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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상변동 예측모형 중에서 와 모형을 선택하여 지천 하류부의 하HEC-6 GSTARS

상변동을 예측하고 실측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구간은 지천하류부의 신지천교부터 상류쪽으로, .

구간이다 년 월 일에 하천측량을 실시하고 년 월 일과 년 월 일에 측량을 실1320m . 2003 11 7 2004 6 24 2004 9 24

시하였다 하상재료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채가름 분석에 의해 입도분포. 12

곡선을 작성하였다 두 모형의 경계조건으로는 수위 유량자료와 유입 유사량 자료가 필요하므로 수위 유량. - -

자료는 대상구간의 신지천교 구룡 수위표에서 얻었고 유입 유사량은 공식 와 공, Toffaleti , Meyer-Peter Muller

식 와 공식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용결과 유입 유사량 산정공, Ackers White 3 .

식 중에서 지천 하류부의 하상변동을 실측치와 가장 유사하게 예측한 공식은 공식이었으며 최심부Toffaleti

의 종방향 하상변동은 모형이 모형보다 실측치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GSTARS HEC-6 .

핵심용어 하상변동 수치모형 하천측량 유사량핵심용어 하상변동 수치모형 하천측량 유사량핵심용어 하상변동 수치모형 하천측량 유사량핵심용어 하상변동 수치모형 하천측량 유사량: , , ,: ,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하천의 하상은 오랜 시간에 걸친 침식과 퇴적을 겪으면서 평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산사태나 홍수.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댐이나 교량의 건설 등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유사의 과잉공급이나 유사 공급의 차

단은 하상의 평형상태를 깨뜨린다 이후 하상이 다시 평형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침식과 퇴적이 일어난.

다 유사의 퇴적은 저수지나 보의 저류 능력을 저하시키고 구조물 주위의 침식은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하상의 변화를 적절히 예측하는 것은 이수적으로나 치수적으로 모두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의 수치모형을 이용한 하상변동에 대한 연구로는 이 모형의 개정판Yang C. T.(1998) GSTARS

인 을 소개하고 이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GSTARS 2.0 , Tingsanchali(1996)

의 적용성을 검증하여 급변 부등류에서 하상변동 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HEC-6 .

국내에서 수치모형을 이용한 하상변동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서 모형을 남(1991) HEC-6

한강과 금강에 적용시켰으며 현성원 은 모형으로 금강 대청댐 상 하류부의 하상변동을 분석하, (1997) HEC-6 ㆍ

였다 서일원 등 은 모형을 금강 대청댐 하류구간과 한강 팔당댐 하류구간에 사용하여 적용성. (1995) GSTARS

을 검토하였고 윤세의 등 은 금강 부여취수구 부근에 모형과 모형을 적용하여 비교, (1999) HEC-6 GSTARS ,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하상변동 예측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과 모형을 선정하여HEC-6 G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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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의 각 유입 유사량 산정공식에 따른 하상변동 계산결과를 지천 하류부의 실측치와 비교를 통하여 지

천 하류부의 실제의 하상변동과 비교적 근사하게 모의된 경험공식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선택모형의 선택모형의 선택모형의 선택2.2.2.2.

모형모형모형모형2.1 HEC-62.1 HEC-62.1 HEC-62.1 HEC-6

모형은 세굴과 퇴적에 의해 하천의 종단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모의 및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차HEC-6 1

원 수치모형이다 유량 등의 연속 수문자료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하나의 구간에 대해서는 정상흐름으로.

가정하여 적용하고 각 횡단면별로 에너지 경사 유속 수심 등을 계산하여 수면곡선을 결정한다 이때 계산, , , .

된 유사이송 잠재능과 흐름사상의 지속시간을 이용하여 유사 부피를 계산하고 각 횡단면별로 세굴과 퇴적량,

을 계산하여 횡단면의 형태를 조절한다 다음 흐름사상에 대해서는 앞의 계산에서 수정된 하천단면을 가지고.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1995)

모형모형모형모형2.2 GSTARS2.2 GSTARS2.2 GSTARS2.2 GSTARS

모형은 하상의 변동을 같은 유량을 가지고 흐르는 몇 개의 유관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각각의GSTARS ,

유관에 대해서는 모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상변동을 모의한다 유사량은 각 시간 간격마다 유관별HEC-6 .

로 계산된다 유관의 경계가 계산 시간 간격마다 흐름방향 및 횡방향으로 변화하므로 하상의 흐름 방향과 횡.

방향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학회. ( , 2001)

지형자료지형자료지형자료지형자료3.3.3.3.

평면도 횡단면도평면도 횡단면도평면도 횡단면도평면도 횡단면도(a)key map (b) (c)(a)key map (b) (c)(a)key map (b) (c)(a)key map (b) (c)

그림 하천의 지형자료그림 하천의 지형자료그림 하천의 지형자료그림 하천의 지형자료1111

상류부 중류부 하류부상류부 중류부 하류부상류부 중류부 하류부상류부 중류부 하류부(a) (b) (c)(a) (b) (c)(a) (b) (c)(a) (b) (c)

그림 하상재료의 입도분포곡선그림 하상재료의 입도분포곡선그림 하상재료의 입도분포곡선그림 하상재료의 입도분포곡선2222

그림 은 연구대상지역의 위치와 지형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대상구간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회곡1 .

리 일대의 지천 하류부이며 년 월 일에 차로 총길이 의 구간에서 개의 지점을 종 횡단 측, 2003 11 7 1 1320m 14 ㆍ

량하였고 년 월 일과 년 월 일에 차 차로 같은 구간을 측량하여 약 년 동안의 하상의 변, 2004 6 24 2004 9 24 2 , 3 1

화를 파악하였다 하상재료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 지점 하상재료를 채집하여 채가름 시험을 하여. 12

입도분포곡선을 얻었으며 그림 는 상 중 하류부의 입도분포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2 .ㆍ ㆍ



상류부 중류부 하류부상류부 중류부 하류부상류부 중류부 하류부상류부 중류부 하류부(a) (b) (c)(a) (b) (c)(a) (b) (c)(a) (b) (c)

그림 대상구간의 사진그림 대상구간의 사진그림 대상구간의 사진그림 대상구간의 사진3333

그림 은 대상구간 상 중 하류부의 사진이다 상류부의 하상은 비교적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3 .ㆍ ㆍ

수 있으며 하류부에서는 하중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그림 실측 최심하상높이의 변화그림 실측 최심하상높이의 변화그림 실측 최심하상높이의 변화그림 실측 최심하상높이의 변화4444

그림 는 실측한 최심하상높이 변화이다 실측기간인 년 월 일과 년 월 일 사이에 지천유역4 . 2003 11 1 2004 9 24

에는 큰 홍수가 없었으며 유사량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만한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상변동의 양,

은 년 전 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하류부 번 지점에서는 퇴적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단면에서는 침식이1 1ㆍ

발생하였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4.4.4.4.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4.1 HEC-64.1 HEC-64.1 HEC-64.1 HEC-6

모형의 적용을 위한 수위 유량자료는 신지천교의 구룡 수위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상류단으로 유HEC-6 - .

입되는 유사량은 공식 와 공식 와 공식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였으Toffaleti , Meyer-Peter Muller , Ackers White 3

며 각각의 공식으로 구해진 유사량을 모형에 적용하여 하상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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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5 HEC-65 HEC-65 HEC-65 HEC-6

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1 HEC-61 HEC-61 HEC-61 HEC-6

구 분 No.0 No.1 No.2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No.11 No.12 No.13

년 월 일2004 9 24 4.97 5.83 5.94 6.58 6.44 6.65 6.76 6.74 6.82 7.09 7.21 7.13 8.4 8.77

Toffaleti 5.18 5.47 6.25 6.70 6.67 6.91 6.62 6.77 6.89 7.08 7.39 7.33 8.29 9.22

Ackers-White 5.20 5.60 6.34 6.73 6.69 6.93 6.69 6.94 7.06 7.28 7.57 7.47 8.29 9.18

Meyer-Peter, Muller 5.17 5.41 6.18 6.71 6.69 6.92 6.72 6.79 7.01 7.26 7.49 7.82 8.34 9.08



그림 와 표 은 각각의 유사량 계산식에 의해 구해진 유사량을 모형에 적용한 결과이다 모형의5 1 HEC-6 .

적용 결과 비교적 실측치와 근사하게 모의되었다 각 유사량 산정공식에 따른 하상변동 계산의 큰 차이는 없.

지만 공식으로 얻어낸 유입 유사량을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가 실측치와 가장 근접한 값을 나타내고Toffaleti

있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4.2 GSTARS4.2 GSTARS4.2 GSTARS4.2 GSTARS

모형의 적용에 필요한 수위 유량자료와 유입 유사량 자료는 모의에 적용한 자료와 같으GSTARS - HEC-6

며 모형의 유관의 수는 개로 나누어 모의하였다 공식 와 공식, GSTARS 3 . Toffaleti , Meyer-Peter Muller ,

와 공식으로 얻은 유사량 자료를 각각 모형에 적용하여 하상의 변화를 비교하였다Ackers 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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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6 GSTARS6 GSTARS6 GSTARS6 GSTARS

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유사량 산정공식별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2 GSTARS2 GSTARS2 GSTARS2 GSTARS

그림 과 표 는 각각의 유사량 계산식에 의해 구해진 유사량을 모형에 적용한 결과이다6 2 GSTARS .

모형 또한 하상변동의 경향은 실측치와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모형의 경우도 공GSTARS . GSTARS Toffaleti

식으로 계산한 유입 유사량을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가 실측치와 가장 근접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과 모형의 결과 비교모형과 모형의 결과 비교모형과 모형의 결과 비교모형과 모형의 결과 비교4.3 HEC-6 GSTARS4.3 HEC-6 GSTARS4.3 HEC-6 GSTARS4.3 HEC-6 GSTARS

모형과 모형의 적용 결과가 실측치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었던 공식으로 얻은HEC-6 GSTARS Toffaleti

유입 유사량을 두 모형에 적용한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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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그림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7 HEC-6 GSTARS7 HEC-6 GSTARS7 HEC-6 GSTARS7 HEC-6 GSTARS

구 분 No.0 No.1 No.2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No.11 No.12 No.13

년 월 일2004 9 24 4.97 5.83 5.94 6.58 6.44 6.65 6.76 6.74 6.82 7.09 7.21 7.13 8.4 8.77

Toffaleti 4.79 5.77 6.05 6.52 6.50 6.95 6.53 6.72 6.88 7.18 6.96 7.08 7.82 8.94

Ackers-White 4.90 5.97 6.10 6.45 6.61 6.91 6.91 7.03 7.20 7.26 7.38 7.99 8.29 9.74

Meyer-Peter, Muller 5.02 5.60 6.18 6.63 6.54 6.90 6.73 6.92 7.10 7.37 7.40 7.56 8.19 9.05



표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표 모형과 모형에 의한 하상변동고와 실측치 비교3 HEC-6 GSTARS3 HEC-6 GSTARS3 HEC-6 GSTARS3 HEC-6 GSTARS

그림 과 표 의 결과를 통해 두 개의 모형의 전체적인 경향은 비교적 실측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두7 3 .

모형의 모의결과를 비교한 결과 개의 유관으로 유량을 나누어 유사이송을 모의한 모형이3 GSTARS HEC-6

모형보다는 더 실제와 근사한 값을 가지고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지천 하류부의 하상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차원 하상변동 예측모형인 모형과1 HEC-6

모형을 적용하였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번의 실제 하천측량으로GSTARS . 2003 11 7 , 2004 6 24 , 2004 9 24 3

얻은 하상자료와 두 모형의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유사량 산정공식 중에서 공식으로 산정한 유. Toffaleti

사량을 모형에 적용하였을 경우 지천 하류부의 하상변동을 가장 실측치와 유사하게 모의하였으며 개의 유, 3

관으로 유량을 나누어 지천하류부의 유사이송을 모의한 모형이 모형의 모의결과보다 실측GSTARS HEC-6

한 하상과 근사한 값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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