입ㆍ출구에서는 항주

와 흐름 그리고 랑이 공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랑-흐름-항주 가 공존하는 운하의 출입구를 상 지역으로 새

롭게 항주 의 조 방법을 개발  검증을 수행한 Lee and Hur 

(2011a)의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운하의 호안에서 랑-흐

름-항주 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처오름 높이에 하여 논

의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수치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운하에서 랑-흐름-항주 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하여 비압축성 성유체를 고려하고 있는 기존의 3

차원 동수학  모델(Lee and Hur, 2007)을 개량하여 경사입사

(Lee and Hur, 2011b)  항주 (Lee and Hur, 2011a)의 재

이 가능한 수치모델에 일정한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흐름소

스를 새롭게 용한다.

2.1 LES-WASS-3D

LES-WASS-3D(Lee and Hur, 2011a)는 랑, 항주   흐름을 

무반사로 발생시킬 수 있는 소스(Source)와 싱크(Sink)항이 포

함된 연속방정식 식 (1)과 투과성 구조물에 의한 유체 항 항을 

도입한 Navier-stokes 운동방정식 식 (2)~(4)  유체운동을 재

하기 한 VOF(Volume of fluid)함수의 이류방정식 식 (5)로 

구성된 강비선형의 3차원 N-S solver의 수치모델이다. 아울러 LES- 

WASS-3D는 3차원  난류구조를 해석하기 하여 LES의 SGS

모델(Sub-grid scale model; Smagorinsky, 1963)을 채택하고 있

다. 투과성 매체의 유체 항으로서는 성 항(Sakakiyama and 

Kajima, 1992), 난류 항(Ergun, 1952; van Gent, 1995) 그리고 

층류 항(van Gent, 1995; Liu and Masliyah, 1999)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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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
(8)


  cos    

  ≠
(9)

이상의 수식에서 ,  , 는 , , 방향의 속도성분, 

는 체

공극율(Volume porosity),  , , 는 , , 방향에 한 면

투과율(Surface permeability), 는 시간, 는 력가속도, 는 

유체의 도, 는 압력, 는 부가감쇠 역을 제외하고는 으로 주

어지는 랑감쇠계수이다. 그리고 는 유체의 동 성계수()와 

난류모델에 의해 산정된 와동 성계수()의 합을 의미한다. 식 (5)

의 는 일정한 값을 갖는 물리량 즉, 셀에서 유체의 체 율을 나

타내고 1은 유체셀, 0은 기체셀 그리고  은 자유수면

셀을 의미한다.

식 (1)~(5)에 포함되어 있는 
 와 

는 와 방향으로 분리된 

조 소스의 유량 도로서 식 (6)~(7)와 같이 총합을 나타낸다. 여

기서 랑에 한 유량 도 식 (8)의 
 와 식 (9)의 

 , 항주 에 

한 유량 도 식 (24) 
 와 식 (25) 

  그리고 흐름에 한 식 

(26) 
 와 식 (27) 

 로 구분된다. 식 (6)~(7)에서 는 입사 랑의 

입사각을 의미한다. 한 소스가 치하지 않는 ≠ , ≠에

서는 유량 도가 0으로 주어진다. 

투과성구조물 내부의 유체 항으로서  ,  , 는 성 항, 

 ,  , 는 난류 항,  ,  , 는 층류 항를 나타낸다. 아

울러 경계조건  안정조건 등에 한 세부 인 수치해석기법에 

해서는 Lee and Hur(2007)을 참조할 수 있다.

2.2 항주파의 조파방법

2.2.1 항주파의 파장과 주기

본 연구에서 항주 의 장과 주기는 일본항만설계기 에서 

제시하는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횡 (Transverse wave)의 장

( )과 주기( )를 식 (10)~(11)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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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 (Diverging wave)의 장()과 주기()는 다음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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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와 같다.

 cos
 (12)

 cos (13)

항주 의 최  향각(Cusp locus angle) 는 Depth froude 

number( ) 식 (14)을 고려한 Weggel and Sorensen(1986)에 의

해서 제안된 식 (15)을 이용한다.

 



(14)

  



  ≤ (15)

2.2.2 항주파의 파고

항주 고는 일본해난방지 회의 항주  연구 원회에서 제안한 

다음의 식 (16)~(22)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식 (14)~(20)에서 고

려하고 있는 기호를 Table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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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주파의 조파방법

항주 의 조 방법은 Lee and Hur(2011a)가 제안한 방법을 

용하며, Brorsen and Larsen(1987)이 제안된 조 방법은 양쪽

방향(의 방향과 방향)으로 랑이 되기 때문에 좌우 

칭 인 항주 의 특성을 잘 재 할 수 있다.

항주 의 조 방법은 조 소스의 깊이는 자유수면부터 선박

Table 1 The symbols used in estimate of ship wave height


 Ship wave height 

 Ship's length


 Load cruising speed() 

 Wave horsepower()




Maximum continuous 
rate()

 Density







(m/sec) 


Coefficient of frictional 
resistance

∇ Load displacement. 
max

Maximum wave height

 ′ Distance from track 
 Cruising speed()

 Coefficient of kinematic viscosity

의 흘수 깊이까지, 길이는 선박의 길이(

) 그리고 조 소스의 

이동은 선박의 항해속도(

)와 동일하다. 여기서 선박의 운항방

향 항주 의 상차는 식 (12)에서 추정한 최  향각(Cusp locus 

angle) 를 Takayama(1982)의 식 (23)에 입하여 산정한다.

이상에서 산정된 최  향각(Cusp locus angle) 를 식 (24)~ 

(25)에 입하고 식 (23)에 의한 격자간의 상차 를 선박운행 방

향의 격자에 용하여 항주 에 한 각방향의 유량 도를 계산

한다. 여기서 식 (23)의 는 조 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격자

의 방향 격자크기, 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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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흐름의 발생방법

흐름의 발생방법은 랑  항주 의 조 방법과 유사하며, 일

정한 유속 를 용하여 식 (26)~(27)과 같이 흐름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과 는 흐름의 각방향 유속성분을 나타낸다.


       

  ≠
(26)


      

  ≠
(27)

2.5 수치수조 및 입사조건

본 연구에서는 랑-흐름-항주 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호

Fig. 1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water tank including 

wave, current and ship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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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처오름 특성을 고찰하기 하여 Fig. 1과 같은 3차원 

수치수조를 용한다. 해석 역의 운하 길이는 700m, 상부의 

폭 150m, 하부의 폭 50m, 호안의 경사는 1:1.33이다. 한 해석

역에는 총 3개의 소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랑을 발생시키기 

한 조 소스, 흐름을 발생시키기 한 흐름소스 그리고 항주

를 재 하기 한 움직이는 조 소스로 나 어진다. 아울러 랑

과 흐름의 재반사를 방지하기 하여 운하의 양끝에는 부가감쇠

역을 설치한다.

본 연구의 시뮬 이션에서 용하는 선박은 경인 아라뱃길 굴포

천 방수로 실시설계에 용한 R/S II  650TEU  선박을 상

으로 하며 상세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용하는 선박에 의해 발

생하는 항주 의 입사조건은 식 (11)~(22)에 의해 추정하여 Table 

3에 나타낸다.

이상에서 얻어진 항주 의 입사조건과 랑 그리고 흐름의 입

사조건을 고려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며, 랑-흐름-항주 의 

상호작용에 한 수치실험조건은 Table 4와 같다. 650TEU 의 

컨테이 선이 10.7knots으로 운항하는 동안 호안에서의 처오름 

높이를 측정하며, 이 때 하천의 흐름은 1.0m/sec이다. 선박의 운

항방향은 운하로 들어오고, 바다로 나가는 조건과, 1척이 운항할 

때와 2척이 운항할 때의 경우를 고려한다. 2척이 운항할 경우에 

있어서 L-pair는 2척이 동일한 항로로 연이어 운항할 경우, C- 

pair는 교차 운항, P-pair는 평행하게 운항할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뮬 이션은 랑  흐름의 유입 그리고 선박의 운항

조건에 따라 랑-흐름-항주 의 실험조건은 총 40경우이다.

Table 2 Principles of 650TEU container ship

Length(m) 135

Width(m) 21

Draft(m) 7.4

Displacement(m
3) 9720

Table 3 Kelvin wave and cruising conditions

Water depth 15.0m

Cruising speed 10.7knots

Transverse wave
Period(


) 3.52s

Length(

) 19.38m

Diverging wave
Period(


) 3.32s

Length(

) 17.27m

Height(

) 1.44m

Table 4 Numerical simulation conditions

Ocean wave Current Kelvin waves
Cruising 
condition



(m)




(sec)




(m/sec)




(m)




(sec)




(m)

1.5 5 1.0 1.44 3.22 17.27
inward

outward

solo
L-pair
C-pair
P-pair

3. 해석결과

3.1 수면형의 분포특성

Fig. 2는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른 운하에서의 수면형을 나타낸 

것으로 Fig. 2 (a)는 1척의 선박이 운항, Fig. 2 (b)~(e)는 2척의 

선박이 운항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Fig. 2 (a) solo와 Fig. 2 (b) L- 

pair는 운하의 앙으로 Fig. 2 (a)는 1척이 입항할 경우, Fig. 2 

(b)는 2척의 선박이 시간차이를 두고 입항할 경우이다. Fig. 2 (c) 

C-pair와 Fig. 2 (d)와 Fig. 2 (e)의 P-pair는 2척의 선박이 양측 

호안으로부터 운하 폭의 1/3만큼 떨어진 지 을 각각 항로로서 

이용하고 있으며, Fig. 2 (c)는 입항하는 1척의 선박과 출항하는 

1척의 선박이 교차하는 경우, Fig. 2 (d)는 2척의 선박이 나란히 

입항하는 경우, Fig. 2 (e)는 2척의 선박이 시간차를 두고 입항

하는 경우이다.

Fig. 2로부터 운하에서 선박이 운항할 경우 항주 에 의해서 

수면이 교란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조건

에 따라 상이한 수면형 분포를 나타낸다. 특히 1척의 선박이 운

항하는 Fig. 2 (a) solo의 경우에 비하여 2척이 운항하는 Fig. 2 

(b)~(d)의 경우가 항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더 복잡한 수

면형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와 같이 형성된 수

면형은 호안의 처오름 특성에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3.2 항주파에 의한 처오름 높이의 특성


max




 




max (28)

Fig. 3은 운하의 호안 심의 정선에서 ±

구간의 평균 최

처오름 높이를 식 (28)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래 는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라 항주 의 입사 고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낸다. 여

기서 solo는 1척의 선박이 운항하는 경우(Fig. 2 (a) 참조), L-pair

는 동일한 항로로 2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Fig. 2 (b) 참조), 

C-pair는 2척의 선박이 운하의 가운데에서 교차하는 경우(Fig. 2 

(c) 참조), P-pair1(at the same time)는 2척의 선박이 같은 시간에 

평행한 항로로 진입하는 경우(Fig. 2 (d) 참조), P-pair2(with same 

lag) 2척의 선박이 시간차를 두고 평행하게 항로로 진입하는 경우

(Fig. 2 (e) 참조)의 평균 최 수 를 나타낸다.

Fig. 3으로부터 항주 간의 상호 간섭으로 인하여 1척의 선박이 

운항하는 Fig. 2 (a)의 경우보다 2척의 선박이 운항하는 Fig. 2 (b)~ 

(e)의 경우가 호안에서의 처오름이 크게 나타낸다. 그리고 교차운

항 할 경우(C-pair)에서는 선박의 교차지 에서 상반되는 항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장 높은 처오름 높이를 나타내는 반

면에 같은 방향의 항주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

되어 선박이 교차하는 C-pair의 경우보다 낮은 처오름 높이를 보

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보아 운하에서 선박이 1척 운항할 

때 보다 2척이 동시에 운항할 경우 연안의 처오름에 미치는 

향이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3 흐름-항주파의 상호작용에 의한 처오름 높이의 특성

Fig. 4는 운하의 흐름과 항주 의 상호작용에 의한 평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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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lo (b) L-pair (c) C-pair

(d) P-pair1 (e) P-pair2

Fig. 2 Ship cruising conditions of numerical simulation

Fig. 3 Mean wave run-up heights due to Kelvin wave in the 

canal

Fig. 4 Mean wave run-up heights of the current and Kelvin 

wave interaction in the canal

처오름 높이를 나타낸 것으로 그래 는 항주 의 입사 고로 

무차원화하여 표 한다. 여기서 solo는 2가지 경우로 구분되며 

solo 1은 선박이 운하로 입항하는 경우, solo 2는 선박이 외해로 

출항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선박이 모두 운하로 

입항하는 Fig. 3의 경우와 동일하다.

Fig. 4로부터 흐름과 항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처오름 높

이 분포는 흐름이 없는 경우의 결과인 Fig. 3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흐름과 항주 의 작용방향에 따라 처오

름 높이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은 일반 으로 랑과 흐름의 상호작용이 순방향() 는 역

방향()일 경우에는 이에 한 동수학  특성의 차이를 쉽

게 찾을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해양으로부터의 랑이 아

닌 항주 일 경우에는 흐름에 해 경사로 입사하는 경사입사

와 유사하게 취 하여야 하며, 경사입사 와 흐름과의 상호

교차각에 따른 Lee et al.(2011)의 결과에 따르면 랑과 흐름의 

상호작용 하에서는 랑의 흐름과의 교차각이 직각()에 가

까워질수록 흐름에 의한 랑변형의 효과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이것으로서 흐름과 항주 의 상호작용에 한 Fig. 4

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4 파랑-항주파의 상호작용에 의한 처오름 높이의 특성

Fig. 5는 운하의 출입구에서 랑-항주 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평균 최 처오름 높이 분포로서 항주 의 입사 고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낸다. 여기서 외해에서 유입되는 랑은 

고(

) 1.0m, 주기(


) 5.0sec이고, 선박의 운항조건은 술한 

Fig. 4와 동일하다.

Fig. 5로부터 운하의 출입구에서는 외해로부터 랑이 운하로 

유입됨에 따라 운하 내부의 호안 처오름특성을 논의하고 있는 

Fig. 3와 Fig. 4의 경우에 비해 호안(운하 출입구 부근)에서 처오

름이 크게 발생한다. 한, 3.2 에서 술한 것과 같이 1척의 

선박이 운항할 경우에 비해 2척의 선박이 운항할 때 처오름이 

커지며, 2척의 선박이 교차운항 할 경우에는 처오름 높이가 더

욱 높아진다.

3.5 파랑-흐름-항주파의 상호작용에 의한 처오름 높이의 특성

Fig. 6은 운하의 출입구에서 해양의 랑, 운하에서의 흐름 그

리고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항주 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

나는 최  평균 처오름 높이 분포이다. 여기서 처오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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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wave run-up heights due to the ocean wave and 

Kelvin wave interaction at the canal entrance

Fig. 6 Mean wave run-up heights due to the interaction of ocean 

wave, current, and Kelvin wave at the canal entrance

항주 의 입사 고로 무차원화하여 표 하고 있으며 흐름  

랑의 제원은 Table 4에 나타내고 있다.

Fig. 6으로부터 운하의 출입구에서는 랑-흐름-항주 의 상

호작용에 의한 처오름 높이가 Fig. 5의 랑-항주 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에 비해 약 10% 후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Fig. 4의 흐름-항주 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와 Fig. 3

의 항주 에 의한 결과와의 비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과(흐름

에 의한 향이 경미함)로서 Fig. 6의 경우에는 랑, 흐름  항주

의 3가지 물리력이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복잡한 유체

운동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상으로 단되며, Fig. 3과 Fig. 4에

서 흐름의 존재 유무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커지 않은 것을 감안하

면 Fig. 5와 Fig. 6의 차이는 운하 출입구로 되는 랑과 운하

의 흐름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해석결과를 근거로 Althage(2010)이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운하에서 호안 부근의 피해를 감시키기 해서는 선박

의 운항 척수, 운항 간격, 항로 그리고 운하의 구역별 수리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운하의 유지 리에 유리할 것으

로 사료되며,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치해석방법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모델에서 항주 의 조 가 가능하게 

개발된 수치모델(Lee and Hur, 2011a)를 기반으로 흐름을 발생

시킬 수 있게 수치모델을 개량하 다. 개량한 수치모델을 이용

하여 랑-흐름-항주 가 공존하는 운하의 출입구에서 이들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호안에서의 처오름 높이에 하여 검

토하 다. 그 주요한 결과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랑, 흐름 그리고 항주 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

는 수치모델을 제안하 다.

(2) 운하 내부호안의 처오름 높이에 하여 선박의 운항조건(척

수, 항로, 운항간격 등)에 따른 공간수면분포의 특성에 해 수치

으로 검토하 으며, 선박 1척이 운항하는 것보다 2척의 선박이 운

항할 경우 호안에서 처오름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선박이 

나란히 운항 할때 호안에서 처오름 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흐름과 항주 의 상호작용에 의한 운하 내부호안의 처오름 

높이는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운하의 출입구 호안에서는 랑의 유입으로 인하여 운하

의 내부호안보다 상당히 높은 처오름 높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흐름이 유입될 경우( 랑-흐름-항주 ) 랑과 흐름과의 상호간

섭으로 인하여 그 지 않은 경우( 랑-항주 )에 비하여 약 10% 

후로 처오름 높이가 상승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한 인 결과이기는 하나 운하의 호안에서 

항주 에 의한 처오름높이 특성을 흐름  랑과 상 하여 검

토하 으며, 항주 의 동수학  특성 해석을 한 토 가 마련

되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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