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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린워터(Green water)는 해상의 높은 파고에 의해 선박이

나 해양구조물의 갑판 위로 파도가 넘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갑판 위에 위치한 장비나 상부

구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전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의 경우 파이프나 터렛 구조물, 스위블 등의 

중요한 장비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예로, FPSO인 Varg의 그린워터로 인

한 파손을 들 수 있다[1].

그린워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Buchner and Voogt[2]는 여러 가지 선수 형상의 

FPSO에 대한 청수현상의 모형시험 및 TIPHYS-2D 프로그램

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통하여 갑판에 작용하는 충격하

중을 비교 및 분석하였고, 최적의 선수 형상을 FPSO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Greco et al.[3]은 2차원 모형시험을 

통해 그린워터 발생 시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충격하중 및 

갑판 위 유동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BEM(Boundary 

Element Method) 기법을 통해 이를 수치해석적으로 검증하였

다. Fekken et al.[4]은 이산화된 Navier-Stokes 방정식과 함께 

자유수면 포착을 위해 VOF(Volume of Fluid) 방법을 사용하

여 그린워터의 유입유동 및 하중을 계산하여 실험결과와 비

교하였고, Nielsen and Mayer[5]는 Fekken et al.[4]과 같이 

Navier- Stokes 방정식과 VOF 방법을 통해 Reference[2,3]의 실

험결과를 비교 및 검증하였으며, 이를 3차원으로 확대하였다. 

Shibata and Koshizuka[6]는 MPS(Moving Particle Semi-implicit) 

기법을 활용하여 그린워터의 3차원형상 해석기법을 제시하였

고, 그린워터 발생 시 유동특성 및 하중을 해석하였다.

그린워터에 관하여 언급된 위의 연구들은 그린워터 발생 

시 갑판 위의 유동특성 파악 및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부분 실험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치해석적 방법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린워터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와 수치해

석 결과검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워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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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of the Green water experiment with a model

Fig. 2 ‘BW Pioneer’ FPSO

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린워터의 발생 과정에 대

한 분석과 유동이 갑판위로 올라가기 전의 유동특성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조파수조에서 수행된 사각형 단면 

구조물에 발생하는 그린워터 실험의 결과와 CD-Adapco사의 

범용프로그램인 STAR-CCM+을 이용하여 구한 수치해석 결

과를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특별히, 기포영상유속측정법

(Bubble Image Velocimetry, BIV)을 이용해 얻은 구조물 전면

에서의 기포거동 및 갑판 위의 기포유동 속도장과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실험조건 및 기법

모형시험은 Piston type 형태의 조파기가 설치된 2차원 조

파수조(32 m x 0.6 m x 1 m)에서 수행되었으며, 수심을 고정

(0.6 m)하여 사각형 단면 구조물에 발생하는 그린워터 실험

BW Pioneer Model
Scale() 1/125
Depth(m) 20.4 0.16
Draft(m) 13.9 0.112

Freeboard(m) 6.5 0.03

(m) 12.5 0.1(0.06 ~ 0.12, 
to 0.01 m intervals)

Design wave period
(second) 13 1.16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BW Pioneer and  model

Fig. 3 Return period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

을 수행하였다(Fig. 1 참조).

사각형 단면 구조물의 제원과 실험 파랑조건은 2008년부

터 멕시코만(Gulf of Mexico, GOM)에서 운영 중인 BW 

Pioneer FPSO(Fig. 2)와 이 해역의 1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설계파랑조건을 1:125로 상사하여 결정하였다(Table 1). 구조

물은 조파기에서 20 m 떨어진 지점에 고정하였으며, 소파기

에서 반사된 파가 다시 구조물에 도착하기 전에 영상을 획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규칙파의 파고들을 BW Pioneer FPSO가 운

영 중인 West central GOM 지역에 대한 API의 장기 재현 주

기(Longterm Return Period) 해석결과[7]와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규칙파의 파고 분포는 2년 재현주기부터 1000년 재현

주기에 해당하는 파랑조건과 일치함을 보여준다(Fig. 3, Table 

2 참조).

그린워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물과 공기의 다상유동

(Multiphase flow)을 계측하기 위하여 기포영상유속측정법

(Bubble Image Velocimetry, BIV)을 활용하였다.

기포영상유속측정법은 그림자 기법(Shadow graphy image 

technique)을 적용하여 기포를 형상화하고, 영상의 명암

(Intensity) 분포를 MQD(Minimum quadratic difference) 방법으

로 연속영상을 분석한 후 기포 속도를 계산한다[8,9].

3. 수치해석 방법

3.1 지배방정식과 난류모형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에 의해 사각형 단면 구조물에 발생

Wave height(m) Return period(Year)
0.06 2.2
0.07 5.2
0.08 14.3
0.09 41.0
0.10 117.7
0.11 344.8
0.12 1000

Table 2 Return period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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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numerical wave flume

하는 그린워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에 근거한 범용프로그램인 STAR-CCM+을 사

용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3차원 비정상 및 비압축성 난

류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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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속, 는 유체의 밀도, 는 시간, 는 좌표, 

는 압력,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 는 난류응력, 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낸다.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분과 공간에 대한 

이산화는 2차 정확도의 수치기법으로 수행되며, 속도-압력을 

연성하는 방법으로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지배방정식 (2)에 나타난 난류응력항

을 해석하기 위해 Standard 난류모델과 자유수면의 처리

를 위해 벽함수(Wall function) 기법을 이용한 경계면 처리기

법을 도입하였다.

3.2 자유수면 모델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유동 해석 기법으로 VOF(Volume 

of Fluid)법을 사용하였다. 두유체 경계면인 자유수면의 움직

임은 아래의 VOF 수송방정식을 풀어 구한다.



 Ω
Ω


∙   (3)

여기서 체적비율 에 의해 격자 내부 유체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값이 액체영역에서는 1, 기체영역에서는 0, 그리

고 기체와 유체의 경계면에서     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벽(Wall)에 대한 경계조건으로 STAT-CCM+

Fig. 5 Mesh generation near the rectangular structure

에서 제공하는 방법 중에서  0인 경우 조건으

로 처리하고 격자에 의한  > 30인 경우 조건으

로 처리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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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은 전형적인 벽면함수(Wall function)를 이

용하며 벽면 전단응력(Wall shear stress), 난류생성 및 소산정

보를 난류평형경계층이론(Equilibrium turbulent boundary layer 

theory)을 바탕으로 구한다.

3.3 해석모델 및 해석조건

계산영역은 실험이 수행된 조파수조의 길이와 일치시키고, 

2차원 그린워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폭을 0.1 m로 하였다. 

수심은 실험과 같은 0.6 m로 고정한 상태에서 파가 진행하면

서 움직이는 공기의 유동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수조의 

높이를 2 m로 하였다. 이 외의 구조물의 크기 등은 모두 

Reference[8]의 실험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으로는 파가 입사되는 면을 속도유입(Velocity 

Inlet) 경계조건, 수조 윗면을 압력유출(Pressure Outlet) 경계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수조 양 벽면은 대칭(Symmetry) 조건을 

부여하였고 수조 바닥과 구조물에 대해서는 점착조건(No-slip 

wall) 조건을 적용하였다. 파가 수조의 벽에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사면의 반대쪽에 소파영역(Damping force zone)

을 설정하였다(Fig. 4 참조).

격자생성은 결과가 비교적 정확하고 계산수행이 빠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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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는 비정렬(Unstructured) 형태인 육면체 격자계를 생성 

해주는 기법(Trimmer)법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자유수면 포착

을 위해 규칙파가 지나가는 영역에서는 파의 파장의 100분할, 

파고의 30분할 정도의 격자크기를 이용하였으며 구조물 주변

에서는 그린워터 발생 시 생성되는 기포를 구현하기 위해 더

Mesh size∆ ∆ ∆
Structure(m) 0.00175 0.01 0.001

Free surface(m) 0.02 0.05 0.003

Table 3 Mesh sizes around the free surface and structure

욱 조밀한 격자를 이용하였다. 격자계에 의한 수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유수면 및 구조물에서 멀어질수록 격자의 크

기를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생성하였으며, 사용된 총 격자개

수는 약 177만개이다(Fig. 5, Table 3 참조).

규칙파는 스토크스의 5차 파(Stokes’ fifth-order wave) 이론

을 적용하여 VOF법으로 생성하였으며, 수치해석에 사용된 

계산시간 간격은 파가 진행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 s

로 적용하였다.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해 규칙파의 시작점을 

구조물 수직 벽의 바로 앞에 두고 해석하였으며, 이 외의 조

건은 Reference[8]과 같게 설정하였다.

(a-1) (b-1) (c-1) (d-1)

(a-2) (b-2) (c-2) (d-2)

(a-3) (b-3) (c-3) (d-3)

(a-4) (b-4) (c-4) (d-4)

(a-5) (b-5) (c-5) (d-5)

Fig. 6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for green water((a) Experimental, H = 0.1 m, (b) Numerical, H = 0.1 m, 
                    (c) Experimental, H = 0.12 m, (d) Numerical, H = 0.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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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result

(b) Numerical simulation

Fig. 7 Velocities of Splashing jet

4.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

4.1 그린워터 생성과정 비교

규칙파의 파고 0.1 m, 0.12 m에 의해 발생하는 그린워터의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Reference[8]에 따르면, 그린워터의 발생과정은 Flip through, 

Air entrapment, Run-up, Overturning, Water shipping의 다섯 단

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치해석 결과 전반적인 그린워터의 

발생과정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사파

(Incoming wave)가 구조물에 반사된 반사파(Reflected wave)와 

중첩되면서 파도 전면부가 수직이 되는 Flip through 과정이 

실험과 비슷하게 재현되었으며(Fig. 6(a-1),(b-1),(c-1),(d-1)), 그 

후 구조물 벽과 파의 전면부 사이에 있는 공기가 가두어 지

는 과정인 Air entrapment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 역시 실험

과 유사하게 구현이 되었다(Fig. 6(a-2),(b-2),(c-2),(d-2)). 하지

(a) Experimental result

(b) Numerical simulation

Fig. 8 Velocities of Water shipping

만, Run-up 단계에서 발생하는 튀어오르는 제트(Splashing jet)

의 높이가 실험결과보다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6(a-3), (b-3), (c-3), (d-3)), Overturn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와 갑판위로 올라오는 물의 최대높이(Freeboard 

exceedance)도 실험에 비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Fig. 

6(a-4),(b-4),(c-4),(d-4)). 이로 인해 마지막 단계인 Water 

shipping 과정에서 갑판 위로 지나가는 유량 역시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다소 적은 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Fig. 

6(a-5),(b-5),(c-5),(d-5)).

4.2 그린워터의 기포 속도장 비교

실험에서 얻은 BIV 기법을 이용한 기포 속도장(Fig. 7)의 

평균값과 수치해석으로 계산한 기포의 속도장(Fig. 8) 평균을 

파고의 증가에 따라 도식화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a)는 Run-up 단계에서의 Splashing jet 발생 시 기포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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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d velocities of Splashing jet

(b) Averaged velocities of Water shipping

Fig. 9 Comparison of the velocities from experi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를 파의 위상속도(Phase velocity)로 무차원화 하여 나타낸 것

이고, Fig. 9(b)는 Water shipping 단계에서의 갑판 위 유동에 

포함된 기포의 속도를 Fig. 9(a)와 같이 파의 위상속도로 무

차원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축은 각각의 파고를 규칙파의 

파장으로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파고의 증가

에 따른 기포속도의 증가추세는 실험결과와 비슷하게 선형적

으로 나타났지만, 실험결과에 비해 해석결과가 대략 2 ~ 3배 

정도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 Splashing jet의 속도는 파고가 커질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나, 수치해석 결과는 파고가 0.1 m일 때 최대이고 0.11 

m부터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각형 단면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그린워

터 현상에 대한 실험을 STAR-CCM+을 이용한 수치해석결과

와 비교, 분석하였다. 2차원 조파수조 실험에서 고속카메라와 

BIV 기법을 활용하여 그린워터 생성과정 및 구조물 전면과 

갑판 위에서의 기포 속도장을 계측하였으며 이를 수치시뮬레

이션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린워터의 생성과정은 비교적 

정확히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Splashing jet의 

높이와 Water shipping 과정에서 갑판위로 올라오는 유량은 

수치해석 결과가 다소 작게 나타났으며, Splashing jet의 기포

속도와 Water shipping 과정의 갑판 위 기포의 속도는 실험결

과보다 2 ~ 3배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그린

워터 생성과정에서 점성에 대한 영향이 실험에 비해 수치해

석에 더 적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VOF 기법의 

정확도 문제, 기포사이의 상호작용 및 표면장력에 대해 더 

정확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부분에 대

한 매개변수 연구(Parametric study)를 통하여 좀 더 발전된 해

석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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