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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유사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금강본류 하도구간의 금남 공주 지점을 대~

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이 지점의 총유사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사량 관측 및 수위. ,

유량과 같은 하천 흐름 등에 관한 과거의 자료를 수집 정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

교량의 교각에 대한 기하학적 형상은 원형 정사각형 정팔각형 장방형으로 하였으며 분석 모형은, , ,

모형을 이용하여 유역에 대한 교각의 형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SED2D-WES .

그 결과 지름이 경간장 인 원형교각의 경우 교각에서 약 떨어진 곳에서 최고 유속6m, 57m 14.3m

가 발생되었으며 의 정사각형교각의 경우 교각으로부터 약 떨어진 곳에서0.75m/s , 6×6m 15.8m 0.68

의 최대 유속이 발생하고 정팔각형교각의 경우 교각으로부터 약 떨어진 곳에서m/s 6×6m 16.2m 0.

의 최대유속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장방형교각의 경우 교각으로부터 약 떨어진65m/s , 3×6m 21m

구간에서 의 최고 유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유역의 길이가 길고 유속이 낮0.63m/s . ,

으므로 유출지점까지 흘러내려가는 유사량보다 하천내에 유입된 유사가 그대로 퇴적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분석결과 하상변동량은 퇴적량과 침식량을 합하여 약 정도 변동되는 것으로 나24 0.22%

타났으며 교각형상에 따른 하상변동특성으로 원형교각의 경우 세굴이 일어나는 지점은 교각에서,

약 떨어진 지점까지 하상변동이 일어났으며 정사각형 교각의 경우 교각에서 약 떨16.88m , 10.96m

어진 지점까지 정팔각형 교각의 경우 교각에서 약 떨어진 지점까지 장방형 교각의 경우 교, 6.32m ,

각에서 약 떨어진 지점까지 하상변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18.23m .

핵심용어 교각의 형상 유사농도분포 하상변동핵심용어 교각의 형상 유사농도분포 하상변동핵심용어 교각의 형상 유사농도분포 하상변동핵심용어 교각의 형상 유사농도분포 하상변동: SED2D-WES, , ,: SED2D-WES, , ,: SED2D-WES, , ,: SED2D-WES,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 도시 하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관심은 하천방재 하천복개 등의 인간 생활. ,

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격한 하상.

변동으로 인한 교각주변의 수심증가 및 유속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교각의 형태에 따른

유속의 분포 및 유사이송에 관해 연구 하였다.

유사이송 및 하상변동에 관한 연구는 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의1950 Ackers&White(1973)

유사이송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에 의해 차원 모델을 이Cole(198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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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년대 국내에서는 김환국 은 중소하mud transport . 1990 (1997)

천유역에서의 하상변동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년에 접어들면서 곽준성 은 하천 해안에서, 2000 (2001) ·

의 와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이효정 등은 모형을 이용한RMA-2 SED2D (2007) SED2D-WES

낙동강 주요지점의 유사이송확산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금강유역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이 지점의 총유사량 산정을 위해 부유

사량 관측 및 수위 유량과 같은 하천 흐름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 과거의 자료로,

부터 교각의 기하학적 형상에 대해 재해석하여 선정 유역에 대한 교각의 형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선정유역에 가장 적합한 교각의 형상을 결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지역의 선정연구 대상지역의 선정연구 대상지역의 선정연구 대상지역의 선정2.2.2.2.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금남교 금남수위표 지점에서 충청남도( )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교 공주수위표 까지 약 구간을 선정하였고 이 구간( ) 16.47Km

내에는 금남교를 시작으로 불티교 청벽대교 신공주대교 공주대교 이렇게 개의 교각이 위치하고, , , 4

있으나 본 연구의 종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류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공주대교를1.44Km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유역에 대한 자료는 금강유역조사보고서 건설교통부 을 토대로. ( , 2004) 2004

년 월 일 오전 시부터 분 간격으로 시간동안의 수리특성 및 유사이송을 모의하였다6 20 11 30 24 .

표 분석지역의 관측자료표 분석지역의 관측자료표 분석지역의 관측자료표 분석지역의 관측자료1.1.1.1.

지점지점지점지점 날짜날짜날짜날짜 유량유량유량유량(m(m(m(m
3333/s)/s)/s)/s) 수위수위수위수위(m/s)(m/s)(m/s)(m/s)

총유사량총유사량총유사량총유사량
(Kg/cu m)(Kg/cu m)(Kg/cu m)(Kg/cu m)

금남교금남교금남교금남교
금남수위표금남수위표금남수위표금남수위표( )( )( )( )

2004. 06. 20 (11:30) 1451.89 4.65 0.6963

2004. 06. 20 (14:30) 1295.39 4.31 0.9540

2004. 06. 20 (11:00) 2881.80 6.48 1.4284

금강교금강교금강교금강교
공주수위표공주수위표공주수위표공주수위표( )( )( )( )

2004. 06. 20 (11:00) 1966.38 6.27 0.5954

2004. 06. 20 (11:36) 1931.97 6.20 0.6057

2004. 06. 20 (15:13) 1189.93 5.80 0.4999

2004. 06. 20 (17:05) 1155.93 5.63 0.4811

2004. 06. 20 (17:40) 1390.44 5.50 0.5403

2004. 06. 20 (19:20) 1540.28 5.25 0.4437

분석에 사용된 교각의 형상은 정사각형 장방형 정팔각형 원형의 네 가지 교각 형상을 이용하, , ,

였으나 원형의 경우 모형에서 유한요소망 형성 시 완전한 원형의 형태로는 형성이 불가능, RMA-2

하여 분석에서는 최대한 원형에 가깝도록 유한요소망을 형성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이용. RMA-2

하여 교각 형상에 따른 유속 및 하천 흐름을 모의하였으며 모의 결과 도출되는 유속 유량 수위, ,

등을 이용하여 모형에 적용하여 유사농도분포 및 하상변동특성을 분석하였다SED2D-WES .

모형의 적용 및 분석모형의 적용 및 분석모형의 적용 및 분석모형의 적용 및 분석3.3.3.3.

본 연구에서는 에서 개발된 차U.S Army Corp of Engineers Waterways Experiment Station 2

원 모델링 시스템의 일부인 모형을 이용하여 유사농도분포 및 하상변동을 수TABS SED2D-WES

치모의 하였다 이 모형은 스스로 수리학적 특성분석을 할 수 없어 모형을 이용하여 지형. RM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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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경계조건을 입력하여 수위 유량에 따른 유속분포를 모의한 결과를 입력변수로 유사이송 및, -

하상변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금강유역 전체 구간에서 하류 유출지점으로부터 약 떨어16.47Km 1.44Km

진 곳에 위치한 지름이 경간장 교각 수 개인 원형의 공주대교를 삽입하여 분석한 후6m, 57m, 7 ,

전체 하천에 대한 교각이 영향을 미치는 길이를 결정하여 원형 장방형 정사각형 정팔각형의 교, , ,

각에 대한 유속분포 특성 및 유사이송 하상변동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

원형 정사각형 정팔각형 장방형a. b. c. d.

그림 교각의 형태에 따른 유한요소망그림 교각의 형태에 따른 유한요소망그림 교각의 형태에 따른 유한요소망그림 교각의 형태에 따른 유한요소망1.1.1.1.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1 RMA-23.1 RMA-23.1 RMA-23.1 RMA-2

모형을 이용하여 금남교 금남수위표 지점부터 금강교 공주수위표 지점까지를 모의한 결RMA-2 ( ) ( )

과 교각이 없는 경우 유역전체 유속은 약 로 나타났으며 교각을 삽입한 경우0.5573m/s , 0.5064m/s

로 교각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9.13% .

원형 정사각형 정팔각형 장방형a. b. c. d.

그림 교각주변의 유속분포그림 교각주변의 유속분포그림 교각주변의 유속분포그림 교각주변의 유속분포2.2.2.2.

공주대교가 전체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하류 유출부로부터 약 떨어진 구간내3.031Km

에서 교각이 없는 경우 교각을 삽입한 경우 으로 타 구간보다 유속의 차이가0.5095m/s, 0.4890m/s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구간내에 교각 개수를 개로 제한을 두고 교각의 형태를 변경하여 분, 7

석한 결과 지름이 경간장 인 원형교각의 경우 교각에서 약 떨어진 곳에서 최고 유6m, 57m 14.3m

속 가 발생되었으며 의 정사각형교각의 경우 교각으로부터 약 떨어진 곳에서 최0.75m/s , 6×6m 15.8m

대유속 가 발생한다 또한 정팔각형교각의 경우 교각으로부터 약 떨어진 곳에0.68m/s . 6×6m 16.2m

서 의 최대유속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장방형교각의 경우 교각으로부터 약0.65m/s , 3×6m 21m

떨어진 구간에서 의 최고 유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교각형태에 따라 하천0.65m/s .

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서의 유속분포는 교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본 결과 원형교각,

의 경우 유속이 감소하였으며 정사각형 정팔각형 장방형교각의 경우 유속이 약 감소4.01% , , , 6.53%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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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2.2 SED2D-WES3.2.2 SED2D-WES3.2.2 SED2D-WES3.2.2 SED2D-WES

본 연구에 선정된 금강유역의 하상토의 입경은 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으며0.063mm~4mm ,

위의 모형을 이용한 수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사이송 및 하상변동에 대해 예측하였다RMA-2 .

그 결과 대상유역의 길이가 길고 유속이 낮으므로 유출지점까지 흘러내려가는 유사량보다 하,

천내에 유입된 유사가 그대로 퇴적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분석결과 하상변동량은 퇴적량과 침24

식량을 합하여 약 정도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각형상에 따른 하상변동특성으로 원0.22% ,

형교각의 경우 교각에서 약 떨어진 지점까지 하상변동이 일어났으며 정사각형 교각의 경우16.88m ,

교각에서 약 떨어진 지점까지 정팔각형 교각의 경우 교각에서 약 떨어진 지점까지10.96m , 6.32m ,

장방형 교각의 경우 교각에서 약 떨어진 지점까지 하상변동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18.23m .

그림 유사 유입 시간 후 교각주변 하상변동 모의그림 유사 유입 시간 후 교각주변 하상변동 모의그림 유사 유입 시간 후 교각주변 하상변동 모의그림 유사 유입 시간 후 교각주변 하상변동 모의3. 43. 43. 43. 4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 분석지역으로 선정된 금강유역 구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정팔각형 교16.47Km

각의 경우 대상지점에 대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교각의 최대유속 발생지점은 교각

의 폭에 비해 약 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며 하상변동 지점은 교각의 폭에 비해 약 배 정2.7 1.04

도 떨어진 곳에서 최대 하상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상지점에 직경 의 원형교각이 개씩 개가 설치되어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3m 2 7 ,

얻은 결과와 같이 대상지점에는 원형교각 보다 팔각형 교각으로 설치하고 지름이 인 교각 두, 3m

개씩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름 인 교각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대상지점의 하상변동이나 유속을6m

감소시키는데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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