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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와 같이 영상해석기술을 이용한 유속측정방법은 하천의 표면유속을 측정하기 때문에 유량 산정을 위LSIV

해서는 측정된 표면유속을 평균유속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를 하천 유량. LSIV

측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수로 흐름의 연직유속분포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하상 및 흐름조건에 대

한 수리실험을 통해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제 하천 측,

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수리실험결과 수표면 영역의 유속감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유속감소는 조도에 비. ,

해 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추정하Froude .

기 위해 표면유속 보정량을 이용하여 후류법칙의 유속분포를 보정하는 방법과 평균유속과 표면유속의 비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표면유속 평균유속 유속감소현상핵심용어 표면유속 평균유속 유속감소현상핵심용어 표면유속 평균유속 유속감소현상핵심용어 표면유속 평균유속 유속감소현상: LSIV, , ,: LSIV, , ,: LSIV, , ,: LSIV,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 기존의 유속계와 봉부자를 이용한 하천 유량측정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LSIV(Large Scale

및 전자파 표면유속계와 같이 간편하게 표면유속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유량을 계산할Image Velocimetry)

수 있는 측정기법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반드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의 관계를 필요로 하.

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흐름조건, (Rood Katz, 1994).

과 하상조건에 따른 유속분포를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추정할 수 있PIV

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제 하천 측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

개수로 흐름에서 연직방향 흐름장의 분류는 자유표면영역(free-surface region, 0.6≤y/h≤0.1 중간영역),

(intermediate region, (0.15∼0.2)≤y/h≤0.6 또는 중복구간 그리고 벽면영역) (overlap layer), (wall region,

y/h≤(0.15∼0.2) 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간영역은 바닥의 특성과 자유표면의 영향이 동시에 나) .

타나는 구간으로 자유표면영역과 함께 외부영역 이라 불리며 벽면영역과 중복구간을 포함한(outer region) ,

영역을 내부영역 이라고 한다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의 중복 구간에서는 유속분포(inner region) (Coles, 1956).

를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대수법칙 이라고 한다(1) , (log-law) .

U +=
1
κ
ln(y +)+A (1)

여기서 κ는 상수von Karman , A는 적분상수이다 하지만 난류에 대한 최근 이론에서는 대수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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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0.2인 내부영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외부영역의 유속분포는 후류 구간에 도달하면 대수

분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는 후류법칙 인 식 를 제안하였다. Coles(1956) (wake law) (2) .

U +=
1
κ
ln(y +)+A+ω(y/h), (2)

ω(y/h) =
2Π
κ
sin 2( πy2h ) (3)

여기서 식 은 후류함수로써 난류경계층 바깥의 후류에 의한 유속증가를 의 후류강도계수(3) , Coles (wake

strength parameter) Π로 나타낸 것이다 식 의 유속분포는 매끄러운 바닥조건의 개수로 흐름에 대한. (2)

난류흐름에 국한된다 따라서 매끄러운 바닥조건의 개수로 흐름에 대한 유속 분포식을 실제 하천 흐름과 같.

이 거친 조도의 영향을 받는 흐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포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매끄러운 바닥에 대.

한 후류법칙인 식 는 조도의 영향을 고려하면 식 와 같이 쓸 수 있다(2) (4) .

U
U *
=
1
κ
ln ( yk s )+A r+ ω(

y
h ) (4)

A r≡
1
κ
ln ( k+s ) + A (5)

여기서 A r 산정을 위한 식 는(5) k +s의 함수이며 매끄러운 하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 A r은

k +s가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거친 하상과 매우 거친 하상의 경우 상수 가 사용된다, 8.5 .

는 하천 흐름의 연직방향 유속분포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바닥조건 단면의 불규칙한 형태 그Chow(1959) ,

리고 수로의 곡률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연직방향의 최대유속은 보통 수표면에서, (0.05～0.25)h아래의 위치

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대유속이 수표면에서 발생하지 않고 수표면 아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유속감소 현상이라고 한다 과 등 은 유속감소의(velocity-dip) . Rajaratnam Muralidhar(1969), Sarma (1983)

원인을 이차류 에 의한 운동량의 이동이라고 해석하였다 자유표면 부근의 유속감소 현(secondary currents) .

상은 표면유속과 평균유속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하천에 대해 기존의 이론식으로부터 표면유.

속과 평균유속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표면 영역의 유속감소 현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개수로 유속분포 실험개수로 유속분포 실험개수로 유속분포 실험개수로 유속분포 실험2.2.2.2.

개수로 흐름의 연직유속분포에 대한 실험은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추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

적 입자의 순환을 위해 제작된 순환 수로는 폭이 높이 그리고 길이가 이며 정류구간을0.3 m, 0.3 m, 12 m ,

제외한 실제 유효길이는 이다 시스템은 레이저 시스템 동조장치 및 고속카메라로 구성된다8.5 m . PIV , .

Condition h (m) A (m
2
) Um(m/s) Q(m

3
/s) Fr Condition h (m) A (m

2
) Um(m/s) Q(m

3
/s) Fr

smooth

Case1-1 0.172 0.052 0.366 0.019 0.282

13 mm

Case4-3 0.172 0.052 0.366 0.019 0.282

Case1-2 0.153 0.046 0.349 0.016 0.285 Case4-4 0.118 0.035 0.307 0.011 0.286

Case1-3 0.118 0.035 0.308 0.011 0.286 Case4-5 0.136 0.041 0.334 0.014 0.289

Case1-4 0.136 0.041 0.336 0.014 0.291 Case4-6 0.13 0.039 0.465 0.018 0.412

Case1-5 0.134 0.040 0.532 0.021 0.464 Case4-7 0.1 0.030 0.604 0.018 0.610

Case1-6 0.13 0.039 0.579 0.023 0.512

18 mm

Case5-1 0.225 0.068 0.253 0.017 0.170

Case1-7 0.116 0.035 0.652 0.023 0.611 Case5-2 0.118 0.035 0.282 0.010 0.262

Case1-8 0.107 0.032 0.688 0.022 0.672 Case5-3 0.136 0.041 0.306 0.012 0.265

3 mm

Case2-1 0.228 0.068 0.308 0.021 0.206 Case5-4 0.172 0.052 0.348 0.018 0.265

Case2-2 0.181 0.054 0.382 0.021 0.286 Case5-5 0.153 0.046 0.329 0.015 0.269

Case2-3 0.133 0.040 0.594 0.024 0.520 Case5-6 0.12 0.036 0.504 0.018 0.464

Case2-4 0.109 0.033 0.740 0.024 0.716 Case5-7 0.12 0.036 0.663 0.024 0.611

8 mm

Case3-1 0.229 0.069 0.234 0.016 0.156 Case5-8 0.097 0.029 0.616 0.018 0.632

Case3-2 0.224 0.067 0.326 0.022 0.220

23 mm

Case6-1 0.213 0.064 0.276 0.018 0.191

Case3-3 0.172 0.052 0.289 0.015 0.222 Case6-2 0.172 0.052 0.353 0.018 0.272

Case3-4 0.158 0.047 0.487 0.023 0.391 Case6-3 0.118 0.035 0.304 0.011 0.283

Case3-5 0.121 0.036 0.492 0.018 0.452 Case6-4 0.153 0.046 0.349 0.016 0.285

Case3-6 0.12 0.036 0.661 0.024 0.609 Case6-5 0.136 0.041 0.332 0.014 0.287

Case3-7 0.097 0.029 0.635 0.018 0.651 Case6-6 0.12 0.036 0.503 0.018 0.464

13 mm
Case4-1 0.228 0.068 0.251 0.017 0.168 Case6-7 0.124 0.037 0.57 0.021 0.517

Case4-2 0.153 0.046 0.344 0.016 0.281 Case6-8 0.098 0.029 0.597 0.018 0.608

표 연직방향 유속분포측정 실험조건표 연직방향 유속분포측정 실험조건표 연직방향 유속분포측정 실험조건표 연직방향 유속분포측정 실험조건1111



개수로 흐름의 연직 유속분포에 대한 수리실험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수행되었다 하상조건은 모두.

가지 조건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하상조건에 대해 각 실험별 흐름조건은 표 과 같다6 , 1 .

그림 는 각 하상조건별 유속분포 측정결과를 기존의 유속분포식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2 . 2

(0.15～0.2)<y/h<(0.6～0.8)의 중복구간에서는 유속분포가 식 및 식 의 후류법칙과 잘 일치하나 최(2) (3) ,

대유속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부터 수표면까지 수표면 영역에서는 후류법칙이 유속감소현상을 나타내지 못하

기 때문에 수표면 영역의 유속분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상조건에 따른 수표면 영역의 유속분포의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3

수에 대해 하상조건별 변화에 따른 유속분포를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가Froude . 3 Froude

때 각 하상조건별 유속분포를 비교한 결과 최대유속 발생지점에서부터 수표면까지 유속감소가 발생하는0.61 ,

수표면 영역의 유속분포의 형태 및 유속감소는 하상조건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의 수 변화에 따른 수표면 영역의 유속분포의 특성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유속 발생지4 Froude Froude

점으로부터 수표면까지 유속감소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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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m, Fr=0.452, Um=0.492, h=0.121

8mm, Fr=0.651, Um=0.635, h=0.097

그림 하상조도에 따른 유속분포의 비교 그림 수에 따른 유속분포의 변화그림 하상조도에 따른 유속분포의 비교 그림 수에 따른 유속분포의 변화그림 하상조도에 따른 유속분포의 비교 그림 수에 따른 유속분포의 변화그림 하상조도에 따른 유속분포의 비교 그림 수에 따른 유속분포의 변화3 4 Froude3 4 Froude3 4 Froude3 4 Froude

표면유속을 이용한 평균유속의 추정표면유속을 이용한 평균유속의 추정표면유속을 이용한 평균유속의 추정표면유속을 이용한 평균유속의 추정3.3.3.3.

평균유속 추정방법의 개요평균유속 추정방법의 개요평균유속 추정방법의 개요평균유속 추정방법의 개요3.13.13.13.1

개수로 흐름의 연직유속분포를 측정한 결과 중복구간에서는 유속분포가 후류법칙과 잘 일치하나 수표면, ,

영역에서는 유속감소현상으로 인해 후류법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류법칙에 의한 유속분포를 적용.

하여 평균유속을 산정할 경우 수표면 영역의 유속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유속이 과소 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후류법칙은 자유표면 영역의 유속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개수로 흐름의 전체영역

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적절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면유속과 평균유속의 관계를 도출하는

과정에 후류법칙을 적용하였으며 유속감소현상을 고려하였다, .

표면유속으로부터 유속분포를 추정할 때 수표면의 유속감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후류법칙에 의한 유속 분,

포식을 적용할 경우 그림 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유속분포와 같이 평균유속이 실제 유속분포에 비해 작은 값5

이 산정된다 만약 후류법칙에 의한 유속분포의 평균유속이 점선으로 표시된 실제 유속분포의 평균유속과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후류법칙의 유속분포를 보정 굵은 실선 한다면 정확한 평균유속을 추정할 수 있다( ) . dU s는



보정되지 않은 후류법칙의 유속분포와 보정된 유속분포의 표면유속 차이이다. dU s/U s는 두 유속분포간의 표면

유속 차이와 측정된 표면유속의 비를 나타내며 측정된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산정할 때 이를 적용할 경, ,

우 수표면영역의 유속감소를 고려한 정확한 평균유속의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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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산정할 때 dU s/U s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리 실험에서,

측정된 유속결과를 분석하여 각 실험조건에 따른 dU s/U s를 산정하였다 개수로 흐름의 유속분포 실험결과. ,

수가 증가할수록 수표면 영역의 유속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수가 증가할수록Froude , Froude dU s/U s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 s /U s의 변화를 표면유속 수Froude Fr s의 변화에 따라 다시 도시하면 그림 6

과 같다 이때. dU s/U s비와 Fr s와의 관계로 나타내면 다음 식 과 같다(6) .

dU s/U s=0.268Fr s+0.0038 (R 2 =0.64), Fr s=U s / gh (6)

측정된 표면유속은 식 에 의해서 산정된(7) dU s를 이용하여 보정되고 평균유속은 보정된 표면유속에 의,

한 후류법칙의 유속분포를 수심 적분하여 산정된다.

기법의 검증기법의 검증기법의 검증기법의 검증3.23.23.23.2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추정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내성 지점에서 측정한 유속분포 자료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를 이용하였으며 경안천과 능원천의 유속분포를 직접 측정하였다, 2002) , .

measured

U m (m/s)

Method I Method II Method III Method IV

U m(m/s) Error(%) U m(m/s) Error(%) U m(m/s) Error(%) U m(m/s) Error(%)

Naesung

0.376 0.342 (9.2) 0.358 (5.0) 0.376 (0.1) 0.321 (14.6)

0.383 0.357 (6.8) 0.374 (2.3) 0.393 2.6 0.336 (12.3)

0.385 0.372 (3.3) 0.391 1.5 0.409 6.4 0.350 (9.1)

0.382 0.357 (6.6) 0.374 (2.1) 0.393 2.7 0.336 (12.2)

0.385 0.362 (6.0) 0.380 (1.4) 0.398 3.4 0.341 (11.6)

absolute value averaging 6.4 2.4 3.0 11.9

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관계 검증결과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관계 검증결과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관계 검증결과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관계 검증결과2222

Kyungan

0.201 0.184 (8.5) 0.189 (5.9) 0.200 (0.7) 0.187 (7.0)

0.267 0.245 (8.3) 0.257 (3.8) 0.270 (1.1) 0.255 (4.5)

0.320 0.308 (3.9) 0.326 1.7 0.339 5.8 0.323 0.8

0.305 0.274 (10.2) 0.287 (6.0) 0.301 (1.2) 0.285 (6.7)

0.300 0.266 (11.5) 0.280 (6.8) 0.293 (2.6) 0.280 (6.9)

0.230 0.218 (5.2) 0.227 (1.3) 0.237 3.0 0.225 (2.0)

0.186 0.156 (16.1) 0.161 (13.4) 0.172 (7.5) 0.162 (12.9)

absolute value averaging 9.1 5.6 3.1 5.8

Nungwon

0.233 0.233 (9.2) 0.223 (4.5) 0.233 (0.1) 0.204 (12.6)

0.292 0.282 (3.5) 0.302 3.4 0.301 6.2 0.272 (6.9)

0.430 0.430 (7.4) 0.431 0.3 0.438 1.9 0.381 (11.4)

0.566 0.566 (8.1) 0.569 0.6 0.572 1.1 0.496 (12.3)

0.462 0.462 (1.5) 0.494 7.0 0.501 8.4 0.435 (5.8)

absolute value averaging 5.9 3.2 3.5 9.8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추정하는 방법은 방법 후류법칙에 의한 유속 분포식 적용하는 방법1) I : ;

방법 방법 를2) II : I dU s/U s비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중에서 Frs와 dU s/U s의 관계 이용하는 방법;

방법3) III : dU s/U s의 평균치 적용하는 방법 방법 제시0.1 ; 4) IV : USGS(1982) Um/U s=0.85 적용하

는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지점별로 측정된 유속분포로부터 산정된 평균유속과 추정방법에 의해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산

정한 결과는 표 와 같다 괄호 안에 표시된 오차는 평균유속이 작게 산정되어 발생한 오차이다 후류법칙을2 . .

적용한 방법 과I Um/U s=0.85를 적용한 방법 의 경우 수표면영역의 유속감소현상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IV

문에 실제 평균유속에 비해 작은 값이 산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 10% .

해 dU s/U s를 적용한 방법 와 방법 은 이내의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점별 평II III 10% ,

균오차를 계산한 결과 이내의 정확도를 보였다6% .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상조건에

대해 개수로 유속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으며 표면유속으로부터 평균유속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하천에서 유속분포를 측정하여 수리실험 결과.

로부터 제시된 표면유속의 평균유속 추정방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흐름 및 하상조건에 따른 개수로 흐름의 유속분포 변화를 측정한 결과 최대 유속발생지점으로부터 수1. ,

표면까지 유속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후류법칙에 의한 유속분포만으로 평균유속관계를 도출,

할 경우 평균유속이 과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유속 보정량2. dU s는 후류법칙의 유속분포를 적용할 경우 수표면영역의 유속감소 현상으로 인해 평

균유속이 과소 산정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리실험을 통해, dU s/U s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수가 증가함에 따라Froude dU s/U s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 s/U s 평균치는 약 0.1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방법을 현장적용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제시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유속은 측정치와 이내3. , 6 %

의 평균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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