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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하천에서의 골재 채취는 일시적으로 홍수위를 낮추는 순기능도 있지만 하천형태학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

을 줄 수도 있다. 하천에서 골재 채취로 인한 준설웅덩이의 회복에 필요한 시간 혹은 과정은 공학적으로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준설 웅덩이의 발달 과정을 모의할 수 있는 수치모형을 제시하였

다. 제시된 수치모형은 준정류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는 흐름은 정상류이고 하도가 변하는 특성시간이 흐름

에 비해 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총유사량 공식으로 Engelund and Hansen (1967) 공식과 Ackers and

White (1973) 공식을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Engelund and Hansen 공식을 사용하였을 때, Parker

(2004)에 제시된 준설 웅덩이의 되메움 과정을 정량적으로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모형

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 실내실험에 적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준정류모형이 준설 웅덩이의 되메움

과 전파과정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치모형이 두부침식 현상을 잘 재현하지 못하여 재

퇴적 이후의 하상파를 과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준설 웅덩이, 되메움, 준정류모형, 퇴적, 하상파

1. 서론

인류는 건설산업에 필요한 모래 및 자갈 등 골재를 하천에서 조달하여 왔다. 준설을 통한 골재

채취는 골재 조달과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홍수시 수위를 낮추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하상

저하 (degradation), 하도불안정 (stream instability), 하구 확대 (enlargement of river mouth) 등

의 하천형태학적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구간의 하상저하로 인하여 두부침식이나

하상저하의 전파로 인해 준설구간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하천횡단 관로와 교각 및 제방의 기초가

유수에 노출되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준설로 인하여 생성된 웅덩이의 발달과정을 수리

학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준설 웅덩이가 발달되는 과정을 준정류 모형

을 이용하여 모의하고 전파과정을 확인하며 그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2. 지배방정식

2.1 준정류 모형

하상변동속도가 크지 않을 경우 유동방정식에서 시간항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준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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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quasi-steady model) 이라고 하고 이 모형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그리고

하상토 보존방정식 (Exner 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는 단위 폭 당 유량, 는 수심평균유속, 는 수심, 는 흐름방향 거리, 는 하상고, 

는 하상저항계수, 는 시간, 는 공극률, 는 중력가속도, 는 단위 폭 당 유사량이다.

준정류모형은 수면경사가 크게 변하고 하상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한계류 근처의 흐름에 의한

하상변동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준정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하상변동모의에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준정류모형은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Fasolato et al., 2011). 유

동의 미분방정식으로부터 값을 얻기 위하여 Newton-Raphson방법을 이용하였다 (Fread and

Harbaugh, 1971).

2.2 유사량 산정

Exner 방정식에서 유사량을 산정하기 위한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 유사

량 산정공식인 Engelud and Hansen (1967) 공식을 이용하였다. 유사량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은 하상토 대표입경이고, 은 수중단위중량, 그리고 무차원 전단응력 는 다음과 같

다.

 



(5)

위의 식에서 하상 전단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흐름저항계수 ()는 다음과 같은 Manning-Strickler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유효조도높이 ( ) 산

정을 위해서    (여기서   )를 이용하였다 (Garcia, 1999).

 







 




 

(6)

3. 준설 웅덩이 발달

3.1 수치실험

시간에 따라 준설 웅덩이가 발달되는 과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생성된 준설 웅덩이는 상단

부로부터 발생하는 되메워짐과 하단부에서 발생하는 침식의 전파가 시간에 따라 지속되며 초기

준설 웅덩이가 전부 메워져도 침식이 하류로 전파된다.

준정류모형이 그림 1과 같은 발달과정을 제대로 모의하는지 보기 위하여 Parker (2004)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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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설 웅덩이 되메움 현상 모의조건을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하였다. 폭이 275 m이고 경사가

0.0001인 하도에 유량 1,650 m s가 흐르며, 하상토 중앙입경은 0.35 mm, 유효조도높이는 3 mm

이다. 이에 대한 등류수심 6.2 m를 전 구간에 설정한 후 길이 2 km에 10 m 깊이의 준설 웅덩이

가 생성된 것으로 하였다. 또한 상류단에서는 평형 유사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하였다.

Engelund and Hansen (1967) 공식을 사용하여 모의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상단에서 되메움이 발생하고 하단에서 침식이 발생하여 이것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같은 조건에서 다양한 유사량 산정 공식에 의해 계산된 12년 후의 준설 웅덩이의 발

달 상태이다. 각종 유사량 산정공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유사량 산정공식인 Engelund and

Hansen (1967)과 Ackers and White (1973) 공식을 사용하였고, 소류사 산정공식인 Wong and

Parker (2006)가 제시한 수정 Meyer-Peter and Muller 공식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Parker (2004)의 계산결과는 e-book에 제시된 것으로서, 소류사 산정공식 Ashida-Michiue 공식과

부유사 산정을 위한 Wright and Parker (2004)가 제시한 연행함수와 Rouse 분포를 가정을 이용한

계산 결과이다. 그림에서 Engelund and Hansen (1967) 공식을 사용한 경우 Parker의 계산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Ackers and White 공식의 경우 준설 웅덩이의 되메움이 빨리 진행되고 수정

Meyer-Peter and Muller 공식의 경우 되메움이 늦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공식에 의

해 산정된 단위 폭 당 유사량은 ×  (Ackers and White 공식), ×  (Engelund

and Hanse 공식), ×  (수정 Meyer-Peter and Muller 공식) ms이다.

3.2 실내실험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준정류 모형을 Lee et al. (1993)의 선행

실내실험에 적용하였다. 유량은 0.031 ms이고, 수로의 길이와 폭은 각각 17 m와 0.6 m, 대표입

경의 크기는 1.4 mm으로 굵은 모래이며, 공극률은 0.4, 기울기는 0.0009이고 경계조건수심은 0.103

m이다. 입자 레이놀즈수는 210으로 Shields Regime Diagram에 의하면 하상토는 부상하지 않고

대부분 소류사 형태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a)와 (b)에 Lee et al. (1993) 실험 조건에

서 2시간 과 5시간 후의 모의된 준설 웅덩이의 종단면을 실험 관측치와 함께 제시하였다. 전반적

으로 준정류모형이 시간에 따라 발달하는 준설웅덩이의 모양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a)를 보면 실험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류측에서 발생하는 두부침식이 상류로 전파

되는 과정을 전혀 모의하지 못하고 하류단의 침식량을 과소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

(b)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의결과와 실험자료의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

우 급한 하상경사로 인한 상승류와 하강류발생을 준정류모형이 전혀 모의하지 못하여 소류력을

과소산정하게 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4. 결과

본 연구에서는 준정류모형의 준설 웅덩이의 발달과정 모의에 대한 적용성을 수치실험과 실내

실험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상류로부터 되메워지는 양상은 잘 모의하지만 상류에 발생

하는 두부침식을 잘 모의하지 못하고 하류의 침식량을 과소산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준정

류모형이 이차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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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준설 웅덩이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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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준설 웅덩이의 전파 과정 (E & H Method)

그림 3. 다양한 유사량공식을 이용한 준설 웅덩이 전파

(a) after 2 hour (b) after 5 hour

그림 4. 준설 웅덩이 전파의 실측치와 수치모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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