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수공구조물 중 보는 하천 수위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최근 고정보는 환경 및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

로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경사보나 계단보는 일반

적으로 저낙차 구조물로 분류되며 생태적 연결성이나 

환경적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경사보는 완만한 경사를 통해 생

태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고 계단보는 완만한 경사에 계

단을 설치하여 생태 연결성 향상 및 계단 단차에 의한 

에너지 감쇄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경사보 및 계단보

는 흐름의 폭기 유도를 통해 수중 용존산소를 증대시켜 

수질정화 측면에서 유용한 형태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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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experimental investigation through measurements of void fraction of aerated flows 

generated near hydraulic structures. The imaging technique applying the shadowgraphy method was employed to quantify 

aeration by measuring void fractions. Aerated flows in the vicinity of a sloped weir and a stepped weir were measured using 

the imaging technique. Spatially distributed void fraction that was possible from gray images gives aeration rate of the flows 

over hydraulic structures with eco-environmental function. Aeration over the stepped weir takes place more strongly and 

widely in its front slope and downstream compared to the sloped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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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의 계단형상 구조물은 급경사수로인 댐 여수로

에서 사류구간의 에너지 감쇄와 수질정화 효과를 목적

으로 주로 제안되었다 (Chanson 2001).

저낙차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생태적 연결성을 향상

시키는 구조물로서 고려되는데, 전면의 경사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고려된다. 또한 

전면 경사에 계단 형상을 추가할 경우 폭기 현상을 증가

할 수 있어 친환경적 기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Fig. 1). 폭

기 효과의 정량적 판단은 하천 횡단구조물의 친환경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

천구조물 설계에 있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

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친환경 하천구조물은 구조물의 

안정성과 함께 친환경적이라는 목적의 부합 정도를 나

타낼 수 있는 인자를 제시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구

조물의 형상이나 재원에 따른 폭기의 변동성 분석은 중

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폭기는 물이 주된 흐름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흐름으

로서 다상흐름 (multiphase flow)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물과 공기로 이루어진 이상흐름 (twophase flow)은 

수리분야에서 큰 운동량, 구조물과의 상호작용 또는 환

경 작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하천의 보 

주변에서는 도수와 같이 큰 운동량을 갖는 흐름에서 주

로 발생한다. 두 위상의 복잡한 흐름 양상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해 다상흐름의 수치해석은 기포 밀도가 적

거나 단순한 흐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포 밀도가 높

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다. 기포흐름의 

실험적 연구는 기포의 공극률이나 크기 등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3차원적 거동양상 측정은 한계

를 나타낸다. 기포의 공극률 및 크기에 관한 연구는 전

도도 (conductivity)식 장치를 사용한 실험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전도도식 장치는 공기 및 물의 상변화에 따라 

전압이 변하며 이러한 신호 변화를 이용하여 상변동을 

감지한다. 신호의 시계열로부터 유체의 상 상태를 검토

하고 지속시간을 바탕으로 공극률 및 크기를 추정한다. 

전도도식 장치 외에 상차에 따른 신호변화를 나타내는 

광섬유를 활용한 기법도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Chang 

et al. 2002, Ryu and Jung 2015). 비접촉식 측정방법으

로서 영상기법은 수리분야의 측정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유속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영상측정기

법인 입자영상유속계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는 

단상흐름의 측정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다상흐름

의 측정에서는 이를 응용한 기포영상유속계 기법 

(Bubble Image Velocimetry, BIV)이 제안되었다 

(Ryu et al. 2005). 기포영상유속계 기법은 그림자기법

으로 가시화된 기포영상 내 유사한 형상의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기포흐름의 유속을 측정하는 영상유속계 기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BIV기법에서 사용된 기포의 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경사보 및 계단보 주변에서의 폭기 정

도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그림자기법을 통해 얻어진 

영상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기반으로 흐름 내 다상흐름

의 영역 및 강도를 수치화하였다. 영상기법의 장점인 

장 (field) 형태의 자료값을 통해 기존의 점 측정에 기반

한 연행 기포율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얻어진 

기포영상 및 분석된 결과를 통해 보 전면 및 하류부에서

의 폭기 분포를 제시하였다.

2. 실험조건 및 기법

2.1 수리실험 장치 및 조건

본 연구의 수리실험은 길이 3.70 m, 폭 0.24 m, 높이 

0.30 m의 순환수로에서 수행되었으며, 폭기 흐름의 유

발을 위해 수로 내 경사보 및 계단보 모형을 설치하였

다. 보 모형은 10 cm의 동일한 보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각 보 유형 별 경사를 변경하며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경사보는 일정한 보 높이에 보 길이를 변경하여 3개의 

다른 경사도를 갖도록 하였으며, 계단보는 보 높이와 

계단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계단 길이를 달리하여 경사

를 변경하여 경사보의 3개 경사와 동일한 경사도 조건

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각 보 유형 별 3개의 다른 기

하조건을 갖는 모형에 대하여 다양한 흐름 조건을 적용

하였는데, 3개의 다른 유량과 최대 5개의 하류수심 조

Fig. 1. Stepped weir in a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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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조합하여 13개 실험조건을 적용하였다. 실험조건

은 Table 1와 같다.

2.2 기포분율 영상기법 및 측정

본 연구는 보 구조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상흐름의 

폭기 정도를 영상 정보로부터 수치화하고자 그림자기

법을 적용한 기포영상측정법을 적용하였다. 기포영상

측정법은 기포를 가시화 (flow visualization)하고 영상

에서 얻어지는 명암의 정보를 이용하여 연행 정도를 분

석하는 것으로서 광학 원리를 응용한 기법이다. 유동 

가시화는 순간적인 유체 현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

적인 분포의 형태로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

로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광학

적 특성의 이해가 가시화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가

시화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정성적인 검토 방식으로 고

려되어왔으나, 영상에서 얻어진 정보의 처리 및 신뢰도

가 향상되고 이의 분석 인자가 유동 특성을 적절히 반영

하게 되면서 정성적인 활용에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다상흐

름의 일반적인 정량적 측정의 경우 각 위상의 밀도 및 

특성 차이로 인해 접촉식 혹은 기존 영상측정은 많은 제

약을 가지고 있다. 정량적 영상측정기법의 대표적인 기

술인 입자영상유속측정법 (PIV)은 비접촉식 기법임에

도 불구하고 물과 공기의 위상차에서 발생하는 경계 

(interface)로 인해 가시화를 어렵게 한다. 흐름 단면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PIV 기법은 일반적으로 입자 가

시화를 위해 레이저를 광원으로 이용하는데 기포 및 위

상경계면에 의해 빛 산란 (light scattering)이 되어 측정 

정도가 떨어지거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

한다. BIV기법은 그림자기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빛 산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림자기법은 측정대

상을 중간에 위치시킨 후 서로 반대되는 쪽에 영상취득

용 카메라와 광원을 설치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Ryu 

et al. 2005). 즉, 기포영상측정법은 광원을 기포의 후면

에 배치하여 기포 및 폭기 영역의 그림자를 측정하는 기

법으로서 카메라는 광원 앞에 존재하는 기포를 영상으

로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기포 강도에 따라 흑백 영상

에서 밝기 강도가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폭기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후면광을 일정하게 하여 

배경 조도를 일정하게 조정한 후 어두운 정도로 기포의 

연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영상의 분해능에 따라 가

장 어두운 조도에 상응하는 영상의 픽셀 강도 (intensity)

와 가장 밝은 조도에 상응하는 강도를 산정하여 픽셀의 

강도로부터 상대적인 공극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폭기 

그림자의 밝기 강도를 활용한 연행 기포율은 영상을 활

용한 자료특성으로 인해 공간적인 분포와 함께 난류도

가 높은 기포흐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할 수 있

다. 참고로, 이와 같은 그림자기법을 활용하여 가시화

된 기포는 연행 기포율 외에 기포 추적을 통해 기포 흐

름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BIV 기법이라고 한

다. 최근 발광다이오드 (LED)의 대중화로 작은 LED칩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unit: m)

Case
Upstream water 

depth (Hu)
Downstream 

water depth (Hd)
Weir height

(Hw)
Weir length

(Lw)

1

0.120

0.085

0.100
0.150,
0.300,
0.450

2 0.070

3 0.055

4 0.400

5

0.130

0.100

6 0.085

7 0.070

8 0.055

9 0.400

10

0.140

0.100

11 0.085

12 0.070

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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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등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어 면광 발생에 유리하고, 

또한 외부신호를 통해 맥형 (pulse type) 광원 조절이 가

능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Fig. 3에 제시된 개요

도는 수로 내 발생하는 기포를 영상 측정할 수 있는 그

림자기법을 도시한 것이다.

영상기법 시스템은 영상 취득을 위한 CCD (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와 측정 대상체를 가시화하기 

위한 후면 광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CCD 

카메라는 1280×1024 픽셀의 해상도와 8 bit의 분해능

을 가지고 있는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카메라의 

영상 측정은 초당 50장의 취득률로 측정하였다. 영상에 

저장된 흐름의 잔상을 방지하고자 카메라의 노출속도

를 조절하였으며 광원 세기와 상호적으로 조절하여 잔

상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밝기를 갖는 화상을 취득하도

록 하였다. 후면 광원으로서 사용된 면광은 일정한 밝

기 강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LED칩을 패널에 등간격으

로 배열하였으며, 면광을 균등하게 발생시키기 위해 전

면에 흰색 불투명 아크릴판을 위치시켰다. 광원 신호의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동기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광원 

강도 및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D는 점멸

신호에 대한 발광의 반응이 빨라 짧은 시간에 다양한 영

상 측정 방식을 수행해야하는 영상유속기법에 적합하

며 LED 성능의 발달로 빛 세기가 강해져 기포밀도가 

높은 다상흐름에도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3.1 보 하류부 폭기흐름의 기포분율 분포

경사보 및 계단보 주변의 기포연행 정도를 기포영상

측정법을 이용하여 얻은 측정값으로부터 분석하였다. 

연행된 기포영역은 주로 강한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자

유수면 근처와 보의 형상이 급하게 변하는 영역에서 발

생한다. 보 형상 변화에 따른 흐름 분리 및 낙차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며 경사보보다는 계단보에서 상대적으

로 많은 기포가 발생하였다.

Figs. 4 and 5는 경사가 다른 경사보에서의 하류심 변

화에 따른 흐름 및 기포 연행 모습을 보여준다. Fig. 4는 

실험조건 중 Case 2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3개의 다

른 경사도를 갖는 경사보 주변에서의 흐름 변화이다. 

Case 2는 상대적으로 상류심과 하류심의 차이가 작고 

월류심도 작은 경우로서 기포 발생이 미미하였다. 반면 

Fig. 5는 Case 4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상대적으로 큰 

수심차로 인해 모든 경사도에서 기포가 발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의 경우 기포 발생은 3개 경사도에서 

모두 발생하는데, 단축 경사보에 비해 장축 경사보의 

하류에서 기포영역이 미세하지만 상대적으로 넓게 발

(a)

(b)

Fig. 2. Sketch of the weir models. (a) sloped weir, (b) stepped weir.

Fig. 3. Scheme of the image technique for multiphase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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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급경사의 경우 월류된 흐름이 

경사보 하단에서부터 하류로 이동하여 도수현상이 발

생하고 이로부터 기포구간이 형성되지만 기포 구간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완경사에서는 도수가 보 

하단 주변에서 발생하면서 기포구간이 상대적으로 길

게 형성된다.

계단보 주변 흐름의 모습은 Figs. 6 and 7에 제시되어 

있다. Fig. 6은 Case 2에 조건에 대한 계단보 주변의 흐

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Fig. 4의 경사보 흐름과 동일

한 조건이다. Fig. 6에 제시된 계단보 주변 흐름은 상대

적으로 넓은 기포영역이 관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계단에 의한 부분적인 흐름 낙차가 원인으로 추정

된다. Case 2에 해당하는 계단보 주변 흐름은 수면부에 

주로 기포 영역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경사도가 완

만한 장축 계단보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기포

가 형성된다. 파형흐름 (wave type flow, WTF)으로 불

리는 흐름 현상이 장축 구조물에서 길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공기연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Fig. 5에 상응하는 조건

인 Case 4에 해당하는 실험조건의 흐름으로서 기포영

역이 모든 경사도에서 관측된다. 계단보에서의 Case 4 

흐름은 하류부에서의 기포영역 규모는 유사하다고 판

단되나 완만한 경사도의 장축 계단보로 갈수록 상부 계

단에서부터 기포가 연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단 단

차에 의한 폭기는 전체 기포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상 평균으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순간 영상에서 기포에 의한 픽셀 강도는 기포의 형상

에 의해서 그 산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포분율의 

산정을 위해 영상을 평균하여 영상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8은 경사보와 계단보의 기포연행 영상을 평균하여 

(a)

(b)

(c)

Fig. 4. Flows over the sloped weir under the hydraulic 
condition of Case 2. (a) steep slope, (b) mid slope, 
(c) mild slope.

(a)

(b)

(c)

Fig. 5. Flows over the sloped weir under the hydraulic 
condition of Case 4: (a) steep slope, (b) mid slope, 
(c) mild slope.

(a)

(b)

(c)

Fig. 6. Flows over the stepped weir under the hydraulic 
condition of Case 2. (a) steep slope, (b) mid slope, 
(c) mild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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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영상으로서 이로부터 점이 아닌 유동장에 걸쳐진 

전반적인 연행 기포율 (기포분율)을 추정하였다. 평균 

영상은 순간 영상에 각 픽셀에 해당하는 강도값을 수치

적으로 시간평균하여 생성한 영상이다. 참고로, 본 연

구에서 평균을 위해 측정된 측정시간은 10초로서 흐름 

밖의 물방울과 같이 이동하지 않는 대상체는 평균하지 

않는 영상과 동일하다. 각 조건에 해당하는 기포분율을 

산정하고자 평균된 영상에서 얻어진 픽셀값을 적분하

여 각 조건에 대표적인 기포분율을 Eq. 1과 같이 계산하

였다.

 


∬
                    (Eq. 1)

여기서 Vpoint는 지점의 기포분율을 나타내고, Vtotal은 전

체 흐름 영역의 기포분율이며 A는 기포분율을 추정하

기 위해 적용된 흐름의 면적이다. 본 면적은 보 상부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본 연구에서 적용된 실험조

건 중 기포연행이 발생하는 하류 끝지점까지의 구간 내 

흐름 면적으로 결정하였다. 얻어진 기포연행을 상하류

수위차에 대해 분포된 결과를 Figs. 9 and 10에 제시하

였다.

두 종류의 보 주변에서의 기포연행은 상대적으로 큰 

운동량을 갖는 고수위차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동

일하게 보인다. Fig. 9에 제시된 경사보의 경우 큰 기포

분율 구간에서 증가 정도가 상승하는 양상이 보이나 전

반적으로 선형적 증가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난다. 이러

한 분포 양상은 Fig. 10에 제시된 계단보에서도 나타나

는데 상대적으로 증가 정도가 일정하여 상대적으로 선

형성이 명확하다. 동일한 흐름조건에 대하여 기포분율

의 크기는 경사보에 비해 계단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a)

(b)

(c)

Fig. 7. Flows over the stepped weir under the hydraulic 
condition of Case 4. (a) steep slope, (b) mid slope, 
(c) mild slope.

(a)

(b)

Fig. 8. Averaged image from the instantaneous images 
of flows. (a) sloped weir, (b) stepped weir.

Fig. 9. Void fraction of the flow over the sloped weir.

Fig. 10. Void fraction of the flow over the stepped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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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기포분율의 증가 정도는 경사보가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심차가 낮은 경우 경사보에서 

기포 발생이 미미한 양상이 지속되다 실험 수심차가 

0.07 m 이상이 되면서 기포 증가가 커지면서 나타난다. 

다만, 두 그림에서 제시된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결과 

분포가 수위차 증감에 따라 일정한 증가가 아니라 증가 

후 하강하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사한 수

위차일지라도 상류부의 월류심 높이에 의해 흐름의 강

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포가 나타날 수 

있으며, 흐름에 대한 해석시 월류심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각 조건에 해당하는 기포분율의 경험식 도출을 위해 

차원해석을 수행하여 Fig. 11에 제시된 기포분율과 무

차원 변수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무차원 변수 사이의 

관계로부터 Eq. 2와 같이 상관관계를 유도하였다.

 







 
 



 

(Eq. 2)

Eq. 2에 사용된 인자는 Table 1에 설명되어 있으며, 

경사계수 Sv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된다.

  ∙exp 

                 (Eq. 3)

여기서 S는 보의 일반 경사 (Hw/Lw)를 나타내고, Hstep은 

계단 높이이다. 본 경사계수는 표면류의 상관관계에 적

용되는 무차원 계수로서 일반 경사와 개별 계단의 특성

을 반영하였다. 본 경사계수는 계단의 단차 높이를 반

영한 경사 인자로서 계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Hstep = 

0), Sv는 S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Fig. 11에 도

시된 무차원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위의 경험식으로 표

현할 수 있으며 간단한 공식 형태를 위해 선형 회귀 분

석하여 유도하였다. 본 기포분율 경험식은 상하류 수위

차, 월류수심, 보 경사, 그리고 계단보의 개별 계단 비율 

등 다양한 인자를 반영한 공식으로서 보 설치에 따른 생

태 및 친환경 특성 예측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림자기법을 적용한 영상측정기법

을 이용하여 친환경 수공구조물으로 분류되는 경사보

와 계단보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기의 정량적 측정을 수

행하고 얻어진 기포분율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영상에

서 수치화 가능한 픽셀 강도를 음영 정도에 따라 기포분

율로 추정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포분율은 경

사보에 비해 계단보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고 계단보가 폭기에 의한 수질 개선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조건 기준으로 수위차가 0.09 m일 때 

기포분율은 경사보에서 약 0.37, 계단보에서 약 0.45 까

지 상승하였다. 보의 기하학적 조건과 수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진 실험결과로부터 수위차, 월류심, 

전면경사 및 계단의 크기를 반영한 인자와 기포분율 간

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친환경적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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