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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lected 6 river reach, which have various curved-channel, included in an object of study as making the 

Nakdong River, which is a real nature river, as a point of an object of study by using SMS RMA-2 model, a 2D numerical 
analysis model, and applied project flood and analyzed and examined characteristic of hydrological property and 
super-elevation, which includes characteristic of the velocity of a moving fluid. As a result, in a river reach, whose width is 
wide, angle of curved-channel has impact on the velocity of a moving fluid of inside of curved-channel and in a river reach, 
whose width is narrow, the radius of curvature and width of the river have impact on the velocity of a moving fluid of inside 
of curved-channel. Also it found out that the ratio of reduction in water-level of inside of curved-channel is more bigger than 
ratio of increasing in water-level of outside of curved-channel when project flood is increasing and angle of curve is 
increasing. Based on this, this study would be used as a expectation of danger and preliminary data in planning real river or a 
business, that creates 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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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제 자연하천은 일반적으로 흐름의 유수력에 의

하여 사행이 발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하천

은 만곡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만곡하천의 특

징은 흐름의 원심력에 의하여 하도 내측 보다 외측의 

수위가 높아지는 편구배(Super elevation)와 2차류

(Secondary flow)현상 등이 나타나 직선하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흐름이 만곡부에 접했을 경우 흐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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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전환되고, 이로 인한 소통능력 저하, 제방의 붕괴 

등으로 홍수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현재 

하천설계에서는 만곡부의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더욱이 만곡의 각도, 즉 흐름의 방향전환이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은 실제 하천설계 시에도 상당

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홍

수시 하천의 흐름특성(Flow characteristics)의 추정은 

하천의 방재와 하천관리의 연구에 큰 필요성이 있다. 
최근 국내의 만곡부에 관한 실험 및 수치모의의 연

구로 하천의 사행구간에 형성되는 저수로 형태를 파

악하고 하천의 지형학적 특성인자를 분석하여 지형형

태학적 변수들을 추정하였고(송, 2007), 사행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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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ce of gauge.

유로변경에 따라 빈도별 유량 및 수위조건을 적용하

여 1차원 수치모형인 HEC-RAS모형과 2차원 모형인 

SMS RMA-2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유량배분 분석 및 

유량배분에 따른 유속검토를 1, 2차원 모형과 비교․

검토하였으며(임, 2009), 사행하천의 흐름특성을 해

석하기 위하여 실험하도 및 실제하천에 2차원 

CCHE2D모형과 3차원 FLOW-3D모형을 이용하여 

만곡부에서의 흐름특성을 분석하였고(류, 2011), 만
곡부의 흐름특성을 위하여 2차원 수치해석 모형인 

SMS RMA-2 및 RMAS, CCHE2D모형을 이용하여 

하도를 90°, 180°의 만곡을 적용하여 만곡부의 편수

위를 분석하였다(류, 2011). 이외에 만곡하천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와 수치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지만 만곡하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MS RMA-2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의 만곡부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고, 낙동강 본류인 

낙동수위표 지점에서 왜관수위표 지점까지 각각의 다

양한 만곡부를 대상구간으로 하여 만곡부의 유속⋅편

수위를 포함한 수리학적특성의 분석과 각 만곡도에서 

유량사상별 만곡부의 편경사 특성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하여 장래 만곡부하천의 설계 및 연구시 필요한 기

본적인 자료와 홍수시 흐름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모형의 기본이론

2.1. RMA-2 모형

RMA-2 모형은 2차원 흐름영역에서 자유표면, 상
류흐름의 수평방향 유속 및 수위를 계산하며, Navier- 
Stokes 방정식에 난류의 흐름을 고려한 Reynolds 방정

식으로 유항요소의 해를 계산한다. 마찰력은 Manning 
방정식의 조도계수나 Chezy 방정식의 평균유속계수

로 계산되며, 난류의 특성을 정하기 위하여 와점성계

수(Eddy viscosity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정상류 뿐

만 아니라 부정류에서도 모의가 가능하다(SMS, RMA-2 
WES User's Manual, 2000).

RMA-2 모형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지

배방정식으로 하는 2차원 천수방정식을 Galerkin의 

가중잔차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유한요소 모형으로 다

음 방정식과 같이 정의된다. 









 




  (2.1)



 

 

 
 

 
 

          

(2.2)



 

 

 
 

 
 

          

(2.3)

여기서,    :  ,   방향의 유속성분

  : 수심

  : 시간

  : 중력가속도

  : 하상표고

  : 확산계수

    :  ,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응력항

3. 모형의 적용 및 분석

3.1.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및 자료 구축

본 연구대상의 하도구간은 낙동강본류인 낙동수위

표를 기점으로 왜관수위표까지 유로연장 총 53.1km
의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용모형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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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ge Division
Observation date(2008. 07)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akdong
velocity

(m/s)
observed 0.130 0.260 0.180 1.590 1.240 1.150 0.350 0.240 0.510 0.510 

simulated 0.125 0.271 0.192 1.703 1.273 1.196 0.375 0.251 0.541 0.538 

Relative error(%) 4.22 4.20 6.64 7.10 2.66 4.01 7.14 4.47 6.06 5.50 

Waegwan

velocity
(m/s)

observed 0.500 0.530 0.480 0.430 0.370 0.340 1.590 1.260 0.720 0.190 

simulated 0.525 0.567 0.506 0.464 0.409 0.350 1.640 1.319 0.763 0.205 

Relative error(%) 5.10 6.93 5.41 7.90 10.53 2.80 3.14 4.68 5.92 8.01 

water
level

(E.L,m)

observed 18.800 19.326 19.168 18.967 18.655 18.518 21.276 20.717 19.716 17.948 

simulated 18.897 19.308 19.175 18.867 18.637 18.545 21.306 20.707 19.698 17.965 

Relative error(%) 0.51 0.10 0.05 0.53 0.10 0.16 0.14 0.04 0.10 0.11 

Table 2. Compare the observed to simulated

를 위하여 실제 관측호우사상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검ˑ보정을 실시하였으며, 보정된 모형 매개변수를 이

용하여 연구대상 하도구간의 빈도별(80, 150년) 계획

홍수량에 대한 수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의 하천단면자료는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에서 제공되는 

종․횡단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매개변수의 검․보정

을 위한 관측자료는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실시한 2008
년 7월 16일 오전 2시부터 2008년 7월 25일 오전 9시
까지의 유속 및 수위 관측자료를 이용하였고, 모형의 

총 모의시간은 일평균 유량으로 가정하여 1시간 간격

으로 10일 동안 모의하였다. 검․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만곡부 구간의 모의수행을 위한 자료로는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빈도별(80, 150년)계
획홍수량 및 홍수위자료를 이용하였다. 

RMA-2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리특성을 해

석하는 부정류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량 및 수

위가 일정한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를 이용하여 정류

모형의 형태로 최종 모의시간에 대한 결과만 분석하

였다. 

3.2. 유한요소망의 구축 및 모형 매개변수의 검․보정

본 연구에서는 종ˑ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자료

를 구축하였고 유한요소망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베

이스화된 입력자료인 3차원 좌표를 이용하여 실제 하

천과 유사한 형태와 형상으로 유한요소망을 구축하였

다. 또한 대부분의 요소망은 8점 사각형 요소망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수 보정을 통하여 나타낸 관측

치에 대한 모의치의 상대적인 오차율 및 최적매개변

수는 다음과 같다. 
RMA-2모형에서 동일시간대의 관측유량 및 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치와 모의치를 비교한 결과 관

측치에 대한 모의치의 평균 오차율이 10%미만으로 

분석되어 RMA-2모형이 본 연구의 수행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며, 최적매개변수로는 온도 15℃, 밀도 

1,000 kg/m3, 조도계수는 0.03, 와점성계수 2400 Nˑ
sec/m2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3.3. 경계조건

RMA-2모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ˑ하류부의 유

량조건과 수위조건은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빈도별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였

고, 지류로 유입되는 감천의 경우 감천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서 검토된 빈도별 홍수량으로 적용하였다. 이
외 유입되는 지류는 본류구간의 각 빈도별 홍수량에 

비해 미소하므로 수치모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천만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본 연구의 수치모의 분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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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ved channel type
  Division

A B C D E F Remark

80° 55° 95° 40° 65° 50°

Length (m) 1675.41 2260.02 1777.54 1381.48 1076.39 2584.62 
Curved length(m) 2216.57 2689.42 2460.12 1551.93 1290.47 3049.85 

Width (m) 658.02 736.56 700.62 594.49 393.849 714.54
Radius of Curvature (m) 1.27 1.43 1.42 0.77 0.59 1.82
Ratio of Curvature(S/L) 1.32 1.19 1.38 1.12 1.20 1.18 

Table 3. Property of each curved channels

Fig. 2. Each river reach of on study.

Fig. 3. Curved channel type and velocity of section A.

FreqˑYr 80 150

Nakdong 
River

Discharge(m3/s) 12,096 13,462

Water level(E.L, m) 28.52 29.05

Gam River Discharge(m3/s) 1,865 2,410

Table 2. Boundary conditions on study

3.4. 모형의 적용 및 고찰

3.4.1. 유속특성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상구간의 만곡지점별 수리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2차원 수치모형인 RMA-2
모형을 이용하여 각 빈도별(80년, 150년) 홍수량으로 

모의를 수행한 후 전체 연구대상구간에서 6개 만곡부

지점을 선정하여 각 만곡지점별 유속특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곡비를 만곡하도와 직상하도의 

구분이 명확히 어려워 하도만곡구간의 하곡길이(S)에 

대한 직선길이(L)의 비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만곡판단 기준은 유입부 및 유출부의 만곡각도로 하

였으며, 각 만곡부지점의 지형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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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rved channel type and velocity of section B.

Fig. 5. Curved channel type and velocity of section C.

Fig. 6. Curved channel type and velocity of section D.

 

 



1314 안승섭․이상일․박동일․김위석

Fig. 7. Curved channel type and velocity of section E.

Fig. 8. Curved channel type and velocity of section F.

RMA-2모형의 유속검토결과 각 만곡도 80°, 55°, 
95°인 A, B, C구간의 경우 내측의 유속이 외측에 비해 

평균 0.8m/s, 0.75m/s 및 1.2m/s(내․외측 평균 유속

차)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외측에 비

해 약 39%, 34%, 45%정도 증가된 유속으로 검토되었

다. 또한 각 만곡도 40°, 65°, 50°인 D, E, F구간의 경

우 내․외측 최대유속 차이가 약 0.7m/s, 2.0m/s 및 

1.1m/s(내․외측 평균 유속차)정도 차이가 나며, 외측

에 비해 약 41%, 50% 및 32%정도 증가된 유속으로 검

토되었으며, A, B, C만곡구간의 하도중앙유속 2.04, 
1.40, 1.71m/s에 대한 내․외측의 유속비가 약 –

0.21/0.16, –0.19/0.32 및 –0.21/0.46로 검토되었으

며, D, E, F만곡구간의 하도중앙유속 1.42, 3.02, 
2.58m/s에 대한 내․외측의 유속비는 –0.25/0.27, 
-0.33/0.34 및 –0.17/0.24로 검토되었다. 

각 만곡구간의 내․외측의 유속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곡률반경이 비교적 크고 하폭이 넓은 

A, B, C, F구간의 경우 내․외측의 유속이 만곡각도

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곡률반경이 

대체적으로 작고 하폭이 좁은 D, E구간의 경우 만곡

각도보다는 하폭과 곡률반경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만곡구간에서의 하폭

이 협소한 구간, 곡률반경이 작고 만곡도가 큰 구간은 

유량이 증가할수록 내․외측의 유속차가 더 클 것으

로 판단된다. 

3.4.2. 편수위특성 고찰

만곡하도의 일반적인 편수위 특성은 만곡부 내측

에서는 박리현상에 의한 흐름의 가속작용이 나타나

고, 만곡부 외측은 도수현상에 의한 흐름의 감속작용

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만곡각도 및 유량이 증가할

수록 횡방향 수면경사가 발생하여 만곡 내⋅외측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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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Type Division
Observed of curved section Super

Elevation(%)Inside Outside

A 80°
water level(m) 43.69 43.94

0.038
increase rate(%) -0.30 0.27

B 55°
water level(m) 41.80 41.93

0.017
increase rate(%) -0.21 0.09

C 95°
water level(m) 39.92 40.19

0.038
increase rate(%) -0.49 0.19

D 40°
water level(m) 38.79 39.07

0.034
increase rate(%) -0.48 0.19

E 65°
water level(m) 36.57 36.94

0.086
increase rate(%) -0.74 0.24

F 50°
water level(m) 34.49 34.58

0.015
increase rate(%) -0.04 0.24

Table 4. Each curved river reach(freq․yr. 80).

* The increase rate about mean water level.

Section Type Division
Observed of curved section Super

Elevation(%)Inside Outside

A 80°
water level(m) 44.54 44.80

0.040
increase rate(%) -0.31 0.28

B 55°
water level(m) 42.67 42.81

0.019
increase rate(%) -0.22 0.10

C 95°
water level(m) 40.73 41.03

0.043
increase rate(%) -0.54 0.20

D 40°
water level(m) 39.55 39.86

0.038
increase rate(%) -0.54 0.25

E 65°
water level(m) 37.24 37.65

0.097
increase rate(%) -0.82 0.27

F 50°
water level(m) 35.07 35.18

0.018
increase rate(%) -0.09 0.24

Table 5. Each curved river reach(freq․yr. 150).

* The increase rate about mean water level.

본 연구대상구간에서 각 만곡부 구간의 편수위 및 

편경사를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만곡부 중앙지점의 

수위를 기준으로 각 만곡부 내⋅외측의 수위를 비

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만곡구간의 외측에서 최

대수위가 발생했으며, 만곡부 내측에서는 박리현상에 

의한 수위저하가 나타났으며, 확률빈도의 증가에 의

해 유량이 증가되고 만곡각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만

곡부 내측에서는 박리현상으로 인한 수위저하가 뚜렷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도별 각 만곡구

간의 수위증감율 및 편경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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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perty of Super-elevation & water surface slope.

만곡구간의 편수위 및 편경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만곡부 중앙의 수위를 기준으로 만곡구간의 내․외측

의 수위를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곡부 전

구간에서 횡방향 수면경사로 인한 내․외측의 수위차

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홍수량이 증가하고 만곡각

도가 증가할수록 만곡외측의 수위가 증가되는 비율보

다 만곡내측의 수위가 감소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편경사의 경우 곡률반경이 비교적 크고 하폭이 넓

은 A, B, C, F구간에서는 만곡정도에 비례하여 평균 

약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만곡도 60°이
상의 구간(A, C)이 60°이하의 구간(B, F)보다 약 2.5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곡률반경이 비

교적 작고 하폭이 좁은 D, E구간의 경우 횡방향수면

경사가 E구간에 더 명확히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상대적으로 하폭이 상당히 좁아 만곡외측에 

대한 수충에 의한 영향이라 판단이 되며, E구간은 D
구간에 비해 편경사가 약 2.6배 더 높게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치해석 모형인 SMS RMA-2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하도구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만곡도에서의 편경사를 포함한 수리특성분석을 실시

하였다. 만곡구간은 대표적으로 6개 구간을 선정하였

고, 계획홍수량(80, 150년)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각 만곡구간의 흐름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유속검토결과 하폭이 넓고 곡률반경이 큰 구간

에서는 내․외측의 유속이 만곡각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곡률반경이 대체적으로 작

고 하폭이 좁은 구간의 경우 만곡각도보다는 하폭과 

곡률반경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검토되

었다. 

2) 만곡구간의 편수위 및 편경사를 비교하기 위하

여 만곡부 중앙의 수위를 기준으로 만곡구간의 내․

외측의 수위를 각각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곡

부 전구간에서 횡방향 수면경사가 발생하여 만곡내․

외측의 수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홍수량이 증

가하고 만곡각도가 증가할수록 만곡외측의 수위가 증

가되는 비율보다 만곡내측의 수위가 감소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3) 편경사를 비교해볼 경우 A, B, C, F구간에서 만

곡도 60°이상의 구간(A, C)이 60°이하의 구간(B, F)
보다 약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D, E
구간의 경우 횡방향수면경사가 E구간에 더 명확히 나

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E구간이 

하폭이 상당히 좁아 만곡외측에 대한 수충에 의한 영

향이라 판단이 되며, E구간은 D구간에 비해 편경사가 

약 2.6배 더 높게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하도만곡부에서의 수리특성은 만곡도 

및 하폭, 곡률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고, 실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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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설계시나 환경조성사업시 유역내의 지형인자나 하

도 만곡부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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