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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study is to figure out uncertainty relationship between input data and calibrated parameter on

unsteady hydraulic routing model. The uncertainty would be present to model results as a variant water

surface profile along the channel. Firstly, Manning’s n is calibrated through the model with assumed

uncertainty on input hydrograph. Then, spatially distributed n-values sets based on the calibrated n

values are used to get water profile of each n-values set. The results show that ±0.002 of error in

Manning's n cause ±30cm of maximum water surface differences at the Sumji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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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현재에 있어 하도에 대한 홍수추적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작업은 하도의 조도계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도의 흐름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요소는 하도의 기하학적 형태와 조도계.

수로서 크게 두 가지로 대표할 수 있다 하도의 기하학적 형태는 종횡단 측량을 통해 비교적 확.

정적인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조도계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이에 작용하는,

인자들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산정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하도의 조도계수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류 모형을 이용한 홍수추적

수행 시 기왕의 홍수사상을 통한 매개변수 추정으로 얻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량 및 수위 규모별.

로 조도계수를 구분하여 관측된 수위 수문곡선과 가장 잘 일치할 수 있도록 조도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홍수기의 유량 및 수위변화에 대한 조도계수의 가변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하도 내.

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수위관측소를 이용하여 각 수위관측표 사이의 조도계수를 각기 다르게 얻

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공간적인 가변성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인접한 두 수위표의.

거리가 수십 에 이르게 되면 구간 내에는 비균질의 조도계수 구간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km

며 이로 인해 수면곡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부정류 모형을 이용한 조도계수 추정 시 유량 및 수위 규모별로 조도계수를 산

정하고 또한 최소한의 두 수위표 사이의 하도 구간에서 조도계수의 분포에 따른 수면곡선의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섬진강 하류부에 대한 조도계수 추정을 실시하였고 하도의 구. ,

조물 및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 종방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합의 조도계수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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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면곡선을 모의하였다.

2.2.2.2. 섬진강 하류부의 조도계수 산정섬진강 하류부의 조도계수 산정섬진강 하류부의 조도계수 산정섬진강 하류부의 조도계수 산정

부정류 모형 및 입력자료부정류 모형 및 입력자료부정류 모형 및 입력자료부정류 모형 및 입력자료2.12.12.12.1

본 연구에서는 차원 부정류 모형을 이용한 조도계수 최적화 방법을 통해 섬진강 하류부의 구1

례수위표에서 송정수위표에 이르는 구간의 조도계수를 추정한다 모형은 미국립해양기상. NOAA(

청 미기상청 의 를 사용하였으며 과거의 홍수사상에 모형을 적용하여 측정수위) NWS( ) FLDWAV ,

와 계산수위의 오차가 가장 작게 되도록 조도계수를 산정하였다.

부정류 모형을 이용한 조도계수 산정에는 모형에 필요한 상하류단 경계조건이 되는 관측 수위

자료와 해당구간에 대한 종횡단 측량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지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위자료.

및 단면자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단일 구간에 대한 정밀한 조도계수 산정과 이에 따른 수,

면곡선의 민감도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측방 지류유입이 없는 단일 하도를 선택하였다 대상하도는.

섬진강 하류부의 구례수위표에서 송정수위표까지의 약 에 이르는 지점으로 두 수위표의 중12km

간지점에 작은 지류가 존재하지만 그 유입량은 본류의 홍수기 유하량에 비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대상유역도 및 두 수위표에 대한 제원은 그림 과 표 에 나타나 있다. 1. 1. .

하도의 종횡단 측량자료는 년도 측량성과를 이용하였으며 입력자료로 선택한 단면은 하구2001 ,

부터 번 단면에 위치한 송정수위표부터 번 구례수위표 단면의 총 개이다 대상하도가 전체83 108 26 .

적으로 곡률반경 약 의 만곡형 하도이지만 급곡류 지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원 홍수추2.5km , 1

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각 단면간 거리는 좌우안 거리의 산술평균값을 이.

용하였다 수위자료를 위한 홍수사상은 년 월 일 월 일 년 월 일에 각각 발생. 1998 8 18 , 9 30 , 1999 9 23

한 사상을 이용하였다.

그림 연구대상 유역 및 하도 단면도그림 연구대상 유역 및 하도 단면도그림 연구대상 유역 및 하도 단면도그림 연구대상 유역 및 하도 단면도1.1.1.1.

표 대상하도 상하류단 경계 수위표 제원표 대상하도 상하류단 경계 수위표 제원표 대상하도 상하류단 경계 수위표 제원표 대상하도 상하류단 경계 수위표 제원1.1.1.1.

관측소명 관할
관측

종
하천명 경도 위도

개시

일

조석

영향

지정

홍수위

수위표

영점표고

수준거표

표고

수위표

최고값

구례2 건교 T/M 섬진강 127-27-12 35-09-45 90.3. 무 4.00 23.077 31.842 11.00

송정 건교 T/M 섬진강 127-33-28 35-11-20 90.3. 무 7.00 10.397 25.190 16.00



그림 구례 송정수위표 수위 수문곡선그림 구례 송정수위표 수위 수문곡선그림 구례 송정수위표 수위 수문곡선그림 구례 송정수위표 수위 수문곡선2 ,2 ,2 ,2 ,

조도계수 산정결과조도계수 산정결과조도계수 산정결과조도계수 산정결과2.22.22.22.2

를 이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시 상류단 경계조건은 구례수위표의 수위 유량 관계식FLDWAV , -

을 이용한 유량수문곡선을 사용하였고 하류단 경계조건은 송정수위표의 수위수문곡선을 사용하였,

다 에서는 유량 규모별 또는 수위 규모별로 조도계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FLDWAV ,

는 각 홍수사상에서 관측된 최대 및 최소 유량에 따라 여러 유량 구간으로 나누어 조도계수를 산

정하여 비교하였다 즉 년 월 홍수사상은 개의 유량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년 월. 98 8 2 , 98 9

홍수사상은 개의 유량구간 그리고 년 월 홍수사상은 개의 유량구간으로 각각 산정하였다6 , 99 9 8 .

각 사상별 결과를 보면 조도계수 를 기준으로 유량 증가에 따라 조도계수가 작아짐을 볼0.035

수 있다 그림 에 나타난 각 사상의 산정결과를 보면 조도계수는. 3. 2000m3 에서/s 0.04, 3000m3/s

에서 의 조도계수를 갖고 유량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조도계수는 하상재질0.03 .

및 하도형태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수위 및 유량의 변화에 따라 윤변이 변화하므로 조도계

수 역시 변화할 수 있다 와 는 일반적인 하도에서 유량이 증가할수록 조. Chow(1959) Fread(1998)

도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그림 은 이에 합당한 결과로 판단된다3. .

그림 홍수사상별 조도계수 비교그림 홍수사상별 조도계수 비교그림 홍수사상별 조도계수 비교그림 홍수사상별 조도계수 비교3.3.3.3.



년 월 홍수사상은 관측수위에 대한 유량 분포가 최소98 9 2,063m
3
에서 최대/s 5,168m

3
에 이/s

르고 년 월 홍수사상은 최소, 99 9 1,582m3 에서 최대/s 3,732m3 에 분포한다 산정 결과는 이들의/s .

중복된 유량영역에서 일관된 조도계수를 나타내며 수행된 조도계수 최적화의 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대상하도는 년의 기간동안 하도에 특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 .

조도계수 산정 오차 및 민감도 분석조도계수 산정 오차 및 민감도 분석조도계수 산정 오차 및 민감도 분석조도계수 산정 오차 및 민감도 분석3.3.3.3.

조도계수 산정 오차 추정조도계수 산정 오차 추정조도계수 산정 오차 추정조도계수 산정 오차 추정3.13.13.13.1

앞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조도계수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조.

도계수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인자는 하도단면과 입력 수문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하도단면에 의한 불확실성은 제외하고 입력 수문자료에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모형에서는 조도계수 산정 시 상류단 하류단의 경계조건을 각각 유량수문곡선과 수위FLDWAV ,

수문곡선을 입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량수문곡선은 관측 기록된 수위수문곡. , ,

선에 수위 유량 곡선식을 적용하여 유량 값으로 변환함으로써 얻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량수문곡- .

선에는 수위자료의 읽음 값 오차 이상으로 수위 유량 곡선식에 의한 변환 시 내포된 오차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하도에서 형성되는 흐름은 유속이 그리 빠르지 않은 상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임의구간 내의 조도계수 값은 상류단으로 그 영향을 전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구간내의 조도계수와 상류단의 입력 자료에는 상호간의 불확실성

교류현상이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추정된 조도계수 오차 범위그림 추정된 조도계수 오차 범위그림 추정된 조도계수 오차 범위그림 추정된 조도계수 오차 범위4.4.4.4.

그림 구례 및 송정 수위표 지점의 추정된 최고 최저 수위오차그림 구례 및 송정 수위표 지점의 추정된 최고 최저 수위오차그림 구례 및 송정 수위표 지점의 추정된 최고 최저 수위오차그림 구례 및 송정 수위표 지점의 추정된 최고 최저 수위오차5. 2 ,5. 2 ,5. 2 ,5. 2 ,



그림 에 보이는 세 종류의 조도계수는 상류단 유량수문곡선에 의 오차가 포함되었다고4. ±10%

가정하여 추정된 유량구간별 조도계수이다 유량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도계수가 작아지고. + ,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도계수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조도계- . 5.

수의 산정오차는 하류단인 송정 수위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조도계수에 의한 수면곡선 민감도 분석조도계수에 의한 수면곡선 민감도 분석조도계수에 의한 수면곡선 민감도 분석조도계수에 의한 수면곡선 민감도 분석3.23.23.23.2

조도계수가 포함하는 산정오차로 인하여 수면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산정구간 내에

거리에 따른 이질의 조도계수가 분포한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구례 수위표와 송정 수위표 사이. 2

개의 횡단면 자료에 의한 개 섹션을 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개의 구간에 그림26 25 5 . 5

에서 보인 세 개의 조도계수 세트를 조합하여 입력 값으로 적용시킨 후 를 통하여4. , FLDWAV

지점별 최대수위를 산정하였다 즉 개의 구간에 세트의 조도계수를 조합하였으므로. , 5 3 243 (=3^5)

개의 지점별 최대수위 결과를 얻게 된다 이들 최대수위의 지점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최고. ,

및 최저 범위를 그림 에 표시하였다 그림에서는 지점이 상류단 구례 수위표 지6. . 0km 2 , 12.47km

점이 하류단인 송정 수위표를 의미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상류단에서 하류단으로 갈수록 수위변.

화의 영향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도계수가 의 범위의 오차를 갖고 있을때 수. 0.002~0.003

면곡선은 상류단에서 최대 의 오차를 보이며 대상구간 전체적으로 의 표준오차를±30cm , ±13cm

보였다.

그림 평균 수면곡선에 대한 표준편차 및 최고 최저 수면곡선 비교그림 평균 수면곡선에 대한 표준편차 및 최고 최저 수면곡선 비교그림 평균 수면곡선에 대한 표준편차 및 최고 최저 수면곡선 비교그림 평균 수면곡선에 대한 표준편차 및 최고 최저 수면곡선 비교6. ,6. ,6. ,6. ,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4.4.4.4.

본 연구에서는 차원 부정류 모형을 이용하여 유량구간별 조도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입력 유1 ,

량자료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도계수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수면곡선 산정오차를 추

정하여 보았다 유량자료 외에도 단면자료에 의한 오차를 감안하고 조도계수 오차와 수면곡선. ,

오차의 일반화된 상관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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