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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량을 건설함에 있어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교량 하부 구조물에 대한 토질 및 구조역학적 기초 분석은 충분하지만 수리현상으로 

발생하는 세굴의 안정성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각세굴심 산정에 있어 해외 교각세굴심 산정식을 활용하고 있기에 국내 하

천의 유역 특성을 반영한 교각세굴심을 정도 높게 산정하는데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하천설계 기준에 적용되고 있

는 CSU(1993)공식 뿐만 아니라 세굴심 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교각 세굴심 산정식을 추가로 적용하여 세굴심

을 산정한 후 각각의 공식들 간에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 사용되고 있는 9개의 교각세굴심 산정식으로 산정된 교각 세

굴심 깊이와 수리 모형실험을 바탕으로 측정된 세굴심과 비교하였을 경우 SSE(%)는 최소 2.08%, 최대 91.23%, SSEn(%)은 최소 

0.19%, 최대 415.91%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각세굴심 산정식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향후 하천설계에 있어 정도 높은 세굴심을 산정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세굴심, 교각, 산정식, 하천, 수리특성, 하천설계

ABSTRACT

The basic analysis of Soil and structural mechanics for the bridge substructure affected by the flow of water is sufficient in the 

construction of such bridges, but the stability of scour resulting from hydraulic phenomena is insufficient. In addition, it is not enough to 

estimate the scour depth of the bridge which reflects the watershed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river because it uses the formula for 

calculating the scour depth of the overseas piers in calculating the scour depth of the bridge.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the CSU 

(1993) formula, which is currently applied to the national river design criteria, was reviewed between the two formulas after calculating 

the scour after calculating the scour by applying another bridge deck scour calculation formula to take into account the uncertainty in the 

calculation of scour.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the CSU (1993) formula, which is currently applied to Korean river design criteria, 

another scour depth calculation formula is applied to calculate uncertainty in scour depth calculation, was reviewed between the two 

formulas. The review confirmed that the SSE (%) showed a difference of at least 2.08%, up to 91.23%, and SSEn(%) at least 0.19%, up to 

415.91%, when compared to the measured depth of the pier based on the hydraulic model experiment and the depth of the pier calculated 

with the nine scour depth formulas in use. In other words,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scouring formulas of 

pi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estimate scour depth in future riv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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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도시화 및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교통시설의 개발 및 확대가 증가하면서 하천 및 해상에 다수의 교량이 건

설되었다. 이러한 교량을 건설함에 있어 교량 상부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는 비교적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물의 흐름이 발생하는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초 해석에 대해서만 검토가 시행되기에 수리현상으로 발생하는 세굴의 안

정성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2/3가 산지 유역이 많아 중소규모의 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다수의 소형교량들이 

이러한 중소규모 하천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소형교량들 중 다수는 충적층에 기초를 두고 있어, 대형 교량들에 비해서 세

굴 안정성이 취약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같은 극한홍수사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굴현상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세굴 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교각세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각 세굴심 산정에 있어 국

내 유역 특성을 반영한 세굴심을 산정 하지 못하고 해외 교각 세굴심 산정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유역 특

성을 반영한 교각 세굴심을 산정하기 위하여 You(1996)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교량 3개소에 대하여 세굴심을 실측한 후, 

산정식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Lee(2001)는 최적의 원환 위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리모형 실험을 통한 연속교각 및 단

일교각 주위의 세굴특성을 분석하였으며, Lim(2002)은 기존 세굴산정식과 HEC-RAS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소하천의 교각

에서 나타나는 세굴특성을 파악하였다.

Park(2012)은 만곡부 하천을 대상으로 교각 및 교대의 세굴심 산정식 7가지 이용하여 유․출입 각도 변화와 홍수량에 따른 

세굴심을 산정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만곡하천에서는 교각 및 교대의 세굴심 산정에 오차가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

고, 향후 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산정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교량붕괴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보다 세굴로 인한 붕괴가 50%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1950년대 이후 꾸

준히 세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은 1987년 이후 적극적인 연구와 평가 프로그

램의 결과로서 HEC(Hydraulic Engineer Circular)-18 등의 기술 매뉴얼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Laursen(1963)은 시

간 함수로서 한계 소류력과 저면 소류력이 같을 때 정적세굴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교각 혹은 교대에 대한 평형

세굴심에 관한 식을 개발하였다. 

Chnha(1975)는 위에서 말한 개발 경험식에 좁은 범위의 흐름과 유사 조건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Choi and Cheong(2006)은 인공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Laursen, Neil, Jain-Fischer, CSU, 

Melville의 5개의 공식을 비교하여 CSU공식과 Laursen공식이 적합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각세굴심 산정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굴심과 수리 모형실험을 통해 측정된 세굴심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세굴심 산정식을 선별하고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교각 세굴심 산정식은 하천설계기준(2011)에서 

이용되고 있는 Chitalen(1962), Shen Ⅰ(1966), Shen-KarakiⅢ(1969), Coleman(1971), Neill(1973), UGSG(1975), Bsasik- 

Basamily-Ergun(1987), Froehlich(1987) 및 CSU(1993) 총 9개의 세굴심 산정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세굴심 산정식의 결과들도 크게는 수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세굴심 산정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내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 높은 교각 세굴심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리실험에 의하여 측정된 세굴심 자료와 교각세굴심 

산정식의 적용결과를 비교 ․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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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이론

2.1 세굴의 분류

세굴은 하천에서 흐르는 유체의 힘에 의해 제방 구성 물질 및 하상재료가 이동 및 제거되어 수로 단면이 확대되는 현상으

로 정의된다. 이러한 세굴현상으로 인하여 수로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하상재료의 다양성에 따라 세굴형태의 차이도 크게 나

타난다. 응집성이 있거나 다져진 흙은 결합구조가 느슨한 흙에 비하여 세굴에 보다 강하지만 응집력이 있거나 자갈로 구성된 

수로바닥은 며칠 만에 최대 세굴심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하천에서 구조물 건설로 인한 수리학적 특성 변화에 의한 영향으

로 교각 및 교대의 세굴이 발생하여 과도하게 진행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세굴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

쳐 하천의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장기하상저하(long term degradation), 교량 등 구조물 건설로 인해 기존의 흐름단면이 축소

되어서 발생되는 단면축소세굴(contractive scour), 수로의 통수단면 중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형태로써 교대와 교각주위에

서 와류로 인해 발생되는 국부세굴(local scour)등 3가지 종류로 분류 된다.

2.2 국부세굴 및 전면세굴

교각과 교대에서 발생하는 세굴은 국부세굴과 전면세굴로 나눌 수 있으며, 연직 및 수평부재를 갖는 파일지지의 플랫폼을 

가지는 구조물에 흐름이 영향을 미칠 경우 국부세굴과 전면세굴이 발생한다. 교각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과 전면세굴은 

Fig. 1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국부세굴은 교각을 지지하는 주변파일에서 종기 그릇 모양으로 파여져서 나타내며, 전면세굴

을 전체 구조물의 주변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수축세굴에 부가하여 전면세굴은 장기간의 홍수와 같은 수문 기상학적 

변화, 지형학적 변화, 댐 건설 등과 같은 인간활동, 수로화장이나 하천사행 등의 변화로 야기된 제방침식 등에 기인해서 발생

한다(Melville and Chiew, 1999).

Original bed level

Flood level

Local scour at 
the abutment

Final bed level
Local scour 
at the pier

Global scour Total scour 
at the pier

Total scour at 
the abutment

Normal level

Fig. 1. Types of Scour in Bridges

2.3 세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정상 흐름에서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말굽형 와류로서 이는 교각 파일의 측단의 유선이 축소되면서 많은 양의 유

사를 침식시킬 수 있고 결국 원추형 세굴공을 만든다. 또한 유사등급, Shields 수, 파일 크기에 대한 경계층 깊이의 비, 형상비 정

렬인자 등이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정지상 조건에서의 유사 등급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표준편차,   가 

증가하였을 때 세굴심은 크게 감소한다(Ettema,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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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부세굴 분석을 위한 무차원 매개변수

세굴 현상은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 능력과 하상 재료의 침식 저항 능력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침식 유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하상에서의 유속, 파일의 직경과 형상, 조도 등이 있다. 침식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하상 

재료의 입경, 공극률, 비배수 전단강도, 액성 한계 비중 또는 건조 단위 중량, 모래입자의 조도 등과 같은 주로 하상재료의 기

본 토성치 등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인자 외에도 세굴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매우 다양하고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굴 양상이 복잡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와류 이론에 의한 수치 해석적 방법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주요 세굴 영향인자들 

간의 차원해석을 통해 세굴 영향인자들을 무차원 변수로 정규화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Min, 2017).

3. 교각세굴심 산정식 및 세굴 실험자료 

3.1 교각세굴심 산정식

본 연구에서는 세굴현상으로 발생하는 교각 주변의 세굴심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 제안된 9개의 세굴심 산정식을 아래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세굴심 산정식들은 주로 교각의 폭, 유속, 수심, 평균입경 등의 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Prediction formulas of scour depth around pier

No. Proposer Year Prediction Formulas of Scour Depth around Pier

1 Chitale 1962



  



2 Shen Ⅰ 1966   

3 Shen-Karaki Ⅲ 1969



 



4 Coleman 1971



 







5 Neill 1973



 






6 Basik–Basamily-Ergun 1975   

7 Froehlich 1987



 



′













8 CSU 1993



 








 : Pier width,  : Scour depth, ′  : Projected width of pier,   : Froude number,  : Correction factor for pier nose shape,  : 

Correction factor for attack angle of flow,  : Correction factor for bed condition,   : Reynolds number,  : Water depth

3.2 수리 모형실험을 통해 측정된 세굴심 자료 특성

본 연구에서는교각세굴심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Table 2와 같이 기존 연구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측정된 실험자

료 중 7개를 선별하여 공식에 적용하였으며, 개별 실험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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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ydraulic experiment data

Source Year Number of data Parameter

Johnson 1992 130   

Dey et al. 1995 18    

Melville and Chiew 1999 84    

Miaand Nago 2003 23    

Sheppard et al. 2004 14    

Sheppard and Miller 2006 24    

Lai et al. 2009 58    

351

 : Median diameter,  : Average velocity,  : Critical velocity,  :Flow

1) Johnson(1992)은 교각세굴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Chee(1982)와 Chiew(1984)의 연구인 기초가 없

는 원통형의 교각을 길이 11.8 m, 너비 440 mm, 깊이 380 mm의 유리관에서 실험을 하여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Dey et al.(1995)은 길이 10 m 폭 0.81 m, 깊이 0.25 m의 수로에서 정지상 상태의 3개의 원형 교각 주변에서의 발생하는 

와류 유동장을 연구하였다.

3) Melville and Chiew(1999)는 정지상 조건에서 원형교각에서 발생하는 세굴깊이에 대한 시간의 영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4) Mia and Nago(2003)은 일본 대학의 수리연구소에서 정지상 조건에서 직경 56 cm의 수직 원형 교각과 d50은 51 mm, 

28 mm의 퇴적물로 채웠으며 길이 16 m, 폭 0.6 m, 깊이 0.4 m의 수로에서 실험을 하였다. 

5) Sheppard et al.(2004)은 정지상 조건에서 3개의 서로 다른 직경의 원형 교각(0.114, 0.305, 0.914 m), 3개의 서로 다른 

균일 응집이 없는 퇴적물 지름(0.22, 0.80, 2.90 mm) 및 수심과 유속의 범위로 6.1 m 너비, 6.4 m 깊이 및 38.4 m 길이의 

수로에서 실험 하였다. 

6) Sheppard and Miller(2006)의 연구에서는 길이 45 m, 폭 1.5 m, 깊이 1.2 m의 수로에서 정지상 조건에서 0.15 m의 지름

인 원형 교각을 설치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7) Lai et al.(2009)에 연구에서는 정지상 조건하에서 실험한 6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세굴심에 대해 연구하였다.

4. 적용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교각세굴심 산정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9개의 세굴심과 7개 수리 모형실험을 통해 측정된 351개의 세굴심

을 비교하여 Fig. 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굴산정식을 활용하여 계산된 9개의 세굴심과 수리 모형실험을 통하여 측정

된 351개의 세굴심을 분석한 결과, CSU공식, Froehlich공식 및 Colman공식으로 측정된 결과값이 45도 선상에 가까이 있어 

관측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6개 산정식은 45선에 집중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결과를 나타내

어 국개 하천에 적절하지 못한 산정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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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Calculation of scour depth using 7 experimental data

위의 그림들과 같이 수리 모형실험을 통하여 얻은 세굴심과 교각세굴심 산정식에 적용하여 얻은 세굴심과의 그래프를 수

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Eq. (1)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해 SSE(Sum of Squared errors)를 이용하였다.

  



 


  

 

(1)

그리고 Eq. (1)의 변수를 교각폭으로 나누어 정규화시켜 나타낸 SSEn(Sum of Squared Errors Normalization)을 이용하

여 수치적으로 표현 하였다(Eq.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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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Equation (1) and Equation (2)

Formula SSE (%) Order SSEn (%) Order

Chitale 97.73 9 425.55 9

Shen Ⅰ 19.10 5   54.72 8

Shen-KarakiⅢ 31.30 8   36.90 5

Coleman   6.50 1     9.83 2

Neill 28.17 7   34.23 4

UGSG 18.23 4   37.64 7

Basik–Basamily-Ergun 20.01 6   23.66 3

Froehlich   8.58 2     9.64 1

CSU 11.44 3   37.57 6

산정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SSE(%)와 SSen(%)수치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편차가 각각 91.23%, 415.91% 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 세굴심 산정 공식들 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측정된 세굴심과 가

장 차이가 많이 나는 식으로는 Chitale(1962)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산정식에 비하여 SSE(%)와 SSEn(%) 값이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세굴심 산정식은 Coleman(1971), Froehlich(1987)로 SSE(%), SSEn(%)값이 

약 3%내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각세굴심 산정식중 Coleman(1971), Froehlich(1987)이 국내 하천 교각설계시 다

른 산정식 보다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부세굴의 깊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리 모형실험으로 얻은 수리특성 및 교각제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

로 9가지 세굴심 산정식에 적용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각주위에서 측정된 세굴심과 비교 및 검토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기존 사용되고 있는 9개의 교각세굴심 산정식으로 산정된 교각 세굴심 깊이와 수리 모형실험을 바탕으로 측정된 세굴

심과 비교하였을 경우 SSE(%)는 최소 2.08%, 최대 91.23%, SSEn(%)은 최소 0.19%, 최대 415.91%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각세굴심 산정식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수리 모형실험에서 측정된 세굴심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교각세굴심 산정식으로는 Chitale(1962)임을 확인하였으

며, 다른 교각 세굴심 산정식에 비하여 SSE(%)와 SSEn(%)수치가 상당히 큰 차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leman(1971), Froehlich(1987) 교각세굴심 산정식은 SSE(%)와 SSEn(%)수치가 약 3% 내외로 적은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다른 교각세굴심 산정식들 보다 국내 하천에 적용시 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현재 우리나라 하천설계 기준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CSU(1993) 교각 세굴심 산정식과 본 논문을 통해 국내 하천에 적

용성을 확인한 Coleman(1971), Froehlich(1987) 교각세굴심 산정식이 국내 하천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유사한 세굴심

을 예측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하천설계 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CSU(1993)공식 뿐만 아니라 세굴심 산정에 있어 불확실성

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교각 세굴심 산정식을 추가로 적용하여 세굴심을 산정하였으며, 각각의 공식들 간에 적용성을 검토

하였다. 그러나 교량의 형태, 교량의 설치 위치, 하천의 특성 등 세굴심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다양하여 정확한 세굴심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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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인 수리 모형실험결과를 바탕으로한 세굴심 산정식 비교분석 결과

는 향후 하천설계에 있어 정도높은 세굴심을 산정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한 하

천관리의 기초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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