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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수지내에서 유사거동 현상 중 실제 저수지가 운영되는 조건하에서 소류사

가 어떻게 거동하는가를 대표적인 소류사 공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류사 모의시.

적용되는 하류단 경계조건 즉 저수지 수위와 저수지내 소류사 퇴적형상과의 관계를 모의할 수 있

도록 대표적인 소류사 공식을 이용한 유사해석모형을 개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과거의 저수지운영 실적을 근거로 하류

단 경계수위와 홍수량에 대해 일단위 평균자료를 적용하여 소류사를 모의하고 그 소류사의 퇴적

형상이 저수지 종단상에서 차원적으로 시간에 따른 어떻게 거동하는 가를 고찰하였다1 .

핵심용어 대청댐 저수지 퇴적형상 유사거동 수치해석핵심용어 대청댐 저수지 퇴적형상 유사거동 수치해석핵심용어 대청댐 저수지 퇴적형상 유사거동 수치해석핵심용어 대청댐 저수지 퇴적형상 유사거동 수치해석: , , , ,: , , , ,: , , , ,: , , , ,

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최근에 하천과 저수지에서 새굴 및 유사의 침전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된 차원 모형은 프랑1

스 에서 개발된SOGREAH CHAR-series(Cunge & Perdreau, 1973), HEC(The Hydrologic

에서 개발된Engineering Center) HEC-6(Thomas & Prashun, 1977), CHARIMA(Holly et al.,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형은 많은 자료와 작업이 필요하여 차원 모형의 장점을 살리지1990) . 1

못한 점을 지적 받아 왔다 장창래 기존의 유사해석모형이 너무 복잡하고 주로 유출이 일정( , 1999).

한 하천에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내의 소류사를 하류단의 댐수위 변화에 따라 장

기간 모의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모형 및 차원 컴퓨터모형을 개발하였다(Mathematical Model) 1 .

특히 기존의 모형들은 장기하상퇴적량을 예측모의함에 있어 하류단 수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소

류사의 퇴적작용에 대해 고려될 수 있는 입력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수지내.

장기간의 유사모의 해석에 적합하도록 일단위 실적 운영자료를 입력조건으로 하여 유사모의시 하

류단의 경계조건인 댐수위와 홍수량을 자료량에 제한없이 연속모의할 수 있도록 소류사 퇴적모의

예측이 가능한 모형을 소류사공식을 적용하여 직접 개발하였다M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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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2.2.2.2.

흐름의 지배방정식흐름의 지배방정식흐름의 지배방정식흐름의 지배방정식2.12.12.12.1

흐름에 대해서는 정상 부등류에 대하여 구하고 연속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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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의 조도계수 평균유속 경심 수심 통수 면적 유량, n: Manning , u: , R: , H: , A: , Q: ,  :

에너지 보정계수,  에너지 경사 유하방향 거리: , x:

소류사의 연속방정식소류사의 연속방정식소류사의 연속방정식소류사의 연속방정식2.22.22.22.2

이론적으로 소류사에 의한 하상높이 의 기본식은 유사의 연속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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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기준수평면으로부터의 하상높이= ,  소류폭= ,  단위폭 단위시간당의 유사량 실= , (

질용적),  공극용적의 총 용적에 대한 비율 모래하천에서는= (  ≒    ∼    이다) .

소류사량 공식소류사량 공식소류사량 공식소류사량 공식2.32.32.32.3

공식은 스위스에서 행해진 일련의 실험성과를 토대로 가 처음 소류사량과MPM Meyer-Peter

유량 하천경사 하상토 중앙입경과의 관계를 제안하고 그 후 계수, , Stricker 에관한 의 제Müller

안을 받아들여 최종적인 소류사 공식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공식의 계수: Strickler ,  사립자의 마찰저항에 관련된 공식의 계수: Strickler , :

하상에 의한 동수반경,  하상토의 입경별 중량비를 가중 평균한 평균입경 이다: .

소류사에 의한 저수지 퇴적형상 고찰소류사에 의한 저수지 퇴적형상 고찰소류사에 의한 저수지 퇴적형상 고찰소류사에 의한 저수지 퇴적형상 고찰3333

실적운영에 의한 퇴적형상실적운영에 의한 퇴적형상실적운영에 의한 퇴적형상실적운영에 의한 퇴적형상3.13.13.13.1

모의기간의 일단위 실측 운영수위와 홍수량 입력조건에서 과 같은 모의결과를 도출하였Fig 1

다 저수지내 소류사에 의한 삼각주는 댐상류 약 부근 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삼각. 48km (Sta.30) ,

주의 돌기부는 약 지점 에서 나타나고 유입부의 삼각주 형성지점은 모의에 적용된55km (Sta.34) ,

댐수위가 사이의 최대 의 변화로 인하여 저수지 말단부인 댐상류 약El.61.93m~El.78.49m 16.52m

지점 보다 약 하류로 내려 온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73km (Sta.42) 1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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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ed load simulation of the observed daily water level for more than 1,000 /sec of㎥

flood discharge from 1992 to 2004 on the Daecheong dam

소류사 퇴적형상의 고찰소류사 퇴적형상의 고찰소류사 퇴적형상의 고찰소류사 퇴적형상의 고찰3.23.23.23.2

대청댐 퇴사량조사 실측단면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모의조건에서 해석된 시간별 결과

는 와 같이 나타났다 댐으로부터 구간에서는 모의에서 소류사의 퇴적이 없으나 실Fig 2 . Sta.0~25

측 단면에서는 상당량의 퇴사가 발생하였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 11000 21000 31000 41000 51000 61000 71000

Distance From Dam Site(m)

B
e
d
 E
le

v
a
ti
o
n
(m

)

Normal Water Level(EL.76.5m)

Water Level(EL.65.0m)

Surveyed

bed surface

(1991)

Surveyed

bed surface

(2005)

Calculated

bed surface

(1992~2004)

Calculated

Water surface

(1992~2004)

Sta.21

Sta.24

Sta.27
Sta.29 Sta.33

Sta.34

Fig 2. Comparison between surveys and model response in case of the reservoir water level

El.65.0m with the average flood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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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수위와 소류사 퇴적형상과의 관계댐수위와 소류사 퇴적형상과의 관계댐수위와 소류사 퇴적형상과의 관계댐수위와 소류사 퇴적형상과의 관계3.33.33.33.3

소류사 퇴적형상이 댐수위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대청댐 저수위(LWL)

부터 상시만수위 까지 수위를 변화시키며 모의한 결과 과 같다El.60.0m (NHWL) El.76.5m Fig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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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delta deposits patterns by fluctuating water level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소류사 해석공식인 Meyer-Peter and

식을 이용하여 하류단 저수지 수위에 따른 소류사의 퇴적위치와 퇴적형상을 모의하Müller(MPM)

고 그 결과를 실측 퇴사단면자료와 비교한후 저수지 수위조건과 소류사의 퇴적지점과의 상관관계

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유사모의시 하류단 경계조건이 되는 저. ,

수지 수위를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적합한 유사모형임을 확인하였고 둘째 저수지 소류사퇴,

적모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수지내 소류사 퇴적모의시 하류단 경계조건인 저수지 수위선정,

은 장기간 운영된 저수지일수록 실제 운영된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위를 새롭게 건설되는 댐의 경,

우는 소류사 퇴적위치 예측시 저수위 에 근접되는 수위를 설정하는 것이 실제 저수지 운영상LWL)

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대청 다.

목적댐과 같이 저수지 운영방식과 특성이 유사한 저수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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