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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low characteristic analysis at the curved-channel of the actual channel section is compared and reviewed 

using the 2D RMA-2 model and the 3D FLOW-3D model. the curve section with curve rate 1.044 in the research section is 
analyzed applying the frequency of he project flood of 100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issue for the application of the 
FLOW-3D Model’s three-dimensional numeric analysis result to the actual river is found to be reviewed with caution. Also, 
application of the 3D model to the wide basin’s flood characteristic is determined to be somewhat risky. But, the 
applicability to the hydraulic property analysis of a partial channel section and the impact analysis and forecast of hydraulic 
structure is presumed to be high. In addition, if the parameters to reflect the vegetation of basin and the actual channel, more 
accurate topological measurement data and the topological data with high closeness to the current status are provided, the 
result with higher reliability is considered to b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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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홍수 및 국지

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앞으로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

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로 인한 피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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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강우가 하천으로 유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하천에서는 유하하는 유수력에 의해 하천구역에 설치

되어 있는 수공구조물에 유수력이 작용하거나 수위가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자연하천의 만곡부는 형태 및 곡률이 단순하지 않

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하천 만곡부

의 흐름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만곡부에서 

흐름의 방향전환은 하도내 홍수의 소통능력을 저하시

키고, 제방의 월류 등 제방의 파괴 및 침수피해와 직접

적인 연관이 있어 만곡의 범위, 형태, 만곡의 정도, 곡
률반경 등의 결정과 함께 하천설계시 만곡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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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천 만

곡부의 피해는 주로 통수능 부족과 유수력에 의한 수

충부분에서의 피해 및 수위증가로 인한 월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수충 및 범람의 예방

을 위한 만곡부의 적정 설계 및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

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 만곡부분에

서의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차원(RMA-2) 및 3
차원(FLOW-3D) 상용 수치모형을 이용하였고, 2차원

에서의 해석이 불가능한 흐름형상을 3차원으로 도출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3차원 해석을 2차원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만곡하천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 정(2000) 등은 

RMA-2모형을 이용하여 만곡수로에서의 흐름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서(2002) 등은 실험을 통한 S자형 만곡

수로의 흐름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한 박(2007)은 2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급경사지 만곡 

하도의 흐름특성을 연구한 바가 있으며, 안(2011a, 
2011b) 등은 실험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만곡부에서의 

흐름특성의 연구 및 만곡 형상에 따른 수리특성을 연

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3차원 해석

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3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댐 및 배수갑문, 하천의 수리특

성분석 등 홍수에 대한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리검토를 실시한 바가 있다. 
국내의 FLOW-3D를 활용한 연구로 윤(2007)은 우

이천 유역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특성변화에 따른 하

천흐름 해석을 위해 수공구조물 설치부 및 하천의 만

곡부, 합류점 등의 수리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김

(2005)은 Flow-3D를 이용하여 수리실험모형과 비

교․검토하였으며, 조도계수(Roughness)를 매개변수

로 하여 Flow-3D의 민감도를 검토하였으며, 최(2010)
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댐 각 부위의 수리특성 및 여

수로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Flow-3D
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행하천 및 만곡부에 대한 연구

가 미비한 실정이며, 3차원 모형에 대한 적용성 및 평

가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모형인 SMS RMA-2모형과 3

차원 모형인 FLOW-3D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대상구

간의 만곡부에 적용한 후 만곡부에서의 흐름특성 및 

편수위를 분석하여 2차원 및 3차원 모형의 결과를 비

교․검토하였고, 3차원 모형의 실제 하천에서의 적용

성을 판단하여 차후 3차원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모형의 기본이론

2.1. 2차원 RMA-2 모형의 개요

RMA-2 모형은 2차원 흐름영역에서 자유표면, 상
류흐름의 수평방향 유속 및 수위를 계산하며, Navier- 
Stokes 방정식에 난류의 흐름을 고려한 Reynolds 방
정식으로 유한요소의 해를 계산한다. 마찰력은 

Manning 방정식의 조도계수나 Chezy 방정식의 평균

유속계수로 계산되며, 난류의 특성을 정하기 위하여 

와점성계수(Eddy viscosity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정상류 뿐만 아니라 부정류에서도 모의가 가능하다

(EMRL, 2000).
RMA-2 모형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지

배방정식으로 하는 2차원 천수방정식을 Galerkin의 

가중잔차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유한요소 모형으로 다

음 방정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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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방향의 유속성분

  : 수심

  : 시간

  : 중력가속도

  : 하상표고

  : 확산계수

    :  ,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응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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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차원 FLOW-3D 모형의 개요

FLOW-3D는 3차원의 Navier-Stokes방정식을 사

용하여 유체와 유체 또는 유체와 물체간의 경계면 추

적을 위해 FAVOR(Fractional Area/Volume Obstacle 
Representation)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FAVOR기법

은 직교격자 체계에서 체적점유율과 면적점유율의 개

념을 이용하여 계산 영역내의 기하학적 모형을 묘사

하는 기법으로 유한차분법으로 구성되는 FLOW-3D
에서 해석영역이 계단식으로 표현되는 단점을 보완하

여 해석속도와 해석영역을 조밀한 격자로 표현, 정확

성과 복잡한 형상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유체의 난류 유동에는 기본 대수 모형으로부

터 RNG(Renormalized Group Theory)모형까지의 난

류 방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표면 해석을 위해 

VOF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VOF기법은 직육면체의 

격자계 사용 시 일반 형상기술을 보다 정확히 표현이 

되고, FAVOR기법을 이용하여 각 방정식에 적용하고 

있으며, 비압축성 및 압축성의 계산 시 해석 속도를 증

진시키기 위해 별도의 보조 방정식 등을 사용하고 있

다. 특히 자유표면에 대한 계산에서 여타의 코드보다 

계산시간과 경계면 표현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FLOW-3D 내의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식(4)와 같고 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

방정식은 식(5)와 같으며, 유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Navier-Stokes방정식으로 식(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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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체에 접하고 있는 체적, 는 유체

의 밀도, 는 난류확산항, 은 질량생성항, 
  는   방향으로의 유속,    는 Cell
의   방향 유체의 접촉 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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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에서   는 Body Acceleration이고, 
    는 Viscous Acceleration,     는 구조물

을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표시한다. 또한 마지

막 항은 계산영역내의 질량생성을 의미한다. 

3. 모형의 적용 및 분석

3.1.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및 자료 구축

본 연구의 대상구간은 Fig. 1.과 같이 현재 수위 및 

유량관측이 실시되고 관리중인 낙동강본류의 낙동수

위표를 기점으로 하류 약 14 km를 연구대상구간으로 

하였으며, 만곡하도와 직상하도의 구분이 명확히 어

려워 하도만곡구간의 하곡길이(S)에 대한 직선길이

(L)의 비로 정의하였다. 유입부인 낙동수위표 지점에

서 하류 약 7 km 지점에 1.044의 만곡비를 가진 구간

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차원 및 3차원 모형

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실제 관측호우사상을 이용하

여 매개변수 검․보정을 실시하였으며, 보정된 모형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대상 하도구간의 100년 빈

도 계획홍수량에 대한 수리학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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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MA-2 (b) FLOW-3D

Fig. 2. Analysis of Terrain and Mesh blocks.

Fig. 1. Location map of Study area.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 
kr)에서 제공되는 종․횡단자료를 이용하여 하상의 

지형을 구축하였으며, 매개변수 검․보정을 위한 관

측자료는 유량조사사업단의 2008년 7월 16일 오전 2
시부터 2008년 7월 25일 오전 9시까지 낙동수위표의 

유속 관측자료를 이용하였고, 2차원 및 3차원 모형의 

총 모의시간은 일평균 유량으로 가정하여 1시간 간격

으로 24시간 동안 모의하였다. 검․보정된 매개변수

를 이용하여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100년 빈

도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자료를 적용하여 만곡부 구

간에서의 모의를 수행하였다. 

3.2. 지형구축 및 매개변수의 검․보정

본 연구에서 2차원 모형의 지형구축은 종․횡단 자

료를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구축한 후 실제 하도와 유

사한 형태로 8점 사각형 유한요소망을 Fig. 2.(a)와 같

이 구축하였으며, 3차원 모형의 지형구축은 1:2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2차원 및 3차원 설계․제도의 

상용 프로그램인 Auto CAD에서 지형과 동일한 형상

의 3D Solid를 구축한 후 직사각격자를 100×100×3개
로 Fig. 2.(b)와 같이 연구대상 구간에 적용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검․보정은 실제 관측지점인 낙

동수위표의 관측된 유속값을 기준으로 2차원 및 3차
원 모의를 통하여 분석된 관측치에 대한 모의치의 상

대적인 오차율로 나타내었다. 유속값의 오차율은 관

측값에 대한 각 모형의 상대적인 오차율로써 이 값을 

기준으로 각 모형의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차율

을 대푯값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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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date

velocity(m/s)
Relative 
error(%)
RMA-2

Relative error(%)
FLOW-3Dobserved simulated

(RMA-2)
simulated

(FLOW-3D)

16 0.13 0.13 0.14 3.85 6.15 

17 0.26 0.27 0.25 4.23 4.62 

18 0.18 0.19 0.19 6.67 7.78 

19 1.59 1.44 1.75 9.56 9.94 

20 1.24 1.28 1.33 3.31 7.18 

21 1.15 1.13 1.22 1.65 6.17 

22 0.35 0.38 0.32 7.14 8.86 

23 0.24 0.26 0.26 8.75 8.75 

24 0.51 0.54 0.47 6.08 7.65 

25 0.51 0.54 0.47 5.49 8.24 

Table 1. Comparison of Oserved & Simulated Velocity(a)

관측날짜별 유속값을 2차원 모형 및 3차원 모형의 

모의된 유속값과 비교 검토한 결과 관측값에 대한 오

차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검토되었으며, 2차원 모

형의 경우 평균 5%로 검토되었고, 3차원 모형의 경우 

평균 7%의 오차율을 보여 2차원 및 3차원 모형의 적

용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검․보정 과정

에서 검토된 최적 매개변수는 2차원 RMA-2모형의 

Fig. 3. Comparison of Oserved & Simulated Velocity.(b)

경우 조도계수 0.030, 와점성계수 2400 N․sec/m2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3차원 FLOW-3D모형의 경우 

조도계수 0.035로 검토되었다. 관측날짜별 각 모형의 

유속값과 관측값의 비교는 다음 Fig. 3.과 같다. 

3.3. 경계조건

각 모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계조건은 낙

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100년 빈도의 계획홍수

량 및 홍수위를 적용하였으며, 상기에서 검토된 최적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의 좌측부분인 2차원 모형의 상류에는 유입

유량으로 지정하였으며, 하류에는 수위로 지정하였

다. Fig. 4.의 우측부분인 3차원 모형의 경계조건은 분

석대상구간을 직사각형으로 가정하여 각 면에 대하여 

경계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구간에 대

한 경계조건으로 Ymax부분에는 유입유량을 지정하

였고, Ymin부분에는 수위를 지정하였다. 그 외 경계

조건은 Symmetry(흐름구간과의 대칭인 가상벽)로 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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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b) Velocity ratio & Relative error

Fig. 5. Comparison of RMA-2 & FLOW-3D Model.

Fig. 4. Application of Boundary Conditions.

3.4. 2․3차원 모형의 비교 및 고찰

3.4.1. 유속특성 비교

본 연구대상 구간의 만곡지점에 대한 수리특성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2차원 RMA-2모형 및 3차원 

FLOW-3D모형을 이용하였으며, 100년 빈도 계획홍

수량을 적용하여 분석구간에 대한 각 모형의 유속특

성 분석을 실시한 후 2차원 모형과 3차원 모형의 비교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의 결과는 유량 및 수위가 일정한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를 이용하여 최종 모의시간에 대한 

정류모형의 형태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차원 

RMA-2모형의 모의된 유속값에 대한 3차원 FLOW- 
3D모형의 상대적인 유속비는 다음 Fig. 5.과 같다. 

2차원모형과 3차원모형의 유속비교 결과 2차원모

형의 유속이 3차원모형에 비해 약 1.3배 정도 높은 것

으로 검토되었으며, 내측으로 갈수록 2차원 및 3차원 

모형의 유속 및 오차율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만곡부의 외측의 경우 3차원모형

은 수충에 의한 와류가 발생하였으나 2차원 모형은 발

생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3차원 모형의 경

우 지형의 특이구간에 대한 표현의 정확성이 높은데 

반해 2차원 모형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하도형상을 

구축하기 때문에 특이구간과 같은 표현의 정확성이 비

교적 낮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

며, 최대유속이 발생되는 지점의 경우 두 모형 모두 동

일한 지점에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모형의 

유속흐름을 벡터로 표현한 그림은 다음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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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MA-2 (b) FLOW-3D

Fig. 6. Results of RMA-2 & FLOW-3D Model.(Flow vector)

Fig. 7. Property of Water level & Increase rate.

 3.4.2. 편수위특성 비교

분석대상구간에서 만곡부 구간의 2차원 및 3차원 모

형의 편수위특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만곡부에

서의 각 중앙지점 수위를 기준으로 만곡부 내⋅외측의 

수위를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만곡구간의 외측에

서 최대수위가 발생했으며, 만곡부 내측에서는 외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위로 분석되었다. 각 모형의 수위

증감률 및 편경사는 다음 Table 2. 및 Fig. 7.과 같다.

Type Division
Observation of 
curved section

Super
Elevation

(%)A A’

RMA-2
water level(m) 39.756 40.052 

0.037 
increase rate(%) -0.424 0.323

FLOW-3D
water level(m) 39.895 39.997 

0.013 
increase rate(%) -0.095 0.160

Table 2. Comparison of Super-Elevation

* The increase rate about mean water level.

만곡부 구간에서 편경사로 인한 내․외측의 수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2차원 모형은 외측의 증가

율에 비해 내측의 감소율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

지만 3차원 모형의 경우 외측의 증가율이 우세한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3차원 모형은 수충의 영향으로 

인해 외측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라 판단되며, 분
석대상구간의 하폭이 큰 반면 만곡비는 적어 각 모

형의 내․외측의 수위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RMA-2모형과 3차원 FLOW- 
3D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하도구간을 대상으로 만곡

부에서의 수리특성분석을 비교․검토하였다. 연구대

상 구간에서 만곡비 1.044인 만곡구간을 중심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홍수량 100년 빈도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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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만곡부에서의 흐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차원 및 3차원 모형의 모의 결과는 유량 및 수

위가 일정한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를 이용하여 최종 

모의시간에 대한 정류모형의 형태로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유속비교 결과 2차원모형의 유속이 3차원모형

에 비해 약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
측으로 갈수록 2차원 및 3차원 모형의 유속값의 차이

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만곡부의 외측의 경우 3차원모형은 수충의 영향

에 의한 와류가 발생하였으나 2차원 모형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3차원 모형의 경우 지

형의 특이구간에 대한 표현의 정확성이 높은데 반해 2
차원 모형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하도형상을 구축

하기 때문에 특이구간과 같은 표현의 정확성이 비교

적 낮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유속이 발생되는 지점의 경우 두 모형 모두 동일

한 지점에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분석대상구간에서 만곡부 구간의 2차원 및 3차
원 모형의 편수위특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만곡

부에서의 각 중앙지점 수위를 기준으로 만곡부 내⋅

외측의 수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만곡구간의 외측에

서 최대수위가 발생했으며, 만곡부 내측에서는 외측

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위로 분석되었다. 또한 2차원 

모형은 외측의 증가율에 비해 내측의 감소율이 우세

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3차원 모형의 경우 외측의 증

가율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3차원 모형

은 수충의 영향으로 인해 외측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이라 판단되며, 분석대상구간의 하폭이 큰 반면 만곡

비는 적어 각 모형의 내․외측의 수위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라 사료된다. 

2차원 및 3차원 모형의 비교․분석결과 FLOW-3D
모형에 의한 3차원 수치해석 결과의 실제 하천적용성

의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광범위한 

유역에서의 홍수특성분석에 대한 3차원 모형의 적용

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부적인 하

도구간의 수리특성분석이나 수공구조물에 의한 영향

성 분석 및 예측에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유역 및 실제 하도의 식생상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매개변수와 보다 정확한 지형측량자료, 현재 

상태와 밀접한 지형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면 보다 신

뢰성 높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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