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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ompound open channel flow using OpenFOAM Large Eddy Simulation (LES). Large 

eddy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by solving the filtered continuity and momentum equations numerically. One equation LES 

and non-uniform grid were applied to capture the anisotropic turbulence and secondary flow near the wall. The results of 

large eddy simulations of turbulent flow in a compound open channel with deep and shallow flood plain depths are 

presented. These LESs are validated with experimental data, resulting in a good agreement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The role of anisotropic turbulence in generating secondary currents is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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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OpenFOAM의 large eddy simulation (LES)를 이용하여 복단면 흐름을 분석하였다. LES는 여과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일방정식 LES와 비균일 격자를 적용하여 벽 부근의 난류 비등방성과 이차류를 재현하였다. 

복단면 개수로 난류의 LES 결과는 홍수터의 수심이 깊은 경우와 얕은 경우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들 결과는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실험결과와 계산 결과는 부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차류를 생성하는 난류 비등방성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비등방 난류, 복단면 개수로, 큰 와 모의, OpenFOAM, 이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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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수로 복단면 수로는 상시 흐름이 발생하는 주수로

와 홍수시 침수되는 홍수터로 구성되며 자연 하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로 형태이다. 복단면 수로의 흐름, 난

류, 바닥 전단응력 특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특징이 알려져 있다. 복단면 흐름

에서는 주수로와 홍수터에서 발생하는 흐름 간의 유속 

차이로 운동량 교환이 발생하며 그 결과 전단층이 형성

되어 부가적인 에너지 손실과 유하능력 감소를 야기한

다. 또한 주흐름과 이차류의 유속분포, 바닥 전단응력, 

난류 특성 등도 영향을 받아 복단면의 특징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Prinos et al. 1985, Tominaga and Nezu 

1991).

복단면 수로의 흐름과 난류 특성은 실험 연구를 통해

서 정밀하게 측정되어 제시되었다. Tominaga and Nezu 

(1991), Shiono and Knight (1991) 등은 LDA (laser 

doppler anemometers)를 이용한 복단면 흐름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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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복단면 형상과 홍수터 조도가 주흐름 분포, 이차

류 분포, 레이놀즈 응력 분포, 바닥 전단 응력, 운동량 교

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복단면 흐름에 대한 수치모의 연구도 최근까지 다양

하게 진행되었다.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에 기반한 연구는 Naot et al. (1993), 

Pezzinga (1994), Sofialidis and Prinos (1998) 등이 대

표적인데 이 들 연구에서는 자신들의 RANS 모형이 복

단면 흐름에서 시간 평균 유속 분포와 바닥 전단응력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ezzinga (1994)와 

Sofialidis and Prinos (1998) 등은 비선형 난류 모형을 

이용하여 이차류 분포까지 예측하였다. 그러나 비선형 

모형에서는 벽 함수로 인하여 바닥 전단응력이 부정확

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RANS 모형은 

레이놀즈 응력 분포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수로와 홍

수터 간의 겉보기 전단응력 (apparent shear stress)을 

정량화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RANS 모형에 대한 대안인 LES 모형은 큰 규모의 

와류를 모델링 없이 직접 해석 (resolving)하므로 난류 

이차항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개수로에서 

LES를 적용한 대표적이 연구는 Constantinescu et al. 

(2009), van Balen et al (2010), Stoesser et al (2010) 등

이 대표적이다. 복단면 개수로에는 Thomas and Williams 

(1995)가 처음으로 LES를 적용하였으며 Cater and 

Williams (2008)는 Thomas and Williams (1995)의 연

구를 마무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Tominaga and Nezu 

(1991)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나 1개 케이스에 대

해서만 비교하여 홍수터 수심의 영향을 검토하지 못하

였다.  Kara et al. (2012)은 Hydro3D 코드를 이용하여 

균일 격자로 LES 모의를 수행하여 홍수터 수심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 코드인 OpenFOAM LES

를 이용하여 벽 부근이 조밀한 비균일 격자를 구성하여 

홍수터 수심에 따른 복단면 흐름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OpenFOAM 코드의 LES를 검증하

고 복단면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지배방정식

LES 지배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을 공간 필

터로 평균하여 구한다. 흐름 변수(f)는 큰 규모 (large 

scale)와 작은 규모 (small scale)로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Eq. 1)

여기서 윗줄표식은 공간 평균된 큰 규모의 흐름 변수이

며 프라임은 작은 규모의 흐름 변수이다. 

공간 필터를 적용하면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

은 각각 다음과 같다.

                                                      (Eq. 2)

                        (Eq. 3)

Eq. 3의 이송항은 항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SGS 

(sub grid scale) 응력 텐서를 도입하며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Eq. 4)

Eq. 4를 Eq. 3에 대입하면 Eq. 5를 유도할 수 있다.

             (Eq. 5)

Eq. 5를 풀기 위해서는 SGS 응력 에 대한 모형화

가 필요한데 OpenFOAM을 비롯한 다목적 CFD 코드

에서는 일반적으로 Boussinesq 가정을 도입하여 모형

화한다. 즉, SGS 응력은 점성응력과 유사하다고 가정

하며 Eq. 6과 같이 표현된다.

                         (Eq. 6)

여기서 는 SGS 점성이라고 불리며 여과된 속도장

에서 계산된다. 

SGS 점성을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 제안되었

다. Ban and Choi (2014)를 포함한 개수로 흐름 분석에

는 Smargorinsky-Lilly SGS 모형이 적용되었다. Rogallo 

and Moin (1984)에 의하면 Smargorinsky-Lilly SGS 

모형은 적용되는 모형 상수 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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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compound open channels 
used in this study.

Fig. 2. Computational setup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large eddy simulation (LES) used in this study.

Table 1. Flow conditions of the simulation cases in this study (Tominaga and Nezu 1991).

Case
Main channel 
depth (mm)

Floodplain depth 
(mm)

Maximum velocity 
(m/s)

Friction velocity 
(m/s)

Mean velocity 
(m/s)

Reynolds number 
(Re)

S1 80.3 60.3 0.409 0.0164 0.368 67,200

S2 80.0 40.0 0.389 0.0164 0.349 54,500

S3 80.5 20.5 0.358 0.0141 0.288 45,600

특히 벽 부근에서는 난류의 비등방성으로 상수 값이 달

리 적용하여야함을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GS 

난류 운동 에너지의 이송을 고려하는 일방정식 모형이 

제안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방정식 모형을 적용하

였다. 일방정식 모형에서 SGS 점성은 Eq. 7과 Eq. 8에 

의해 계산된다.

(Eq. 7)

                                (Eq. 8)

여기서 는 여과 응력 변화율 텐서이며, =1.048, 

=0.094 이다.

2.2 OpenFOAM 모형 

본 연구에서 적용한 OpenFOAM은 유체 흐름 모의 

툴박스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오픈 소스 패키지이며 

다양한 유체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OpenFOAM® 

2011). 기본적으로 80개 이상의 해석 모듈을 제공하며 

170개 이상의 격자 생성, 전처리기, 후처리기를 제공하

며 유체 해석 분야에서 OpenFOAM의 적용은 최근 크

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Roberston et al. 2015).

OpenFOAM 모형은 앞에서 제시된 지배방정식을 

유한체적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며 병렬 연산을 위해서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적용한다. 본 연구

에서는 MPI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적용하여 LES 해석

을 수행하였다. 유속-압력 상관관계 계산에는 SIMPLE, 

PISO, PIMPLE 등의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PIMPL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2.3 OpenFOAM 모형 적용

본 연구에서는 Tominaga and Nezu (1991)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복단면 LES 모의를 수행하였다. 

Tominaga and Nezu (1991)의 연구 중 홍수터 수심비 

가 0.75, 0.5, 0.25 인 세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수심

비에 따른 흐름변화를 모의하였다. 복단면 하도의 변수 

정의는 Fig. 1에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 케이스의 흐름 

조건은 Table 1과 같다.

Fig. 2는  = 0.5인 경우의 계산영역과 경계조건

을 나타낸다. 측벽과 바닥벽은 벽 경계를 적용하였으며 

자유수면 경계조건은 free slip 조건을 적용하였다. 계

산 영역의 길이는 주수로 수심의 6배로 설정하였으며 

상하류 경계는 압력차가 일정한 cyclic 조건을 적용하

였다. 계산영역의 격자구성은 Fig. 3과 같다. 격자는 바

닥벽과 측벽 부근의 격자가 조밀한 비균일 격자를 적용

하였다. 벽 부근의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하여 벽 부근

에 발생하는 작은 와를 직접 모의하여 모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격자 구성에 따른 각 케이스별 

절점 개수는 Table 2와 같으며 이에 따른 격자간 무차

원 거리는 Table 3과 같다. 초기 조건으로는 전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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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osition of cross sectional grid points used in this study.

Table 2. Domain discretization of the simulation cases in this study.

Case

Discretization (Δx ×Δy ×Δz ) Grid points

Lower main 
channel

Upper main 
channel

Floodplain
Lower main 

channel
Upper main 

channel
Flood
plain

Total

S1 64×24×128 64×32×128 64×32×128 196,608 262,144 262,144 720,896

S2 64×24×128 64×22×128 64×22×128 196,608 180,224 180,224 557,056

S3 64×44×128 64×22×128 64×22×128 360,448 180,224 180,224 720,896

Table 3. Wall distance of the simulation cases in this study.

Case

Lower main channel Floodplain

Δz
+

First grid Max grid First grid Max grid

Δx
+

Δy
+

Δx
+

Δy
+

Δx
+

Δy
+

Δx
+

Δy
+

S1 5.7 1.9 54.7 43.7 5.7 4.3 34.3 25.5 61.5

S2 5.7 3.7 54.7 43.7 5.7 3.7 54.7 43.7 61.5

S3 4.9 2.5 47.0 37.6 4.9 1.6 47.0 37.6 52.9

영역에 평균 유속을 설정하였으며 계산 시간이 진행되

면서 난류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초기 160

 시간 

동안 균일한 난류 발생을 위해 모의하였으며 그 이후 30



 시간 동안의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난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계산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클러스터 시스템인 

Garam을 이용하였다. Garam은 12개의 계산 노드가 

있으며 각 노드는 20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 총 240

개의 코어를 병렬로 사용할 수 있다. CPU는 Intel Xeon 

E5-2680v2 2.8GHz이며 운영체제는 CentOS이며 Open 

FOAM 4.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평균 유속 분포

Fig. 4, Fig. 5 및 Fig. 6은 최대 유속에 대한 평균유속

의 분포를 모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개

수로 복단면의 평균 유속 분포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유

속 처짐 (velocity dip)과 유속분포 볼록화 (velocity 

bulge) 현상이다. 두 가지 현상 모두 난류의 비등방성에 

의해 형성되는 이차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

인 난류 모의로는 재현하기 힘든 현상으로 난류의 비등

방성을 재현할 수 있는 LES 모의 또는 RSM (Reynolds 

Stress Model) 모의에서 나타난다. 유속 처짐은 단단면 

개수로 흐름에서도 나타나는데 측벽에서 발생하는 이

차류의 영향으로 최대 유속 분포가 자유수면이 아닌 자

유수면 아래에서 형성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단단

면에서 발생하는 유속 처짐은 LES 또는 RSM을 이용

하여 발생지점이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되나 복단면에

서 발생하는 유속 처짐은 정확하게 모의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현되지 않기도 한다 (Thomas and 

Williams 1995, Kang and Choi 2006, Kar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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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S (the present study)

(b) Tomina and Nezu (1991)

Fig. 4. Normalized streamwise mean velocity of the simulation case S1.

(a) LES (the present study)

(b) Tomina and Nezu (1991)

Fig. 5. Normalized streamwise mean velocity of the simulation case S2.

유속분포 볼록화 현상은 복단면 흐름에서만 발생하

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주수로 측벽과 홍수터 바닥벽의 

연결부에서 이차류에 의한 유속 저하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주수로와 홍수터의 연결지점의 평균 유속

분포가 자유수면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나타

나 유속분포 볼록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 또한 

난류의 비등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수로와 홍수터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이차류에 의해서 평균 유속 분포

가 변형되는 현상이다. 유속분포 볼록화 현상은 홍수터 

수심이 깊은 경우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Tominaga and Nezu 1991).

본 연구의 평균 유속 분포 결과는 기존 LES 연구 결

과 (Thomas and Williams 1995, Kara et al. 2011)와 비

교하면 전체적으로 각 케이스별 유속 분포를 잘 재현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유속처짐과 유속분포 볼

록화 현상을 일정 정도 잘 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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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S (the present study)

(b) Tomina and Nezu (1991)

Fig. 6. Normalized streamwise mean velocity of the simulation case S3.

S1 케이스의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는 홍수터에서 

유속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모의 결과에서는 나

타나고 있지 않다. 유속분포 볼록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강도가 실험결과에 비해서는 약하여 자유수

면에 가까워 지면서 그 영향이 감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수로 측벽 부근의 유속 분포는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모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S2 케이스의 경우에도 유속 처짐과 유속분포 볼록화 

현상을 잘 모의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실험결과에 비해

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수로에서의 유

속분포는 실험결과와 유사하나 홍수터에서의 유속분

포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실험결과에서 발

생하는 홍수터에서의 약한 유속 저하를 모의하고 있지 

못하다.

S3 케이스의 경우에는 실험에서는 주수로에서 유속 

저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유속분포 볼록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의 결과에서는 유속 처짐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강도는 실험에 비해서 약하게 나타

나고 있다.

3.2 이차류 분포

Fig. 7, Fig. 8및 Fig. 9는 각 케이스 별로 이차류 분포

를 모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인 

이차류 분포 양상은 실험결과와 모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험에서는 측정의 한계로 측벽과 바닥

벽 부근의 이차류를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모의 결과에

서는 벽 부근의 이차류가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험

에서 측정하지 못한 수심이 얕은 S3 케이스의 이차류와 

각 케이스의 홍수터 측벽 부근의 이차류를 제시하고 있

다. 일반적인 등방성 난류 모의에서는 이차류를 재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벽과 자유수면 부근의 난류 비등

방성에 의해 발생하는 흐름 현상을 모의할 수 없다. 

Tominaga and Nezu (1991)는 실험 결과에 의해 복

단면 하도에서 총 5 가지 와류를 관찰하여 제시하였다 

(Fig. 8 (b)). 자유수면와류 (free surface vortex)는 주수

로에서 발생하는 시계방향 와류이며 주수로와류 (main 

channel vortex)는 홍수터와 인접한 주수로에 발생하

는 반시계 방향 와류이다. 홍수터 와류 (floodplain 

vortex)는 주수로에 인접한 홍수터에서 발생하는 시계 

방향 와류이며, 바닥 와류 (bottom vortex)는 주수로 바

닥벽에서 발생하는 반시계 방향 와류이며, 연결부 바닥 

와류 (junction bottom vortex)는 홍수터 연결부의 주수

로 바닥에서 발생하는 시계 방향 와류이다. 

S1 케이스의 경우 실험에서는 홍수터 와류, 자유수

면 와류, 연결부 바닥 와류 등은 명확히 나타나나 다른 

와류는 잘 관측되지 않는다. 반면에 모의 결과에서는 

실험에서는 불명확한 바닥 와류가 잘 나타나며 홍수터 

와류는 2개 이상이 나타난다. 또한 주수로와 홍수터 측

벽 부근에서는 소규모의 내부 와류 (inner vortex)가 명



60 D.H. Lee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17) 4(1): 054-062

(a) LES (the present study)

(b) Tomina and Nezu (1991)

Fig. 7. Secondary currents of the simulation case S1.

(a) LES (the present study)

(b) Tomina and Nezu (1991)

Fig. 8. Secondary currents of the simulation case S2 (the red ellipse indicates counter clockwise vortex and the blue 
ellipse indicates clockwise vortex).

확하게 나타난다.

S2 케이스의 경우 실험에서는 자유수면 와류, 주수

로 와류, 홍수터 와류, 바닥 와류, 연결부 바닥 와류 등이 

관찰된다. 모의 결과에는 이 5가지 와류 외에 추가적인 

홍수터 와류와 중규모의 홍수터 와류가 나타나며 주수

로와 홍수터 측벽에서 내부 와류가 다수 나타난다.

S3 케이스에서는 실험에서는 자유수면 와류, 주수

로 와류, 바닥 와류, 연결부 바닥 와류 등 4개의 와류 구

조가 나타난다. 모의 결과에서는 이 외에 홍수터에서 

홍수터 수심 규모 크기의 홍수터 와류가 복수로 나타나

며 주수로 측벽의 내부 와류와 홍수터 연결부의 주수로 

내부 와류가 추가로 나타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개수로 복단면 흐름 구조를 모의하기 위

하여 OpenFOAM의 일방적식 LES 모형을 적용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벽부근에서 발생하는 난류 비

등방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비균

일 격자를 적용하였으며 홍수터 수심에 의한 변화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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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S (the present study)

(b) Tomina and Nezu (1991)

Fig. 9. Secondary currents of the simulation case S3.

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수심에 대해서 모의하였다. 비

등방성 난류 해석 기법과 비균일 격자의 적용으로 측벽

과 바닥벽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와류를 정밀하게 재

현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실험 및 기존 수치모의에

서 관측되지 않았던 측벽 부근의 내부 와류와 홍수터의 

복수의 와류를 재현할 수 있었다. 

복단면의 평균 유속 분포는 수치모의를 통해서 수심

별 변화를 재현하기 쉽지는 않다. 본 연구의 모의 결과

는 평균 유속 분포에서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

나 기존 수치모의와는 부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속 저하와 유속분포 볼록화 현상을 모의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실험에 비해서 약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이

차류 모의 결과는 세밀한 이차류 구조를 잘 나타내며 그 

양상도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

의 결과의 이차류가 양상은 잘 나타내나 이차류의 강도

가 실험에 비해서 약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향후 발

전된 LES 모형과 정밀한 격자 구성을 통해서 복단면 흐

름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모의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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