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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원형군락 하류의 흐름특성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Flow Characteristics behind a Circular Patch of

Vegetation using a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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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numerical simulations of flow around a circular patch of vegetation using a depth-

averaged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 which is capable of simulating flow structure in vegetated open

channel. In order to account for vegetation effect, drag force terms are included in governing equations.

Numerical simulations are conducted with various solid volume fractions (SVF). Flow passes through a

circular patch and low velocity region, which is called wake region, is formed downstream of the patch.

When SVF is larger than 0.08, a recirculation is observed. The location of the recirculation is moved further

downstream as SVF decreases. Von-Kármán vortex street is developed beyond the wake region due to

interaction between two shear layers induced by a circular patch of vegetation. The vortex is developed

as SVF is larger than 0.08, and the location of the vortex is consistent with the maximum of turbulence

kinetic energy. The location of the peak of turbulence kinetic energy is moved further downstream as SVF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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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식재된 개수로에서 흐름특성을 모의할 수 있는 수심 적분된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원형 식생역 주변의

흐름을 수치모의하였다. 식생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식생항력 항을 지배방정식에 추가하였고 다양한 식생체적비율(SVF)

조건에 따른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흐름이 원형 식생역을 통과하고 하류에 저유속 구간인 후류영역(wake region)을

형성하며 식생체적비율이 0.08 이상이면 재순환 영역이 발생하였다. 재순환 발생위치는 식생체적비율이 감소하면 식생역

에서더욱하류로 이동하였다. 후류영역을 지나 원형식생역양측면에서유발된전단층들의 상호작용에의해 von Kármán

와열이 발생하였다. 원형 식생역 하류에서 발생하는 와류는 식생체적비율이 0.08 이상이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발생위치는 난류운동에너지가 최대값을 보이는 위치와 일치하였다. 최대 난류운동에너지는 식생체적비율이 감소하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값의 발생위치는 점점 하류로 이동하였다.

핵심용어 : 개수로, 식생, 전단층, 와류, 2차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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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에서 식생은 수리학적/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생은 하천 수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중금속이나 부유물질들을 여과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한다(Schultz et al., 2003; Moore, 2004; Cotton

et al., 2006). 반면에홍수소통측면에서는식생에의해유

수에 의한 항력이 증가하여 식생역의 평균유속을 감소시

킨다. 또한 증가된 항력 때문에 홍수 시 홍수위를 증가시

킬 수 있다. 식생에 의해 변화한 흐름 및 난류특성들은 식

생주변의 유사이송과정 뿐만 아니라 침식 및 퇴적에 크게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하천의 지형을 변화시킨다(Tal

and Paola, 2007; Zong and Nepf, 2011; Kang, 2013; Kim

et al., 2015).

개수로의 식생영역은 평균유속이 감소하고 수위가 상

승하며, 바닥 전단응력이 감소함으로 인해 유사퇴적이 발

생한다. 과거의연구들을보면실험수로전단면에걸쳐정

수 및 침수식생을 배열하고 항력계수를 측정하거나 식생

역내의 확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Nepf, 1999; Nepf

and Vivoni, 2000; Stone and Shen, 2002; Tanino and

Nepf, 2008). 침수식생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식생높이 부

근에서 비등방성에 의한 강한 와가 발생한다. 또한 한쪽

벽면을 따라 흐름방향으로 부분적인 식생역이 존재할 때

식생 및 비색생역의 경계면에서 유속차에 의해 전단에 의

한 난류가 형성되고 비등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Choi

and Kang, 2006; White and Nepf, 2007). 또한, 흐름방향

을 따라 급변하는 식생밀도는 흐름의 혼합발달 메커니즘

을 크게 변화시키다(Fukuoka et al., 2001).

식생에 의해 비등방성이 강하고 복잡한 흐름을 계산하

기 위해 정교한 3차원 모형에 난류폐합을 위해 레이놀즈

응력모형 또는 k-ε 난류모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Choi and Kang, 2006; Kang and Choi, 2007; Choi

et al., 2014). 3차원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주로 전단면 또

는 흐름방향에 걸쳐 부분 식재된 개수로에서 발생하는국

부적인 와 구조 또는 난류현상에초점을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Kwon and Choi (2000)는 k-ε 난류모형을 이용하여

식재된 개수로에서 난류구조를 수치모의 하였고, Choi

and Kang (2006)은 부분 식재된 침수식생이 흐름방향으

로 존재하는 경우 평균흐름, 난류 및 이차류 구조를 수치

모의 하였다. Kang and Choi (2007)은 전단면에 걸쳐 침

수식생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 흐름방향 와 구조

를레이놀즈응력모형을 이용하고 수치모의하여폭-수심

비와 식생의 밀도가 와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였고 Choi et al. (2014)은 비선형 k-ε 모형을 이용하여 부

분 식재된 개수로에서 평균흐름 및 난류구조를 수치모의

하여 실험결과와레이놀즈응력모형을 이용한 결과와 비

교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흐름

방향을 따라 일정하게 식재된 개수로를 대상으로 평균 흐

름변화 및 난류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자연하천

에서 쉽게 볼수 있는 부분 식생 즉, 유한한길이와 수로

폭에 비해 작은 폭을 가지고 전면부가 흐름에 노출되어

있는 식생역을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

국외에서 수리실험 및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부분식생

에의한흐름거동에관한연구가수행되어왔다. 대부분의실

험 연구는 식생이곧고휘어지지않는다는 가정 하에 원형

실린더를 이용하였다(Nicolle and Eames, 2011; Rominger

and Nepf, 2011; Zong and Nepf, 2012). Takemura and

Tanaka (2007)는 원형 실린더로 구성된 원형 식생역을 개

수로내에 설치하여 흐름거동을 조사하고 실린더 간격이

식생역 하류의 흐름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Zong and Nepf (2010, 2011)는 수로 유입부에서 3 m떨어

진 곳부터 벽면을 따라 부분적으로 식재하여 흐름 및 난

류특성을 조사하였다. 식생역 전면부에서 난류강도가 증

가하고 식생역과 비식생역 사이에 강한 와가 발생함을 보

였다. Zong and Nepf (2012)와 Chen et al. (2012)은직선

개수로에 원형 식생역을 배치하여 식생주변 및 하류의 흐

름특성을 조사하였다. 원형 식생역 양끝 단에서 잉크를

주입하여 식생하류의 흐름거동을 관찰하고 식생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식생역 하류에서 와류가 발생하고 식생밀

도가낮아지면 와류의 강도가낮아지고 결국사라진다고

하였다. Chang and Constantinescu (2012)는 large eddy

simulation (LES)을이용하여원형태의식생군집역을통과

하는 흐름을 수치모의 하였고, 와류 및 재순환영역(recir-

culation region)이 식생군집역과 동일한 지름을갖는 실

린더와 비교하여 더욱 하류에서 발달함을 보였다. Nicolle

and Eames (2011)는 식생이 침수하지 않고 휘어지지 않

는다는 가정 하에 각 식생줄기를 직접 격자로 고려하고

낮은 레이놀즈수(Re=2,100)에서 2차원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을 이용하여 원형 식생역 하류의 흐름

거동을 수치모의 하였다. 정교한 수치모의로각식생줄기

의 항력을 계산하고 하류의 흐름은 식생체적비율(solid

volume fraction, SVF)이 5% 이하이면 와류가 생성되지

않았지만 식생체적비율이 그 이상이면 와류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DNS와같은 고급 수치모형을 사용하는

것은넓고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천에 적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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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너무많은 계산량이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 비효율적

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부분식생의 영향을잘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각각의 식생줄기를직접격자를 이용하

여 고려하는 방법과 다르게 지배방정식에 식생영향을 고

려하여장기간, 넓은 수평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수심 적

분된 2차원 모형을 제시하고 원형 식생역 하류의 흐름특

성을검토하고자한다. 식생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천수방

정식에서 운동방정식에 식생항을 추가하였고 k-ε 난류모

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원형 식생

역이 존재하는 개수로의 수리실험결과(Zong and Nepf,

2012)와 비교하였다. 검증된 모형을 이용하여 Zong and

Nepf (2012) 및 Chen et al. (2012)의 원형 식생역이 존재

하는 개수로 흐름에 적용하여 다양한 식생체적비율에 따

른 식생역 주변 및 하류의 흐름을 수치모의하고 그 특성

을 분석하였다.

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식생에의한 항력을포함하는수심 적분

된 2차원 천수방정식을 사용하고 식생체적비율을 고려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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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는 수심, u, v는 각각 x, y방향의 수심평균 유속

성분, M, N은 각각 x, y방향의 단위 폭 당 유량성분(M=

uh, N=vh), g는 중력가속도, ρ는 물의밀도, ϕ(=Vv/V; V는
평가체적, Vv는 평가체적 내의 식생체적)는 식생체적비

율(SVF), τbx, τby는 각각 x, y방향의 전단응력성분,

′ ′′′는 수심평균레이놀즈응력성분, ν는 동점

성계수, Fx, Fy는 식생의 항력성분이다.

운동량방정식 Eqs. (2) and (3)에서 식생에 의한 항력

항이 추가되었고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여기서, a는 식생의 밀도(=d/Ah), d는 식생의 직경, Ah는

식생간격에 의한 하상의 단위면적, CD는 항력계수이다.

항력계수는 Dunn (1996)이 수리실험을 통해 얻은 1.13을

사용하였다. 식생밀도(a)와 식생체적비율(SVF)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바닥 전단응력 성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

여기서, f는 하상의마찰계수이며 Manning의 조도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 는 동수반경으로 Wu

et al. (2005)이 제시한 정수 및 침수식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계식을 이용한다.

 









 (7)

여기서, hv는 식생높이이고 bv는 식생줄기 사이의 간격이

다. 식생이 침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h=hv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만약식생밀도가 상당히낮거나 식생이 존재하지않는 경

우 Eq. (8)은 Rs=h와 같다.

Eqs. (2) and (3)에서레이놀즈응력에대하여Boussinesq

(1877)의 난류점성계수 추정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or  o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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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p View of Experimental Setup (Zong and Nepf, 2012)

여기서, k는 난류운동에너지, δ는 Kronecker delta, νth는

난류점성계수로 Prandtl-Kolmogorov 관계식으로부터구

할 수 있다.

  


(10)

여기서, cμ는 경험상수(=0.09), ε은 난류운동에너지의 소

산율이다. Eq. (10)에서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운동에너

지 소산율을 산정하기 위해각각의 수송방정식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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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e)

여기서, cvk, cε1, cε2, cε3, cεβ, σk, σε는 난류상수를 나타낸다.

모형에 사용된 난류상수는 Launder and Spalding (1974)

이 제시한 σε=1.3, σk=1.0, cε1=1.44, cε2=1.92 사용하며 cε3,

cvk는 Lopez와Garcia (1997)가제시한1.33과 1.0을각각사

용한다. cεβ는 Rodi (1993)가 제시한 3.6을 사용한다. PV는

식생에의해발생되는후류에의한난류생성항이다(Wu et

al., 2005).

지배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였

다(Fletcher, 1991). 여기서운동량방정식중이류항은 3차

정확도를 가지는 QUICK 기법을 적용하였고 확산항은 중

앙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시간적분방법으로 2차 정확도를

갖는 Adams-Bashforth 기법을 모든 방정식에 적용하였

다.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 상류 경계조건은 유량이 지정

되었으며 하류단에서는 수심을 부여하였다. 상류 유입부

에서 단면에 걸쳐 일정한(uniform) 유속이 부여되도록설

정하였다. 또한 상류경계에서 난류운동에너지 k는 평균유

속의 2% (Lyn et al., 1995)로설정하였고 소산율 ε은 Eq.

(10)을 이용하여 νth/ν=10 (Bosch and Rodi, 1998)을 만족

하도록 하였다. 측면 벽에서는 수직흐름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흐름방향에 대하여 비활동(no-slip)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3. 수치모형의 검증

수치모형 검증을 위해 Zong and Nepf (2012)에 의해

수행된부분식생역을대표할수있는원형식생역이존재

하는 개수로의 수리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수리실험은

Fig. 1에서 보는 바와같이길이 13m, 폭 1.2m의 개수로

에 지름(d) 6mm의 원형식생을 원형의 군집(D=0.22m)을

이루도록식재하였다. 식생영역은 유입부로부터 3m떨어

진곳에 위치하였다. 이때 식생영역의 밀도는 20m
-1
이다.

수리실험 조건은 수심 0.13m이고 평균유속은 0.098m/s

이며 수로의 경사는 수평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프르

두수는 0.087, 레이놀즈수는 12,740으로일반하천의흐름

조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형 식생역의 중심선및 측

면 모서리를 따라 중간수심에서 ADV(Acoustic Doppler

Velocimetery)를 이용하여 유속이 측정 되었다.

수치모의를 위한 수리조건과 경계조건은 수리실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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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ketch of a Circular Patch of Emergent Vegetation, Shown by Empty Circle of Diameter

(Zong and Nepf, 2012)

Fig. 2. Comparison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e Velocity Profiles. The Longitudinal Velocity (u) is Measured

at the Centerline of the Patch and the Transverse Velocity (v) is Measured at the Outer Edge of the Patch

동일하게 하였다. Fig. 2는 원형 식생역의 중심을 따라 발

생하는 주 흐름방향 유속(u)과 식생역 측면 경계를 따라

발생하는횡방향 유속(v)을 나타낸다. 여기에 항력계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적

용된 값들은 0.93, 1.13, 1.33이다. 주 흐름방향 유속은 식

생역 상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식생역을 통과하면서

급격히감소하였다. 식생역직하류에는 거의 일정한 유속

분포를 보이며 x/D=4.0을 지나면서 주 흐름방향 유속이

다시 급격히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접근평균유속

보다 약간 낮지만 일정한 값을 보인다. 항력계수 1.13과

1.33을 적용한 경우에는 실험값과 잘 일치함을 보였으나

항력계수 0.93을 적용한 경우에는 식생역 하류에서 흐름

방향 유속회복이 다소느리게 나타난다. 횡방향 유속 역

시 식생역 상류부터반응을 보이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식생역에의해증가된저항때문에횡방향유속이증

가하여식생역모서리근처에서최대값을보이고식생역을

지나면서다시급격히감소하였다. 식생역을지나 x/D=3.0

∼10.0 사이에횡방향 유속값이음의값을 보이며 이후횡

방향 유속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식생역 하

류에서횡방향 유속의음의 값은 항력계수가 커지면서 증

가하고 특히항력계수 1.33을 적용한 수치모의 결과는 수

리실험결과에 비해 과대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력

계수 1.13을 적용한 수치모의 결과가 비교적 수리실험결

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치모형의 결과는

수리실험에서 수행된 원형 식생역 주변의 평균 유속분포

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개수로 내의 원형 식생역에

의한 흐름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항력계

수 1.13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4. 수치모형의 적용

흐름이 원형 식생역과같은 지름을갖는실린더를 지나

면서 흐름박리가 발생하고 실린더 후류 방면으로 생성되

는 전단층이 흐름불안정성을촉진하여 와류가 발생한다.

그러나 식생역과같은 다공성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흐름이 다공성 영역 내부로 침투하는 흘림유동(bleeding

flow)으로 인해 와류의 발달을 지연시킨다(Takemura and

Tanaka, 2007; Zong and Nepf, 2012). Fig. 3을 보면 원형

식생역에 의해 전단층이 발생하고 식생역 하류에서 전단

층 교란에 의해 von Kármán 와열이 발생한다(Zong and

Nepf, 2012). 실내 수리실험자료를 이용하고검증된 수치

모형을 이용하여 원형 식생역이 존재하는 개수로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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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1
) SVF (φ) CDaD

Run-1 77 0.36 16.94

Run-2 29 0.14 6.38

Run-3 20 0.09 4.4

Run-4 16 0.08 3.52

Run-5 10 0.05 2.2

Run-6 6 0.03 1.32

Run-7 - 1 -

Table 1. Summary of Parameters for a Circular Patch

Fig. 4. Computational Grid with Close-up View Near the Patch

수치모의하였고 다양한 식생체적비율(SVF)을 고려하여

주변의 흐름거동을 분석하였다.

수치모의를 위한 조건은 수치모형 검증에 사용되었던

Zong and Nepf (2012)의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

으며원형식생역의식생체적비율은 0.03∼1.0의값을사용

하였다(Table 1). 여기서 Run-3의 식생체적비율은 Zong

and Nepf (2012)의 수리실험 조건에 해당한다. 수치모의

를 위한 계산 격자망은 흐름방향으로 748개, 횡방향으로

164개의격자를 구성하였으며수치모의 영역에서 원형 식

생역 부근에 조밀한 격자를 사용하였다. 식생역 근처의

격자크기는 흐름방향 및횡방향으로 0.005m의 정방형격

자로 구성하였다(Fig. 4). 수치모의에 사용된 Manning 조

도계수는 0.011을 부여하였다.

Fig. 5는 다양한 식생체적비율(SVF)조건에서 원형 식

생역 주변의 유속분포 결과를 도시하였다. 흐름방향 유

속(u)은 원형 식생의 중심선(y=0.6m)에서 유속을 나타내

며횡방향 유속(v)은 원형 식생역 측면모서리(y=0.71m)

를 따라 발생하는 유속을 나타낸다. Fig. 5에서 유속분

포는 평균유속(u0)으로 무차원화 하였고 점선은 원형 식

생역을 나타낸다.

먼저 원형식생역주변의흐름특성과 비교하기위해 식

생역과 같은 지름을 갖는 원형 실린더를 통과하는 흐름

(SVF=1.0)을 수치모의 하였다(Fig. 5f). 원형 실린더의 경

우 직하류에 흐름방향 유속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재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재순환영역을 지나 흐름방

향 유속이 급격히회복되고 이후 평균유속보다낮지만 일

정한 값을 나타낸다.

원형 식생역 주변 흐름은 상류에서부터흐름방향 유속

은감소하고횡방향유속은증가하기시작한다(Fig. 5a∼e).

이는 식생저항에 의하여 발산흐름(diverging flow)이 발

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식생역으로부터약지름(D)만큼

떨어진곳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 원형 식생역을 통과하

는 흐름방향 유속분포를 보면 식생체적비율과 관계없이

유속이 식생역을 통과하면서 식생역 하류단까지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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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VF=0.03 (b) SVF=0.05 (c) SVF=0.08

(d) SVF=0.14 (e) SVF=0.36 (f) SVF=1.0

Fig. 5. Longitudinal Velocity Profiles at the Centerline of the Patch and Transverse Velocity Profiles at the

Outer Edge of the Patch

으로 감소하며 이후 식생역직하류에서 저유속이 발생한

다. 횡방향 유속은 식생역 하류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발산흐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원형 실린더 주변의 흐름과 달리 원형 식생역의 경우

흐름이 식생역을 통과하는흘림유동이 발생하는 것이 특

징이다.

식생체적비율이 0.03인경우(Fig. 5a), 원형식생하류의

흐름방향 유속은 감소하였으며 횡방향 유속은 증가하다

가 식생역 중간부근(x/D=0.4)에서 최대값을 보이고 x/D=

2.5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발산흐름이 x/D=2.5까지 발생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식생역직하류의 흐름방향 유속은

일정한 값(u/u0=0.58)을 보이며 x/D=9.0까지 지속되었다.

x/D=9.0을 지나 유속이 서서히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

인다. 여기서 식생역직하류에서 나타나는 저유속 구간을

후류영역(wake region)이라 하고 식생역끝 경계부터흐

름방향 유속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Ls)

로 정의하였다. 원형 식생역의 중심선을 따라 발생하는

흐름방향 유속은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식생역 내

에서 급격히감소하였으며 후류영역의길이는 점점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식생역 측면경계를 따라 발생하는

횡방향 유속은 식생역 근처에서 최대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식생체적비율이증가할수록횡방향유속은증

가한다. 횡방향 유속은 식생체적비율이 0.03에서 0.36으로

증가하면 v/u0=0.16에서 0.7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생역의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하면 증가된 저

항에 의해 식생역에서 발산되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류영역을 지나면 중심선을 따라 발생하는 흐

름방향 유속이회복된다. 식생체적비율이 0.05 이하인 경

우에는 유속이 서서히회복되었으나 식생체적비율이 0.08

이상인 경우에는 급격히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식생체적비율이 0.36인 경우에는 원형 실린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정리하면 식생역 하류에서 공간적 가속은

식생체적비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식생체적비

율이 0.05 이하인 경우에는 후류영역에 일정한 유속분포

를 보이지만 식생체적비율이 0.08 이상이 되면 후류영역

의 끝부분에서 흐름방향 유속(u)과 횡방향 유속(v)이 음

의 값을 보인다. 흐름방향 유속의음의 값은 x/D=1.6∼4.0

에서 보이고 있으며 횡방향 유속의 음의 값은 후류영역

직하류에서 발생한다.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흐름

방향 및 횡방향 유속의 음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며 발생위치는 식생체적비율이 감소할수록 더욱 하류에

서 발생한다.

Fig. 6은 다양한 식생체적비율(SVF)의 평균유속과 유

선을 나타낸 결과이다. Fig. 6에서검정실선의 원은 원형

식생역을 나타내고 흰색 표시는 후류영역(wake region)

의길이(Ls)를 나타낸다. 원형 식생역의지름과같은 크기

를갖는 실린더(Fig. 6g)의 경우 실린더직하류에 재순환

이 발생하고 재순환영역은 원형 실린더 직하류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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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VF=0.03 (b) SVF=0.05

(c) SVF=0.08 (d) SVF=0.09

(e) SVF=0.14 (f) SVF=0.36

u/u0 :

(g) SVF=1.0

Fig. 6. Velocity Contours with Streamline

x/D=0.7까지 나타난다. 원형 실린더와 달리 식생역을 통

과하는 흐름은 흘림유동이 발생한다.

식생체적비율이 0.05 이하인 경우(Fig. 6a and 6b) 재순

환(recirculation)이발생하지않았고이는식생역을통과하

는흘림유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때문에 흐름방향 모멘텀

증가로 재순환의 발생을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식생체적

비율이 0.08 이상이면 원형 식생역 하류에 재순환영역이

발생하였다. 식생역 하류에 재순환영역이 형성되는 거리

는 원형 실린더에 비해 더욱 하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인다.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하면 재순환영역이 발생하

는 거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역 하류에서

나타난 재순환영역의 크기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원형 식생역에서 유발된 박리전단층(seperated shear

layer)의 구간이 길어지면서 후류영역이 길어지고 외부흐

름의 가속구간이 커지고 있음을 보였다. 식생체적비율이

0.08인 경우(Fig. 6c) 후류영역은 x/D=4.3까지 나타났으며

이후 재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체적비율

이 0.09∼0.36 (Fig. 6d∼6f)에서는 후류영역이 x/D= 1.5∼

4.1에서 발생하였고 후류영역 근처에서 재순환이 발생하

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Fig. 5에서 후류영역 하류

에서 발생하는음의 유속 발생위치와 상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식생체적비율이 0.36인 경우(Fig. 6f)에는 재

순환이 원형 식생역직하류에서 발생하였다. 이결과는 원

형 실린더 하류에서 발생하는 재순환영역의 크기보다 크

게 나타났지만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원형 식생 하류에서 재순환 발생은 후류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식생밀도(a)와 원형 식생

역 지름의 비로 나타내는 흐름방해(flow blockage)에 따



第48卷 第11號 2015年 11月 899

CDaD

Fig. 7. Length Scale of the Wake Region versus

the Flow Blockage

(a) SVF=0.03

(b) SVF=0.05

(c) SVF=0.08

(d) SVF=0.09

(e) SVF=0.14

(f) SVF=0.36

(g) SVF=1.0

Fig. 8. Vorticity Contours

른 후류영역의길이를 도시하였다. Fig. 7에는 Chen et al.

(2012)이수리실험을 통해얻은 값과제안된 식을 함께나

타내었다. 제안된 식의 결과는 점선으로 나타냈으며 ±5%

의 불확실성을 실선으로 나타냈다. 수로 폭이 원형 식생

역의 지름보다충분히크다는 가정 하에 후류영역의길이

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다(Chen et al., 2012).




≈


(14)

여기서, L은 적응길이(adjustment length)로 Rominger

and Nepf (2011)가 제안한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15)

여기서, ϕ는 식생체적비율(SVF)을 나타낸다.

Chen et al. (2012)이 제안한 식을 보면 후류영역의 길

이는 흐름방해가 4.0까지 급격히 줄어들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후류영역의길이가 2.5로 일정한 값을갖는다.

수치모의 결과를 보면 흐름방해가 5.0보다 작은 경우에는

후류영역의길이가 급격히줄어들었지만 이후 서서히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모의 결과는 흐름방해가 아

주 큰 경우에는 다소 과소 예측하였지만 그 이외의 범위

에서는 Chen et al. (2012)의 수리실험결과뿐만 아니라 제

안한 Eq. (14)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ong and Nepf (2012)는 수리실험을 통해 식생체적비

율이 원형 식생역 하류의 흐름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

고 0.05보다 크면 von Kármán 와열이 발생한다고 하였

다. Fig. 8은 원형 식생역 하류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거동

을 조사하기 위해 수치모의의 와도 분포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검정실선원은 식생역을 나타내며붉은색은 양

의 값푸른색은음의 값을 의미한다. 식생체적비율이 0.05

이하인 경우(Fig. 8a and b)에는 원형 식생역 양 측면에서

박리전단층이 발생하지만 하류영역에서 전단층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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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ongitudinal Profiles of Turbulence

Kinetic Energy along the Centerline

작용은 발생하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안정한 흐름을 보였

다. 이는 식생체적비율이 작기 때문에 식생역을 통과한흘

림유동에 의한 흐름방향 유속이 크기 때문이다. 식생체적

비율이 0.08인 경우에는 식생체적비율이 0.05 이하인 경우

보다 와도의음과 양의 값이 커지고 x/D=7.0에서 식생역

양 측면에서 발달된 전단층이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 이

로 인해 흐름이불안정해지고 하류에서 와류가 발생하였

다. 식생체적비율이 0.08 이상이 되면 전단층들이 상호작

용하고 이후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볼수 있으며 원형 식

생역 하류에서 전단층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 와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하면 와도

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와류가 발생하기 시작하

는 위치가 점점 상류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체적비율이 0.36 이상이 되면 원형 실린더(SVF= 1.0;

Fig. 8(g)) 하류의 와류 거동과 유사함을 보였다. 2차원 수

치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 식생체적비율이 0.08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단층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0.08 이상이 되면 원형 식생역 하류에 전단층의 상호작용

에 의해 와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치모의

결과는 Zong and Nepf (2012)가 실험에서 제시한 식생체

적비율 0.05보다 높은 값에서 와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원형 식생역에서유발되는 3차원 유동효과를 고려하

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형 식생역 양 측면에서 유발된 전단층들이 상호작용

하면 난류강도가 증가한다. Williamson (1996)은 원형 실

린더 하류에서 형성되는 von Kármán 와열이 발생하는

위치는 난류강도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지점과 상응한다

고 하였다. Fig. 8에 흰색표시는 최대 난류운동에너지가

발생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식생역의 후면부터최대값 발

생 위치를 와류형성길이(vortex formation length, Lw)로

정의하였다. 와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SVF<0.08)에는

난류운동에너지가 최대값을 보이는 지점은큰의미가없

었지만 와류가 발생하는 경우(SVF≥0.08)에는 최대값 지

점에서 전단층들의 교란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후규칙

적인 와류흘림(vortex shedding)이 나타나고 있다.

Fig. 9는 원형 식생역 중심선을 따라 발생하는 난류운

동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를 나타낸다. 식생역

중심선(y=0.6m)을 따라 난류운동에너지는 두 영역에서

명확히나타나고 있다. 난류운동에너지가 상승하는첫번

째 영역은 원형 식생역내이고 두 번째 영역은 식생역 하

류부에서 발생하였다. 첫번째영역에서 발생하는 난류운

동에너지는 식생줄기에서 유발되는 후류에 의해 유발된

다. 여기서 발생하는 난류운동에너지는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역 전면부에

서 최대값을 보이고 하류로갈수록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흘림유동이 발산흐름에 의해 식생역 측면

으로빠져나가 나머지 매우약한 흐름들이 식생역을 지나

며 낮은 에디(eddy)가 형성되어 식생역내의 난류운동에

너지가 하류로 이동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난류운동에너지가 상승하는두번째영역은 원형 식생역

하류에서 나타났다. 식생체적비율이 0.03인 경우에는 식

생역을 지나 난류운동에너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x/D=15.0을 지나면서 서서히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하면서 식생하류에서 난류운

동에너지가낮은 값을 보이다가 일정 지점에서 급격히상

승하여 최대값을 보이고 이후 하류로 이동할수록점점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식생역 하류에서 증가된 난류운

동에너지는앞서 와도분포(Fig. 8)에서 전술한 바와같이

식생역에서 유발된두개의 전단층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증가된난류에기인한다. 식생역하류의난류운동에너지는

식생체적비율이 감소하면 최대값이 작아지고 최대값 발생

지점이 점점 하류로 이동하였다. 또한 난류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명확히 발생하는 경우(SVF≥0.08)에 그 지점

에서 흐름이교란되기시작하고하류에서와류흘림(vortex

shedding)이 발생하였다.

Fig. 10은 흐름방해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 최대값 변

화를 도시하였다. 앞서 전술한바와 같이 난류운동에너지

최대값은 식생체적비율이 작은 경우(SVF≤0.03)를 제외

하고 원형 식생역 하류에서 발생하였다. 흐름방해가 증가

하면 난류운동에너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흐름방해가

약 6.0 이상이 되면 난류운동에너지 최대값은 일정하게

나타났고같은 지름을갖는 원형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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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urbulence Kinetic Energy versus the

Flow Blockage

CDaD

Fig. 11. Vortex Formation Length according to

the Flow Blockage

대값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Fig. 11은 흐름방해에 따른 와류형성길이(vortex for-

mation length) 변화를 나타낸다. Fig. 11에 Chen et al.

(2012)의 수리실험 결과와그들이 수리실험결과를 바탕으

로 제안한 경험식(16)을 함께도시하였다. 수리실험 결과

는 중간수심에서 측정된데이터에 기인한다. 여기서 실선

은 경험식을 나타내며 점선은 ± 5%의불확실성을 나타낸

다. Chen et al. (2012)이 제안한 경험식은 다음과 같다.




±

± (16)

흐름방해가 증가하면 와류형성 길이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식생체적비율이 감소하면 와류의 발달이

지연되어 와류가떨어져나가는 지점의 거리가 점점 증가

하였다. 이는 원형 실린더와 다르게 식생역을 통과하는

흐름이 원형 식생역 원주둘레근처로 흐름방향과 측방향

이흘러나오기 때문으로 흐름방향 성분은 식생역 하류에

서 발생하는 와류를 밀어내고 측방향 성분은 전단층을 바

깥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와류형성길이

는 흐름방해가 4.0 이하인 경우에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을 나타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다. 수치모의 결과는

Chen et al. (2012)의 실험 결과 및 Eq. (16)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식재된 개수로에서 흐름특성을 모의할

수 있는 수심 적분된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원형 식

생역 주변의 흐름특성변화를 수치모의 하였다. 원형 식생

역 주변의 흐름특성은 원형 실린더 주변의 흐름과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첫번째는 식생역을 통과하는흘림유동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저유속 구간이 식생역 하류에 발

생한다. 두 번째는 식생역의 특성에 따라 와류의 거동이

변화하였다.

원형 식생역을 통과하는 흐름은 식생역 전면부부터급

격히감소하였고 식생역을 지나 저유속 구간이 형성되었

다.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하면 식생역을 통과하는 흐름이

감소하여 식생역 하류의 유속이 감소하였다. 식생체적비

율이 0.08보다 작은 경우에는 식생역 하류의 저유속 구간

에서 흐름특성이 변화하지않았지만 식생체적비율이 0.08

이상이 되면 식생역 하류의 후류영역부근에서 재순환이

발생하였다. 재순환이 발생하는 위치는 식생체적비율이

증가할수록상류로 이동하였고 재순환 영역의 크기도 증

가하였다. 식생체적비율이 0.36 이상인 경우에는 원형 실

린더에서 발생하는 재순환 위치와 유사하게 식생역직하

류에서 재순환이 발생하였다.

후류영역을 지나 원형 식생역 양측면 경계에서 유발된

전단층에 의해 von Kármán 와열이 발생하였다. 원형 식

생역 하류에서 발생하는 와류는 식생체적비율이 0.08 이

상이 되면 전단층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기 시작했고

식생체적비율이 0.08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단층간의 교란

이 발생하지않았다. 와류의 강도는 식생체적비율이 증가

할수록커지며 전단층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와류가떨어

져나가는 지점은 식생체적비율이 감소할수록점점 더 하

류에서 발생하였다. 원형 식생역 측면에서 발생한 전단층

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난류강도가 증가하였다. 전단층의

교란에 의해 와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난류운동에너지

는 최대값을 나타내며 난류운동에너지는 식생체적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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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면 줄어들었고 최대값의 위치도 하류로 이동하였

다. 식생체적비율이 0.14 이상이 되면 최대난류운동에너

지의 값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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