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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a river flow analysis are significant for river maintenance plan. At the present time,

HEC-RAS, 1-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is mainly applied to analyze the character of a river flow.

The shape of a river is somewhat in longitudinal linear form. It was suspected that the usage of 1-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is more economical. Development of numerical analysis models and computers are

possible to calculate large volume. Hence, it is possible to adapt the analysis of the key stations by

2-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The limitation of 1-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is that it is hard to evaluate structure affection of

numerical simulation by energy loss coefficient at river structure analyzing. When adaptation of the

2-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in river structure ensues, it takes more objective analyzing than

1-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for flow affection by river structure. 2-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consults with the different structure position of hydraulic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water depth of

shape and scope in vertical flow.

1-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is possible to simulate with only energy loss coefficient for sudden

river section changing, sudden waterway changing by curved. 2-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use

original geographical features. So the model removes technical subjectivity of faulty judgment. It is an objec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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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하천은 일반적으로 종방향으로 긴 선형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하천흐름특성 분석시

등을 이용한 차원 수치해석모형이 경제적이라 판단하여 주로 사용되어 왔다Hec-RAS 1 .

그러나 차원 수치해석모형은 하천단면의 수면차 유속분포등을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1 ,

다 특히 하천내의 구조물 설치구간 하천단면의 급변화 구간 만곡부등의 경우 차원 분석으로는. , , 1

에너지 손실계수를 통한 수치모의로 구조물의 영향을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원 수치해석2

모형을 통하여 흐름방향의 수리인자 특성변화 연직흐름 모의등 구조물 설치구간 하천단면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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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구간 만곡부등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사행하천의 흐름특성과 만곡부에서의 종횡방향 수면경사 및 양안의 수면차

와 합류지점의 횡방향 흐름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원 수치해석모형과 달리1

전 단면에 걸쳐 유속 및 수위분포를 나타낼 수 있어 실제흐름에 가까운 수리분석을 얻을 수 있는

차원 수치해석모형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2 .

차원 수치해석모형의 이론차원 수치해석모형의 이론차원 수치해석모형의 이론차원 수치해석모형의 이론2. 22. 22. 22. 2

개요개요개요개요2.1 SMS RMA22.1 SMS RMA22.1 SMS RMA22.1 SMS RMA2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은 미국SMS(Surfacewater Modeling System) Brigham Young

환경모형연구실과 미공병단 수로실험국 미연방고속철도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University ,

격자생성프로그램인 모형 수심적분 차원 흐름방정식을 유한GFGEN(Geometry File Generation) , 2

요소법으로 해석하는 모형 등으로 구성된 해석모형과RMA2(Resource Management Associates)

하천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있어 모형의 입력과 출력을 가시화하는 전후처리과정이 가능한

형식으로 개발된 수치모형이다GUI(Graphical User Interface) .

이 중 는 수심적분 차원 흐름방정식을 공간적으로는 방법과 혼합보간기법 시RMA2 2 Galerkin ,

간증분에 대해서는 유한차분기법을 채택한 동수역학적 수치해석 모형이다 또한 모형의 매개변수.

는 마찰에 의한 영향을 공식 또는 공식으로 계산하며 난류흐름특성은 와점성계수Manning Chezy

가 이용된다 이는 정상상태의 흐름뿐만 아니라 비정상상태의 흐름까(eddy viscosity coefficients) .

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모형의 지배방정식은 수심적분 차원 동수역학방정식으로 다음 식과 같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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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수심  = 와점성계수  = 바람응력계수

 = 유속성분  = 중력가속도 Va = 풍속

 = 좌표 시간,  = 하상바닥고  = 풍향

 = 유체밀도  = 조도계수  = 지구자전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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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매개변수모형의 매개변수모형의 매개변수모형의 매개변수2.22.22.22.2

유한요소망을 구성하는 개개요소는 고유번호를 갖게 되며 네 개의 와점성계수와 의Manning

조도계수 을 매개변수로 갖게 된다 조도계수는 하상재료 또는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부여하는데n . ,

에서는 수심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RMA2 .






여기서, n = 조도계수 C 1∼C 4 = 상수 d = 수심

와점성계수는 난류교환계수라고도 불리며 대부분의 경우 네 개의 와점성계수는 같은 계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와점성계수값은 안정성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유지되어.

야 한다 큰 와점성계수는 안정된 해를 제공하나 흐름분포 흐름의 이탈 그리고 와류 등의 현상을. , ,

적절히 모의할 수 없다 반대로 너무 작은 와점성계수는 해를 불안정하게 하여 연속성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와점성계수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와점성은 물리적인 현상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며 해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

한 수치점성을 포함한다 와점성계수는 수를 정해 줌으로써 유속과 절점의 간격에 따라 자. Peclet

동으로 와점성계수를 결정해주는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정해주는 방법이 있다 수는 다음과. Peclet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Pe = 수Peclet U = 요소의 평균유속 Δx = 흐름방향 요소의 길이

c = E ij = 와점성계수 ρ =

수에 의한 방법은 해의 안정조건을 위하여 이하의 값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Peclet 50

서는 수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Peclet .

연구대상 구간선정연구대상 구간선정연구대상 구간선정연구대상 구간선정3.3.3.3.

연구대상지역 현황연구대상지역 현황연구대상지역 현황연구대상지역 현황3.13.13.13.1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지방도 호선에 인접한 낙동강일부1022

로 년 월 발생한 태풍 나리 로 인하여 발생한 제방붕괴의 원인을 차원 수치해석모형으로2007 9 “ ” 2

분석하고 복구대안으로 수제를 설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리변화를 분석을 모델링하였다.

그림 연구대상지역 위치도그림 연구대상지역 위치도그림 연구대상지역 위치도그림 연구대상지역 위치도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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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의 구성입력자료의 구성입력자료의 구성입력자료의 구성3.23.23.23.2

의 기초자료는 광파측량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실측을 실시하였으며 이SMS RMA2 ,

를 의 지형자료로 변환하기 위하여 기법으로 보간하여 격자점을 생성하여SMS RMA2 Kriking xyz

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격자점을 에 입력하여 지형을 구축한 후 수치해석을file . SMS RMA2

위하여 상류부 홍수량 하류부 홍수위 조도계수 수를 입력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 Peclet .

표 차원 수치해석구간 및 경계조건표 차원 수치해석구간 및 경계조건표 차원 수치해석구간 및 경계조건표 차원 수치해석구간 및 경계조건1. 21. 21. 21. 2

하천 연장
기본계획 측점 수치해석 경계조건 지형구축 조도

계수

Peclet

수하류 상류 하류 홍수위 상류 유출량 수Node 요소수

낙동강

국가하천( )
1.2km No.175No.179 EL.13.96m 16,000m

3
/sec 2548 849 0.023 20

차원 수치해석 결과차원 수치해석 결과차원 수치해석 결과차원 수치해석 결과3.3 23.3 23.3 23.3 2

붕괴지점붕괴지점붕괴지점붕괴지점 붕괴지점붕괴지점붕괴지점붕괴지점

지형자료 생성(a) 유속분포(b) 수면분포(c)

그림 현상태 차원 수치해석 결과그림 현상태 차원 수치해석 결과그림 현상태 차원 수치해석 결과그림 현상태 차원 수치해석 결과2. 22. 22. 22. 2

수제설치수제설치수제설치수제설치 수제설치수제설치수제설치수제설치
수제설치수제설치수제설치수제설치

지형자료 생성(a) 유속분포(b) 수면분포(c)

그림 수제설치후 수치해석 결과그림 수제설치후 수치해석 결과그림 수제설치후 수치해석 결과그림 수제설치후 수치해석 결과3.3.3.3.

붕괴지점붕괴지점붕괴지점붕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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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결 론결 론결 론3.3.3.3.

본 연구는 하천내 수리학적 영향에 의한 연구대상지역의 붕괴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조

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변화하는 흐름해석을 차원 수치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2

을 도출하였다.

첫째 등 차원 수치모형으로 분석하기 힘든 수위분포 수면차등을 차원 수치해석을 통, Hec-RAS 1 , 2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지역의 차원 수치해석 결과 단면축소구간에서 단면확장구간으로 변화시 유속은, 2

증가하고 있으며 표면수위는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면변화에 따른 편유속1.2m/s , 1.3m

발생과 표면수위 급하강으로 발생하는 슬라이딩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재대책으로.

수제를 간격으로 개를 설치하였을 때 유속은 로 감소하였으며 현상태의 표면수20m 3 1.6m/s ,

위 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4.2m .

셋째 분석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지, , , Lidar

형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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