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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위 산정을 위한 만곡수로의 적용

Application of Curved Channel for Superelevation Evaluation

김상호*, 민상기**, 조아라***

Sang Ho Kim, Sang Ki Min, Ah Ra Cho

......................................................................................................................................................................................

요 지

   만곡도가 높은 하천의 경우 수위가 상승하게 될 때 만곡부에서의 흐름 회전 방향이 나선형 흐

름으로 바뀌어 하류방향으로 주 흐름에 중첩하여 발생하는 이차류로 인해 하도가 불안정해지고

내·외측의 수위차가 발생하는 편수위가 발생하면서 하도 바깥쪽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만곡부의 외측부에서 발생하는 수위상승은 제방의 월류 피해와 이차류로

인한 침식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하천에서의 만곡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흐름의 물리적인 현상으

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곡수로의 내·외측부에서 발생하는 유속과 편수위 현상과 같은 수리학적 특성

을 규명하기 위해 90° 하도와 180° Sharp 하도와 같은 만곡 실험하도를 대상으로 SMS 모형, 

RAMS 모형 그리고 CCHE2D 모형과 같은 3개의 2차원 모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실측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만곡부에서의 2차원 수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과거에 개발된 편수위 산정공식

들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지점의 실측자료와 2차원 모형의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만곡부

의 편수위를 산정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핵심용어 : 만곡도, 편수위, SMS 모형, CCHE2D 모형, RAMS 모형

1. 서론

자연수로에서의 만곡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며, 만곡부에서의 흐름은 부등류이면서 곡류부에서 가속도의

존재로 인해 직선수로보다 해석하기가 더 복잡하다(Reinauer, 1997). 따라서 하천이나 수로에 나타나는 만

곡부 주위에서의 흐름의 거동에 대한 이해와 통제가 종종 필요하게 된다. 만곡도가 높은 하천의 경우 수

위가 상승하게 될 때 만곡부에서의 흐름 회전 방향이 나선형 흐름으로 바뀌어 하류방향으로 주

흐름에 중첩하여 발생하는 이차류로 인해 하도가 불안정해지고 내·외측의 수위차가 발생하는 편

수위가 발생하면서 하도 바깥쪽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만곡부의

외측부에서 발생하는 수위상승은 제방의 월류 피해와 이차류로 인한 침식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만곡수로의 내·외측부에서 발생하는 유속과 편수위 현상과 같은 수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90° 하도와 180° Sharp 하도와 같은 만곡 실험하도를 대상으로 SMS 모형, RAMS 

모형 그리고 CCHE2D 모형과 같은 3개의 2차원 모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실측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만

곡부에서의 2차원 수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과거에 개발된 편수위 산정공식들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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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요 지점의 실측자료와 2차원 모형의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만곡부의 편수위를 산정하여 비교 검토하였

다.

2. 편수위 산정공식 

만곡부의 외측부는 내측부에 비해 원심력으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 만곡부의 편수위 예측을 위해

Woodward(1920)는 단면의 한 수직선의 평균 유속을 단순히 V=Q/A에 의한 상수로 보고 곡률 반경 은

단면 중앙에서 곡률반경  로 보아








를 적분하여( 과 은 같은 동심원상에 있다고 가정 식 (1)

를 구하였다.

 


 



 

  

 

       (1)

여기서 는 단면중앙의 곡률반경, 는 외측 곡률반경, 는 내측 곡률반경을 의미한다.

Ippen과 Drinker(1962)는 만곡부의 평균수심은 만곡부 상류 직선부의 수심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

음과 같이 간략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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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곡 단면의 최대 유속은 단면 중앙선에서 발생하고 그 바깥쪽은 자유와(free vortex), 안쪽은 강

제와(forced vortex)가 지배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   max이므로   max, 

  m ax가 되며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m ax 


 



 





 



   (3)

여기서 는 만곡부의 하폭, 는 단면평균유속, 는 중력가속도, 는 단면중앙의 곡률반경, 와 는

각각 내·외측 곡률반경을 의미한다. Grashof(1937)는 다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였다.

   








      (4)

여기서 는 단면 평균유속, 는 외측곡률반경, 는 내측곡률반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만곡부 편수

위를 예측하기 위해 제안된 식들은 실제 하천의 흐름을 단순 가정하에서 유도한 것으로 단면의 불규칙성이

나 세굴 또는 퇴적의 영향으로 인해 수식의 개발과 관련된 가정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

성을 감안하여 유효섭(2004)은 자연하천에서는 식 (1)로 수위 상승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균일 인공 수로에

서는 식 (2)나 (3)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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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만곡수로에 대한 편수위 상승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90° 하도와 180° Sharp 하도와 같은

실험수로에 대하여 2차원 수치해석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MS 모형, RAMS 모형 그리고

CCHE2D 모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대상하도의 실측자료는 각각 Jovein 등(2009)과

Rozovskii(1957)에 의해 측정된 실험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1은 90° 

하도에 대해 CCHE2D 모형에서 모의된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에는 180° Sharp 하도에 대해

RAMS 모형에서 모의된 유속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90° 하도에 대한 CCHE2D 모형의 적

용결과

   그림 2. 180° 하도에 대한 RAMS 모형의

적용결과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90° 하도와 180° Sharp 하도에 대해 2차원 수치해석 모형인 SMS 모형, RAMS 

모형 그리고 CCHE2D 모형의 모의결과를 실측자료와 함께 만곡부의 주요 지점에 대해 내측부와 외측부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90° 하도의 경우 실측자료와 모의자료와의 비교 결과 3개의 모형 모두 내측과 외측의

편수위를 잘 나타내고 있었는데, RAMS 모형의 모의결과가 실측자료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180° 

Sharp 하도의 경우에는 CCHE2D 모형의 모의결과가 실측자료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a) SMS (b) RAMS (c) CCHE2D

그림 3. 90° 하도의 편수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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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S (b) RAMS (c) CCHE2D

그림 4. 180° Sharp 하도의 편수위 비교

 90° 하도에 대한 2차원 모형의 모의결과에서 만곡부에서 발생하는 편수위를 산정하여 실측자료와 비교

한 결과를 그림 5(a)에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AMS 모형보다는 SMS 모형이나

CCHE2D 모형을 이용한 편수위가 실측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의 (b)에서는 2차원 모형에

서 발생하는 유속과 같은 수리특성을 이용하여 Woodward 공식, Grashof 공식 그리고 Ippen과 Drinker 

공식 (a), (b)를 적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편수위를 실측자료에서 발생한 편수위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20% 범위 내외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SMS 모형과

RAMS 모형에서는 Woodward 공식, Ippen과 Drinker (a), (b) 공식이 유사한 오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CCHE2D 모형에서는 Ippen과 Drinker (b) 공식이 오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 2차원 모형 적용 결과 (b) 상대오차 

그림 5. 90° 하도의 편수위 산정공식 결과

그림 6(a)에서는 180° Sharp 하도에 대한 2차원 모형의 적용 결과에서 만곡부에서 발생하는 편수위를

실측 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AMS 모형을 이용한 편수위가 다

른 모형들보다 실측 편수위와 더 잘 일치하고 있었으며, 3가지 모형 모두 전반적으로 실측 편수위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었다. 그림 6(b)에서는 2차원 수치모형의 결과를 Woodward 공식, Grashof 공식 그리고

Ippen과 Drinker 공식 (a), (b)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측치에서 나타난 편수위와 편수위 산

정공식으로 계산된 편수위 결과가 50-6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SMS 모형, RAMS 모형 그리

고 CCHE2D 모형 모두 Grashof 공식에서 오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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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원 모형 적용 결과 (b) 상대오차

그림 6. 180° Sharp 하도의 편수위 산정공식 결과

4. 결론

국내의 하천은 지형적인 특성상 대부분의 하천이 직선하도보다 사행하도의 비율이 높으며, 집중호우가 발

생하였을 때 만곡부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곡수로의 내·외측부에서 발생하

는 유속의 분포와 편수위 현상과 같은 수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의 편수위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실험하도를 대상으로 2차원 모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실측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만곡부의 2차원 수리 특

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만곡부에서 발생 가능한 호안 침식이나 외측부 수위상승으로 인한 월류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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