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파랑의 정도 높은 예측 기술은 해상에서 운용될 선박 및 구조물의 설계는 물론 운영을 포함한 유지보수에도 매우 중요하다. 해상에서

의 파랑은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성 및 전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파랑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정도 높은 수치기법

이 필수적이다. 파랑의 예측을 위한 수치기법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포텐셜 유동을 기반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수면의 비선

형 경계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섭동법(Perturbation method)을 기반한 고차 해석법과 완전 비선형 자유표면 조건을 이용한 MEL(Mixed 
Eulerian-Lagrangian) 기법(Longuet-Higgins and Cokelet, 1976)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유수면의 강한 비선형성과 파-물체 상호작용 해석에 유연한 MEL 방법이 경계요소법, 유한요소법 및 조화 다항식 셀 기법

(Harmonic polynomial cell, HPC) 등과 같은 다양한 라플라스 방정식의 경계치 해법을 통해 적용되었다(Longuet-Higgins and Cokelet , 
1976; Wu et al., 1998; Shao and Faltinsen, 2014). 언급된 라플라스 방정식의 경계치 해법은 필연적으로 행렬의 연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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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onlinear wave simulation code is developed using a higher-order spectral (HOS) method. The HOS method is very
efficient because it can determine the solution of the boundary value problem using fast Fourier transform (FFT) without matrix operation. Based
on the HOS order, the vertical velocity of the free surface boundary was estimated and applied to the nonlinear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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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ability against the aliasing effect was guaranteed by using the zero-padding method. In addition to simulating the initial wav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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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To validate the developed simulation code, the adjusted simulation was carried out and its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eighth order
Stokes theory. Long-time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on the irregular wave field distribution, and nonlinear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from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s. Nonlinear adjusted and damping regions were introduced to implement a numerical wave tank that
successfully generated nonlinear regular waves. According to the variation in the mean wave steepness, irregular wave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in the numerical wave tank.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d an increase in the nonlinear interaction between the wave components, which was
numerically verified as the mean wave steep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HOS method is an accurate and efficient method
for predicting the nonlinear interaction between waves, which increases with wave steep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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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선형 자유수면을 반영하기 위해 매 시간 스텝 격자를 재구성하는 MEL 방법의 경우 매 시간 스텝 경계치 해를 계산하는데 높은 계

산비용이 요구된다(Oh et al, 2018). 이와 달리 고차 해석법을 기반한 Dommermuth and Yue(1987)의 고차 스펙트럴(Higher-order spectral, 
HOS) 기법은 행렬 연산 없이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이용하여 경계치 문제의 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MEL
에 기반해석법과 비교하여 연산 효율이 대단히 높은 방법이다(Kim, 1993).  따라서 HOS 기법은 물체가 없는 비선형 파랑의 생성 및 전파

의 예측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Ducrozet et al., 2016). 최근 전산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해양구조물의 하중과 거동해석을 위하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CFD를 이용하여 불규칙 해상 상태의 파랑을 직접 구현하기에 높은 계산비

용이 필요하며 장시간 시뮬레이션에 의한 오차누적을 피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정도 높은 불규칙 파랑생성을 위해 포텐

셜 유동기법과 CFD 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높은 정확성과 연산효율성에서 HOS 기법이 CFD 연성에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Gatin et al., 2017). 따라서 HOS 기법을 통한 파랑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은 비선형 파랑 예측 연구는 물론 효

율적인 CFD의 파랑장 구현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일반적인 HOS 기법의 경우, 자유수면 외의 경계조건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수조와 같은 파랑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  자유수면

의 동요를 통한 파랑 생성은 가능하나 전달함수가 선형자유수면 조건에서만 산정가능하기 때문에 비선형 자유수면조건에서는 반복계

산을 통한 조정(Tuning)작업이 동반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Kim(1993)은  HOS 기법에 경계요소법을 도입하여 조파경계조건을 처

리하였고 Bonnefoy et al.(2006)은 cos함수의 의사 스펙트랄 기저와 추가 포텐셜기법(Additional potential technique)을 이용하여 조파면의 

경계조건을 처리하였다. 상기 언급된 방법들은 별도의 추가 경계치 문제를 도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최근 Liam et al.(2014)가 비

선형 적응영역(Nonlinear adjustment zone)을 Analytic Boussinesq model과 Variational Boussinesq Model에 적용하여 자유수면에 생성한 선

형파를 비선형파로 성공적으로 발달시킨바 있으며 HOS 모델에 적용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HOS 기법을 이용한 비선형 파랑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였다. Dommermuth and Yue(1987)의 전개에 따라 

HOS 차수에 따른 자유수면 경계의 수직속도를 추정하여 비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에 적용하였다. 비선형 자유수면 문제에 안정적이라

고 알려진 Runge-Kutta 4차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적분을 수행하였다. Zero padding 방법을 이용하여 위신호 현상(Aliasing effect)에 대한 

수치안정성을 확보하였다(Canuto et al., 1988). 초기 파랑분포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물론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을 위해 비선형 적응영역

(Liam et al., 2014)과 소파 감쇠영역이 도입되었다. 개발된 코드를 검증하기 위하여 Dommermuth(2000)의 단일파 조정 시뮬레이션

(Adjusted simulation)이 수행되었으며 Stokes 8차 이론과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불규칙 파랑분포에 대한 장주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비선형 파랑 전파 특성을 파악하였다. 비선형 적응영역과 감쇠영역이 도입하여 수치 조파수조를 구현하였으며 비선형 규칙파

가 성공적으로 생성됨이 확인되었다. 수치 조파수조에서 평균 파경사에 따른 불규칙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평균 파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파성분 간 비선형 상호작용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2. 수학적 정식화 및 수치기법

2.1 수학적 정식화

본 연구에서는 직교좌표계에서 수평방향의 길이 과 일정수심 의 직사각형의 유체영역을 고려한다. 좌표계에서 x축은 평균수면에 

두고 수직축 z는 상방향을 향한다. 유체의 비압축과 비점성 그리고 유동의 비회전을 가정하면 유체의 속도를 속도포텐셜 의 구배로 정

의할 수 있고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라플라스 방정식이 된다.

∇ 

 

      (1)

여기서 ∇는 수평 구배 연산자(Horizontal gradient)를 의미한다. Zakharov(1968)의 연구에 따라 자유수면 에서 표면포텐셜 은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2)

표면포텐셜 를 이용하여 자유수면의 운동학적 경계조건과 동역학적 경계조건을 식 (3)-(4)로 표현할 수 있다.




  ∇∇ ∙∇ (3)





   

 ∇  

 ∇  (4)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하며 는 자유표면의 수직속도로 식 (5)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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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ommermuth and Yue(1987)과 West et al.(1987)의 연구된 HOS model을 이용하여 수직속도 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수직속도 

를 대입한 식 (3)-(4)의 적분을 통해 시간진행에 따른 자유수면 과 표면포텐셜 를 얻을 수 있다. HOS model은 수평영역이 무한하다고 

가정하여 식 (6)과 같이 측면 주기 경계조건이 사용된다. 

  

    

  

(6)

바닥 경계조건은 비투과 조건인 식 (7)이 사용된다.



 
  (7)

상기 언급한 자유수면 경계조건인 식 (3)-(4), 측면 주기 경계조건인 식 (6) 및 바닥 경계조건인 식 (7)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

인 속도포텐셜을 푸리에 의사 스펙트랄 기저(Fourier pseudo-spectral basis)를 이용하여 식 (8)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cosh  

cosh    
exp  (8)

여기서 은 속도포텐셜의 시간에 따른 푸리에 계수를 의미하고 은 식 (9)과 같이 정의된 파수를 의미한다.

  


      (9)

속도포텐셜과 유사하게 표면포텐셜 와 자유수면 를 식 (10)-(11)과 같이 푸리에 의사 스펙트랄 기저로 정의할 수 있다.

  


 exp  (10)

 


exp  (11)

여기서 은 표면포텐셜의 시간에 따른 푸리에 계수를 의미하고 은 자유수면의 시간에 따른 푸리에 계수를 의미한다. 식 (10)-(11)의 

표면포텐셜과 자유수면의 전개는 물리량을 정의한 자유수면의 절점의 개수로 제한된다. 또한 식 (10)-(11)의 푸리에 전개는 식 (3)-(4)를 

이용한 표면포텐셜과 자유수면의 시간적분에 수평 미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유표면에서의 수직속도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Dommermuth and Yue(1987)의 전개에 따른 HOS 모델을 통해 자유표면의 수직속도 를 계산할 수 있다.
HOS model에서는 자유표면의 수직속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면의 물리량인 표면포텐셜 과 자유표수면 를 이용한다. 우선 속

도포텐셜 를 파 경사(Wave steepness)에 대한 섭동전개로 식 (12)과 같이 주어진 차수 까지 표현할 수 있다. 

  
  




        (12)

여기서 섭동포텐셜 은 파 경사에 대한 의 섭동차수를 가진다. 평균 수심인  0에서부터 테일러 전개로 자유수면에 대한 섭동포

텐셜 을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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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직속도 도 식 (12)와 유사하게 식 (14)와ㅏ 같이 섭동전개로 표현할 수 있다.

  
 




        (14)

여기서 섭동 수직속도  역시  파 경사에 대한 의 섭동차수를 가지며 평균 수심인  0에서부터 테일러 전개로 자유수면 에 대한 

섭동 수직속도  을 식 (1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식 (15)의 섭동 수직속도  는 섭동 속도포텐셜 을 통해 계산되며 이를 이용하여 에서 수직속도 를 식 (14)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2.2 수치기법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경계조건인 식 (3)-(4)를 이용하여 시간의 적분에 따른 자유수면 와 표면포텐셜 을 예측할 수 있다. 시간적

분은 Dommermuth and Yue(1987)과 같이 안정성이 확보된 Runge-Kutta 4차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유수면의 경계조건에 포함된 공간 미

분의 물리량 및 수직속도 는 FF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Matrix laboratory)을 사용하여 수치기법

을 구현하였다. MATLAB의 경우, FFT 알고리즘과 멀티 스레드(Multi thread)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계산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HOS 
기법의 경우, 비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의 곱 연산이 스펙트럼 공간이 아닌 물리적 공간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변환은 FFT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위신호(Aliasing) 현상을 발생시킨다. 위신호 현상은 수치안정성을 저해하므로 해석의 안정성을 위해 위신호 

현상을 잘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신호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Zero padding 방법이 이용되었다. Zero padding은 

곱 연산 전 스펙트럼 공간에 0을 채워 확장함으로서 물리공간에서 위신호가 없는 곱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스펙트럼 공간의 

확장이 동반되기 때문에 계산 영역 증가로 인한 계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식 (16)과 같이 Half-rule을 통한 적절한 공간 확장이 

이루어진다(Canuto et al., 1988 ; Gatin et al., 2017).

 


 (16)

여기서 는 Zero padding을 위해 확장된 공간을 의미하며 은 HOS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자유모드(Free mode)의 수를 의미한다. 
매개변수 는 차수 이 선택되어야 위신호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식 (16)을 통해 차수 이 증가가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스

펙트럼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계산 비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차원 계산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 Full dealiasing
을 사용하였다.

HOS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자유표면에서의 자유수면 와 표면포텐셜 의 초기조건으로부터 해석이 수행되며 초기화가 수치안

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mmermuth(2000)의 연구에 따르면 선형 초기조건의 HOS 기법의 시뮬레이션은 식 (3)과 

(4)의 비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Dommermuth(2000)는 적

응기법(Adjustment scheme)을 제안하여 선형 초기조건이 비선형 자유수면 조건에 초기화되도록 하였다. 본 기법은 자유수면의 비선형 

항을 시간에 대한 완화(Relaxation)을 통해 비선형 해의 원활한 전환을 가능하도록 한다. Dommermuth(2000)가 제안한 완화시간 및 완

화지수 을 도입하여 비선형항의 완화가 적용된 자유수면 조건을 식 (17)-(18)과 같이 표현하였다.




      ∇∇ ∙∇    ex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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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규칙파의 초기조건으로는 선형 자유수면   및 선형 포텐셜 을 사용하였고 심해조건에서 식 (19)-(20)과 같다.
 
  cos    (19)

  


sin    (20)

여기서  ,   및   는 선형 해의 파 진폭, 파수(Wave number) 및 파 주파수(Wave frequency)를 의미한다. 불규칙 파 시뮬레이션 초기조건

의 경우, 선형 성분의 중첩을 이용하여 공간에 대한 불규칙 파의 자유수면과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 식 (21)를 통하여 정의된 파 스펙

트럼  으로부터 불규칙파를 구성하는 파 주파수에 대한 파 진폭을 계산할 수 있다. 






   (21)

계산된 파 진폭  를 식 (22)-(23)에 대입하여 불규칙 파 시뮬레이션 초기조건인   과 를 계산할 수 있다.

  
  



cos   (22)

  
  



 


sin        (23)

여기서 은 0에서   사이의 균일 난수를 의미하며 파수 와 파 주파수 는 분산관계(Dispersion relation)을 통하여 계산된다. 본 연구

에서는 파 스펙트럼 정의를 위해 식 (24)와 같이 JONSWAP(Joint North Sea wave project) 스펙트럼(DNV, 201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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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기서 는 유의파고(Significant height),    는 피크 주기(Peak period), 는 피크 형상계수(Peak shape parameter), 는 정규화 

계수(Normalizing factor)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폭 계수(Spectral width parameter)로 피크 주파수 에 따라 결정된다. 

3. 수치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개발된 HOS 코드를 검증하고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시험을 수행하였다. HOS 코드 검증을 위하여 선형 단일

파 해석을 수행하였고 개발된 HOS 코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기 정의된 JONSWAP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구현한 불규칙 파랑장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3.1 단일파의 적응 시뮬레이션(Adjusted Simulation)
ADommermuth(2000)의 연구에 따르면 선형 해를 초기조건으로 이용하여 HOS 기법에 일정시간 완화(Relaxation)하면 비선형 해로 적

Table 1 Calculation conditions for adjusted simulation

Item Value

 1

  (m) 0.1

 (s)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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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S result of monochromatic Stokes wave 

응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Dommermuth(2000)는 파 경사도 가 0.1에서 적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Stokes wave 8차 조화성분까

지 수렴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Dommermuth(2000)의 연구와 동일한 조건인 Table 1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수행된 결

과와 비교하여 개발된 코드를 검증하고자 한다. 
Dommermuth(2000)와 동일하게 시간 스텝 ∆는 0.025 간격으로 200초 동안 64개 모드를 이용하여 단일파 적응 시뮬레이션이 수행되

었다. HOS 시뮬레이션은 Fig. 1과 같이 선형해에서 비선형 Stokes파로 수렴된다.
Fig. 2에서 Stokes wave의 8차의 조화 성분이 시간에 따라 수렴됨과 각 조화성분의 수렴 패턴이 Dommermuth(2000)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렴된 결과를 해석 해는 물론 Dommermuth(2000)의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코드의 상대오차는 

해석 해와 비교하여 약 0.1 % 이하로 아주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본 결과를 통하여 개발된 코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a) Results obtained of Dommermuth (2000) (b) Results obtained by this study

Fig. 2 Adjusted simulation results for monochromatic Stokes wave

Table 2 Comparison of harmonic amplitudes of Stokes wave

Harmonic component Exact Results of 
Dommermuth (2000) Present results Relative error (%)

 

1 9.9870520E-02 9.9870521E-02 9.986907E-02 -1.451901E-03
2 5.0594125E-03 5.0594021E-03 5.059028E-03 -7.600274E-03
3 3.8584235E-04 3.8584076E-04 3.857805E-04 -1.603243E-02
4 3.4929691E-05 3.4929474E-05 3.491949E-05 -2.921291E-02
5 3.4769679E-06 3.4769122E-06 3.475166E-06 -5.185076E-02
6 3.6763951E-07 3.6762101E-07 3.673037E-07 -9.142571E-02
7 4.0531740E-08 4.0530871E-08 4.047282E-08 -1.455792E-01
8 4.6076934E-09 4.611506E-09 4.599084E-09 -1.871981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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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규칙 파랑 시뮬레이션 

HOS 기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불규칙 파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석 조건은 Ducrozet et al.(2016)의 해석 케이스를 참조

하여  Tabel 3과 같이 정의하였다.  해당조건은 평균 파경사(    ) 0.1으로 자유수면의 비선형성이 존재한다. 

해당조건에 대한 불규칙파의 초기조건은 식 (22)-(23)을 이용하여 Fig. 3(a)와 같이 생성할 수 있다. 

Table 3 Calculation conditions for irregular wave simulations

Item Value
Spectrum type JONSWAP spectrum

  (m) 11.0

 (s) 12.5

  (-) 5
depth (m) 10,000.0
  (-) 512

  (m) 10,000.0
 (s) ∙ 

  (-) 4
∆ (s) 0.25

Duration of simulation (s) ∙ 

(a) Wave elevations of initial condition (b) Comparison of spatial wave spectrum

Fig. 3 Initial condition of irregular wave simulations

(a) Time histories of normalized maximum wave height (b) Time histories of kurtosis

Fig. 4 Evolution of normalized maximum wave height and 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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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b)에서 생성된 파 분포로부터 산정된 공간적 파 스펙트럼과 입력된 파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두 스펙트럼이 잘 일치

함을 통해 생성된 파 분포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면 양 끝단의 경계조건이 주기 경계조건(Periodic boundary 
condition)으로 10,000m에서 진행된 파가 0m로 재유입된다. 따라서 HOS 기법은 장시간에 걸친 불규칙파의 발달과정을 제한된 공간 격

자 내에서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초기조건에 대하여 차수(Order,  )를 1, 3, 5 및 8으로 변화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4에 시간 변

화에 따른 정규화된 최대파고(Normalized maximum wave height)와 첨도 ( , Kurtosis)를 도시하였다. 정규화된 최대파고가 2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지수 (AI, Abnormal index)라 한다. 이상지수와 첨도는 Freak wave가 발생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2019). 이상지수는 매 시간 스텝에서 파분포에 대한 Zero crossing 해석을 통해 계산된 max와 를 이용하여 산정된다. 첨도는 통계적

으로 정규분포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식 (25)와 같이 정의된다. 

  







  



   (25)

여기서   는 파고의 공간적 파 분포의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는 공간적 파 분포의 평균을 의미한다. Fig. 4에서 시간

이 진행됨에 따라 차수가 1인 경우와 자유수면의 비선형 효과가 반영된 3, 5 및 8의 이상지수와 첨도의 차이가 확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 성분 간의 비선형적 상호 작용에 기인한다. 260 까지 차수 3, 5 및 8의 이상지수와 첨도가 유사하게 발달하다가 260 이후 차

수 5 및 8의 이상지수와 첨도는 차수 3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조건의 260 이상의 시뮬레이션 시 차수 5 이상 적용이 필

요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규화된 최대파고와 첨도가 유사한 패턴으로 발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두 물리량이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최종 시간 스텝에서 공간적 파 스펙트럼을 Fig. 5(a)에서 비교하였다. 스펙트럼은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내며 스펙트럼의 변화는 에너

지 분포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파수의 스펙트럼의 크기 변화는 다른 파수의 에너지로 재분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차수가 

1인 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에서는 공간적 파 스펙트럼이 초기 값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파의 성분간 에너지 분포

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수 3, 5 및 8의 공간적 파 스펙트럼은 초기 값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비선형 자유표면 경계

조건으로 인한 파 성분 간 비선형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파 성분 간 파 에너지가 재분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Fig. 5(b)에서는 시

뮬레이션 도메인의 중앙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파의 변위를 스펙트럼으로 변환하여 도시하였다. 차수가 1인 계산조건에서는 초기 값과 

유사하며 이는 파 성분 간 상호작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수 3, 5 및 8의 계산조건에서 파 스펙트럼은 초기 스펙트럼과 상이하며 

이 역시 파 성분 간 비선형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파 성분 간 에너지가 재분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HOS 기법을 이용한 불규칙 파랑 시뮬레이션은 파 성분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수치도구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HOS 기법은 양 끝단의 주기적 경계조건으로 주어진 초기조건에 대한 장시간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시험수조와 같이 제한된 공간과 특정지점에서만 파랑을 생성하는 시뮬레이션에는 제약이 있다. 시험수조와 같이  파랑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치 기법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을 위한 수치적 기법을 기술하

고 수치시험을 통하여 기법을 검증하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4. 파랑 생성을 위한 수치 기법 및 수치 시뮬레이션

4.1 파랑 생성을 위한 수치기법

일반적인 HOS 기법의 경우, 자유수면 외의 경계조건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험수조와 같은 피스톤 또는 플랩 방식의 조

파기의 경계조건을 구현하기에 제한이 있다.  자유수면의  강제 동요(Disturbance)에 기인한 파랑 생성은 선형자유수면 조건에서만 전달

함수로 표현 가능하며 비선형 자유수면 조건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계산을 통하여 조정(Tuning)작업이 필요하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Kim(1993)은  HOS 기법과 경계요소법을 혼합하여 잠수원형 주상체에 기인한 조파기법을 적용하였고 Bonnefoy et 
al.(2006)은 일반적인 HOS 기법과 달리 cos함수의 의사 스펙트랄 기저와 추가 포텐셜기법(Additional potential technique)을 이용하여 조

파면의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1993)과 Bonnefoy et al.(2006)의 연구와 달리 특정 파랑 생성지점에서 파 전달함수를 

이용한 자유수면의 강제 동요를 통해 비선형 파랑 생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자유수면의 강제동요를 통한 파 

전달함수는 선형자유수면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비선형 자유수면에서 가능하도록 Liam et al.(2014)가 Aalytric Boussinesq 
model과 Variational Boussinesq model에 적용한 비선형 적응영역(Nonlinear adjustment zone)을 Fig. 6과 같이 HOS 기법에 도입하였다. 양 

끝단의 주기조건으로 인한 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감쇠영역(Damping zone) 또한  적용하였다. 
비선형 적응영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Dommermuth(2000)의 적응기법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자유수면 경계조건의 비선형 항이 특정 

파랑 생성지점의 파 동요에 대한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을 저하한다. 따라서 시간에 대하여 비선형 항의 영향을 완화하는 

Dommermuth(2000)의 기법과 같이 공간에 대하여 비선형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비선형 적응영역 구간에 대한 연구

는 Liam et al.(2014)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파경사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완화 길이(Adjustment interval) 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비선형 적응 영역은 식 (26)과 같이 거리에 대한 함수로 정의된다. 감쇠영역은 Fig.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양 끝단의 경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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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onlinear adjustment and damping zone

이는 양 끝단의 주기경계조건으로 인하여 경계를 통하여 파의 유입 및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다. 감쇠영역은 각 경계조건의 물리량에 식

(27)과 같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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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감쇠영역의 경계지점을 의미하며 는 파 감쇠계수, 은  감쇠영역의 길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는 1을 사용하였고 은 생성파장 보다 길게 설정하였다. 비선형 적응영역과 감쇠영역을 자유수면 경계조건 식 (3)-(4)에 

적용하면 식 (28)-(2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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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생성을 위한 파의 동요는 Fig. 6와 같이   인 지점에서 수행되며 파 전달함수는 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에서 백색잡음 조파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4.2 파랑 생성 수치시뮬레이션

앞서 기술된 파랑 생성을 위한 수치기법의 유효성 검증 및 특성 분석을 위하여 규칙파 및 불규칙파의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해석은 Table 4와 같은 계산 조건과 Fig. 7과 같은 계산영역에서 수행되었다.
해당 조건에 대한 백색잡음 조파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Fig. 8과 같이 파 전달함수를 생성할 수 있다.  는   인 지점에서의 

파의 동요 진폭을 의미한다. 
파 경사 가 0.025와 0.126 조건에 대하여 규칙파 생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적응 영역 미적용 시뮬레이션을 추가 수행

하여 해당기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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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lculation conditions for the wave generation simulation of regular and irregular waves

Item Value
  (m) 9,500

Depth (m) 10,000.0
    (m) 4,500.0

  (m) 500.0

  (-) 2,000.0

  (-) 1,024

∆ (s) 0.1

Fig. 7 Calculation domain for wave generation simulation

Fig. 8 Wave transfer function for specific calculation condition

가 0.025일 경우, 비선형성이 약한 파랑 생성 조건으로 차수 1과 5의 진폭 차이가 크지 않음을 Fig. 9(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

리 가 0.126일 경우, 비선형성이 상대적인 강한 파랑 생성 조건으로 파정이 높고 파저가 완만한 비선형적 특성을 보임을 Fig. 9(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선형적 특성을 엄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5차 Stokes 파(Fenton, 1985)와 비교하여  Fig. 10에 도시하였다. 생성된 

파의 형상이 5차 Stokes 파와 잘 일치함은 물론 Fig. 8과 같이 미리 계산된 파 전달함수를 통하여 원하는 주기와 진폭의 파랑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선형 적응 영역 없이 비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을 적용할 경우, 가 0.025에서 파의 진폭과 위상이 선형 결과와 

차이를 보임을 Fig. 9(a)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 0.126일 경우, 규칙파 생성 시뮬레이션이 발산하였다. 이를 통해 파의 동요를 통한 파 

생성 시뮬레이션 시 비선형 적응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를 통해 비선형 적응영역과 감쇠영역

과 같은 수치기법을 이용하여 HOS 기반 수치 조파수조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규칙파와 동일한 계산조건에서 Table 5의 불규칙파 조건에 대하여 불규칙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유의파고 증가에 따른 비선

형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평균 파경사(    ) 0.01, 0.05 그리고 0.1과 같이 3가지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차수 또한 1, 3 

및 5로 변화시켜가며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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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025 (  = 250 m, = 1.0 m)

(b)   = 0.126 (  = 250 m, = 5.0 m) 

Fig. 9 Regular wave making simulations

Fig. 10 Comparison of steep wave simulation (  = 0.126)

Table 5 Calculation conditions for irregular wave simulation

Item Value
Spectrum type JONSWAP spectrum

  (m) 1.1, 5.5, 11.0

 (s) 12.5

  (-) 5

Duration of simulatio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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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불규칙 파랑 생성 시 난수 위상(Random phase)는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비선형 적응영역의 완화거

리 이후 4 지점(   1252, 2505, 3750 및 4994 m)의 파 시계열에 대한 스펙트랄 해석을 수행하였다.
평균 파경사가 0.01의 결과를 Fig. 11에 도시하였다. 4 지점의 스펙트럼이 HOS 차수에 따른 차이 없이 거의 일치하며 4 지점의 스펙트

(a)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1252 m (b)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2505 m

(c)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3750 m (d)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4994 m
Fig. 11 Irregular wave simulations for mean steepness    0.01 (  1.1 m )

(a)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1252 m (b)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2505 m

(c)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3750 m (d)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4994 m
Fig. 12 Irregular wave simulations for mean steepness    0.05 ( 5.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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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이 파랑 생성 시 입력된 스펙트럼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규칙 파랑이 생성되어 전파되면서 파성분 간의 비선형 상호

작용이 적어 주파수간 에너지의 재분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해당 계산조건의 평균 파경사가 낮아 비선형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평균 파경사가 0.05의 결과를 Fig. 12에 도시하였다. 차수가 1 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랑 생성지점인 원점에서 멀어

질수록 입력된 파 스펙트럼과 차이가 증가함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파랑이 전파되면서 파 성분 간 비선형 상호작용으

로 주파수간 에너지 분배가 미소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차수가 3과 5의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통해 해당 평균 파경사  0.05에서는 

차수 3으로도 비선형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평균 파경사 0.1의 결과를 Fig. 13에 도시하였다. 파랑이 생성되어 비

선형 적응 영역의 완화거리 이후 가장 가까운 지점인    1252m 에서는 입력된 파 스펙트럼과 유사하나 파랑이 전파되어 파랑이 생성

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입력된 파 스펙트럼과의 차이가 증가함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기술한 파경사 조건보다 파랑의 비

선형 상호작용이 증가함을 추론할 수 있다. 평균 파경사 0.05와 비교하여 파랑 전파 시 발생하는 파 성분 간 비선형 상호작용에 기인한 파 

성분 간 에너지 재분배가 더욱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차수가 3과 5의 결과가 일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해당 평균 파경사  0.1
에서는 3.2 장의 불규칙 파랑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같이 차수 5 이상 고려되어야 비선형 상호작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HOS 기법을 통하여 비선형 파랑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였다. HOS 기법은 행렬 계산 없이 FFT를 이용하

여 경계치 문제의 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유수면 수치기법과 비교하여 연산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Dommermuth and 
Yue(1987)의 전개에 따라 수직속도 를 HOS 차수에 따라 추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비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에 대한 시간적분을 

Runge-Kutta 4차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행하였다. 비선형 자유수면 경계조건의 곱 연산 때문에 발생되는 위신호 현상은 Zero 
padding 방법을 통하여 제거하였고 이를 통한 수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전통적인 HOS 기법의 경우 측면 주기조건으로 수조와 같이 제

한된 공간에서 파랑을 생성하는 시뮬레이션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적응 영역과 감쇠영역을 도

입하여 수면 동요를 통하여 파랑 생성이 가능한 수치수조를 구현하였다. 개발된 코드를 통하여 다양한 수치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하였

고 수행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들을 통하여 아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Dommermuth(2000)의 연구와 동일한 비선형 완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형해가 Stoke wave 8차 해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수

렴 패턴이 Dommermuth(2000)와 동일하고 수렴 결과가 해석해와 높은 일치도를 보임을 통하여 본 연구에 개발된 HOS 코드의 검증을 확

인하였다.
(2) 평균 파경사가 0.1인 불규칙 파랑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이상지수와 첨도를 관찰하였다. Freak wave 발생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이상지수와 첨도의 시계열의 발달 패턴의 유사함을 통하여 두 물리량이 높음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a)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1252 m (b)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2505 m

(c)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3750 m (d) Comparison of wave spectrum at    4994 m
Fig. 13 Irregular wave simulations for mean steepness   0.1 (   1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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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해당 평균 파경사에서 파랑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완전히 반영하기 위하여 차수 5 이상 고려되어야함을 확인하였다. 
(3) 불규칙 파랑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차수가 증가할수록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파 스펙트럼과 최종 시간스텝의 파 스펙트럼의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파 스펙트럼의 변화를 통해 파 성분 간 에너지 재분배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파 성분 간 비선형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4) HOS 기법은 양 끝단의 주기적 경계조건으로 끝단으로 유출된 파가 시작점으로 재유입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불규칙파의 발

달과정을 제한된 격자 내에서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5) 비선형 적응 영역 유무에 따른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선형 적응영역이 없는 경우 파의 진폭, 위상의 차이는 물론 수치발

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파의 동요를 통한 파 생성 시뮬레이션 시 비선형 적응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형자유수면 경계조건에서 특정지점의 파 동요에 대한 전달함수와 비선형 적응영역을 통해 원하는 비선형 규칙파 및 불규칙파

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다양한 평균 파경사 변화에 따른 불규칙 파랑 생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파경사가 증가할수록 입력된 스펙트럼과의 차이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파 성분 간 비선형 상호작용에 기인한 파 성분 간 에너지 재분배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하여 HOS 기법은 파 성분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수치도구로 판단된다.
추후 쇄파로 인한 에너지 소산모델 도입과 불규칙 파랑 모형시험을 수행 및 비교를 통하여  HOS 코드의 고도화 연구는 물론 CFD의 불

규칙 파랑장 연성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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