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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호우 시 산지하천 유역에서 빈발하는 토석류에 따라 하천 흐름에 들어온 전석과 같이 상대적으로 큰 물

체는 하류로 이송되거나 하상에 퇴적하여 기존 흐름과 하상을 변화시키는 교란요인이 된다. 따라서 산지하천

흐름에서 전석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유속, 전석의 크기와 형상, 유입조건, 부유사 농도 등

수 많은 변수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유리와 철로 된 구형

물체가 개수로 흐름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조사한 것이며 흐름의 수심, 물체의 크기와 초기침강조건을 고려하

여 수리실험을 실시하고 물체의 이동경로와 유하거리를 분석하였다.

개수로 흐름에 유입한 구형 물체는 침강에 의한 항력과 유수에 의한 항력을 동시에 받는다. 이 힘은 물체

의 형상, 유수의 점성, 난류, 물체와 물의 밀도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체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좌우한다. 실험결과 개수로 흐름에서 낙하중인 구형물체는 하상에 가까워질수록 흐름방향 이동거리가 증가하

였다. 물체의 수중무게가 작을수록 유수 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이동거리가 더 크며, 구체에 작용하는

초기항력에 따라 초기 낙하각도와 이동거리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개수로, 구체, 침강, 이동결로, 초기 낙하각도

1. 서론

호우 시 발생하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재료는 하상에 퇴적되어 하천흐름에 영향을

주어 하천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유입되는 재료의 비중과 형상, 초기 낙하 각도에 따라 물체가 유

수에 의해 받는 항력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침강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힘들다. 본 연

구에서는 재료의 형상을 구로 통일하여 개수로에 유입시켰다. 이때 체적이 같으나 다른 밀도를 가

진 재료의 이동경로, 체적이 달리하고 밀도가 비슷한 재료의 이동경로, 그리고 초기 낙하위치에

따른 이동경로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2. 구체의 침강이동 실험

폭 0.6m, 깊이 0.6m 길이 12m인 직사각형단면의 순환식 개수로를 이용하여 실험유량 130l/s를

순환 공급하였으며 하류부의 수문 게이트의 높이 조절로 수심을 44cm, 39cm, 34cm, 29cm로 4단

계로 조절하여 수심 조건을 변화시켰다. 재료는 지름 10cm, 8cm, 6cm의 유리구슬과 지름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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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m의 쇠구슬을 사용하였으며, 각 재료를 개수로 수면을 기준으로 수면 위, 절반 담금, 전체 담금

조건으로 침강시켰다. 또한 개수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약 0.03s 프레임단위로

x축과 y축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재료
직경

()

기호

(지름+재료)

체적

()

무게

()

단위중량

 

유리

6 6GB 113.10 273 2.41

8 8GB 268.08 632 2.36

10 10GB 523.60 1110 2.12

철
6 6SB 113.10 883 7.81

8 8SB 268.08 2083 7.77

표 1 실험구체의 주요 특성

No.
수심

()

평균유속

()
수

1 29 5.52 0.327

2 34 4.70 0.257

3 39 4.10 0.210

4 44 3.63 0.175

표 2 각 수심별 평균유속과 Fr수

3. 실험 결과

3.1 낙하시간 및 유하거리

재료에 따른 평균 낙하시간과 유하거리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밀도가 큰

재료가 상대적으로 낙하시간이 빠르고 유하거리가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료 수심

수면 위 절반 담금 전체 담금

낙하시간
(s)

유하거리
(cm)

낙하시간
(s)

유하거리
(cm)

낙하시간
(s)

유하거리
(cm)

6GB

44 0.32 4.97 0.4 9.4 0.42 6.9

39 0.32 7.03 0.33 9.63 0.32 7.87

34 0.24 7.53 0.29 5.83 0.24 6.7

29 0.21 7.13 0.25 10.17 0.21 7.17

8GB

44 0.33 3.8 0.34 4.3 0.33 4.7

39 0.27 4 0.34 5.33 0.34 6.97

34 0.29 3.23 0.29 3.8 0.28 3.23

29 0.24 2.57 0.22 4.5 0.24 3.33

10GB

44 0.32 1.6 0.34 4.5 0.34 1.77

39 0.3 2.77 0.31 2.03 0.3 2.23

34 0.27 2.07 0.34 2.27 0.3 1.47

29 0.26 2.57 0.24 3.9 0.24 3.07

6SB

44 0.28 2.73 0.34 3.2 0.27 3.53

39 0.24 1.63 0.28 1.47 0.24 2.1

34 0.2 2.67 0.21 2.6 0.22 1.77

29 0.22 2.4 0.22 3.1 0.21 2.27

8SB

44 0.28 2.5 0.28 2.6 0.28 2.3

39 0.24 2.5 0.24 2.53 0.24 2.4

34 0.19 1.97 0.22 2 0.23 1.5

29 0.23 1.7 0.2 1.7 0.19 1.6

표 3 평균낙하시간과 유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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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침강이동

두 재료가 모두 하상에 도달할수록 유수에 영향을 받아 재료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림1에서 보이는 것처럼 밀도가 작은 재료일수록 속도가 더 많이 증가하여 가속도 그래프와 같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2 - 그림4과 같이 같은 체적을 가진 재료에서 상대적

으로 밀도가 큰 물체가 중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y축 변화량이 컸다. 그리

고 밀도가 작은 물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력과 항력의 영향으로 x축 변화량이 크고 최종 유하거

리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수심 44cm 6GB, 6SB 이동경로

그림 2. 수심 44cm 6GB, 6SB 수면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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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심 44cm 6GB, 6SB 반담금 실험

그림 4. 수심 44cm 6GB, 6SB 다담금 실험

3.2 초기 낙하각도

초기 낙하각도는 구체에 작용하는 초기항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초기 낙하위치를 변화하여 실

험을 진행했을 때 밀도가 작고 체적이 가장 큰 10GB가 유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초기 낙하

위치에 따른 초기 낙하각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낙하시작지점0cm로부터 2cm까지를 초

기 낙하라 했을 때 표 4.에서와 같이 10GB의 초기 낙하각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물체가 표

면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면 위 실험보다 표면유속이 작용하는 절반 담금과 전체 담금 실험

에서 초기 낙하각도가 더 컸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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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심 실험(No.) 수면 위 절반 담금 전체 담금

44cm

1 0 17 25.5

2 1 9 12

3 1 22 20

평균 0.67 16.00 19.17

39cm

1 2.5 22 9

2 6 7 5

3 3 5 14

평균 3.83 11.33 9.33

34cm

1 11 12 10

2 8 30 10.5

3 10 8 11

평균 9.67 16.67 10.50

29cm

1 9 39 32.5

2 16 20 44

3 5.5 24 31.5

평균 10.17 27.67 36.00

표 4. 10GB 초기 낙하각도 평균 값

4. 결 론

개수로 흐름에 유입한 구형물체가 침강이동하는 특성을 수리실험으로 파악하였다. 유수 중에서

침강물체는 철과 유리로 된 지름 6cm 및 8cm의 구체이다. 침강물체의 수중무게가 작을수록 낙하

시간과 유하거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사되었다. 침강물체가 하상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침강속도

가 증가하였다. 침강물체가 수면에서 표면유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위하여 유리로

된 직경 10cm 구를 이용하여 낙하시작위치를 수면 위, 수중에 절반 담금 및 전체 담금으로 하고

초기의 낙하경로를 조사하였다. 물체가 표면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보다 표면유속이 작용할

때 초기 낙하각도가 더 컸으나 최종유하거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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