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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일반적인 하천에서 이치수를 위한 하천 구조물설계를 위해서는 흐름해석이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

이다 하천의 흐름해석은 주어진 유량에 대해 등류 또는 부등류 부정류계산을 통하여 해석을 하게 되는데. , ,

이때 조도계수는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이며 조도계수에 의해 흐름해석의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이러함에도, .

불구하고 조도계수의 산정에는 조사자의 주관 및 하천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많

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타 결과물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천에서 조도계수의 산정방법 산정된 값에 따른 유량 및 홍수위의 변화를 다각적으,

로 분석하고 조도계수 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등류 해석프로그램인 를 이용, HEC-RAS

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핵심용어 흐름해석 조도계수 불확실성핵심용어 흐름해석 조도계수 불확실성핵심용어 흐름해석 조도계수 불확실성핵심용어 흐름해석 조도계수 불확실성: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자연하천에서 흐름해석을 위해서는 유량 하천단면자료 하천내 구조물 제원 그리고 하천의 형태학적 및, ,

하상의 물리적특성을 나타내는 조도계수가 필요하다 조도계수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모형화 하거나 직접.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도계수는 실측 수위 유량자료가 없을 경우 하상 및 하천의 형태에 따라 조. -

사자 또는 설계자가 각각의 주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그 결과 값에 편차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다른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국외에서는 하천의 경사 경심 하상물질의. , ,

입경 등을 이용하여 경험공식을 다수 제안하고 있지만 그 상관계수가 의 범위로 그리 높지 않고0.60 0.80 ,～

조도계수는 유량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는데 이런 경험공식들은 유량의 변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치 않고 제안되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한강에 대해 경사와의 관계로 조도계수를 산정하는.

공식을 제안했을 뿐 이렇다할 식이 제안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중소하천에서는.

실측 수위 유량 및 흔적수위 등의 조사가 부족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개략적-

인 하상설명에 대한 조도계수를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어 흔적수위를 이용한 유량의 산정이나 홍수량을 이용,

한 홍수위 계산결과 값에 대한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위 유량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완류 준급류 급류하천으로 구분하여- , ,

중소하천 지방 급 규모 에 대해 조도계수 산정방법별 편차와 빈도홍수량을 이용하여 조도계수의 산정 결( 2 )

과에 따라 유량과 홍수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부등류 해석프로그램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다HEC-R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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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류 해석의 기본방정식부등류 해석의 기본방정식부등류 해석의 기본방정식부등류 해석의 기본방정식2222

하천에서의 부등류 해석시 각 단면에서의 미지의 수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정식을 표준축차법

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첨자는 상하류단을 나타낸다(standard step meth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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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S1,WS2 는 구간양단에서의 수위, V1,V2 는 구간양단에서의 평균유속 총유량 총유수단면적( / ),

α1,α2 는 에너지 보정계수, g 는 중력가속도, he 는 에너지손실수두, L 은 구간길이, Sf 는 마찰경사,

C 는 단면확대 또는 수축에 의한 손실계수을 나타낸다.

대상하천대상하천대상하천대상하천3.3.3.3.

본 연구에서는 중소하천의 완류 준급류 급류하천에서의 조도계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지방 급하천, , 2

인 완류하천의 강경천 평야하천 준급류하천인 옥률천 급류하천인 남대천을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 ,

이용하였고 각 하천의 개황은 표 과 같다, 1 .

하천명 수계 유역면적
( )㎢

하도연장
( )㎞

하상경사 하폭
(m)

하상상태

강경천 금강 47.11 14.45 1/608~1/164 10~110 모래 잔자갈 식생보통 고수부지, , ,

옥률천 섬진강 32.85 9.75 1/317~1/91 15~96 모래 자갈 호안블럭 식생보통, , ,

남대천 금강 287.48 39.35 1/212~1/47 35~220 자갈 호박돌 암반노출 식생없음, , ,

표표표표 1111 대상하천의 하천개황대상하천의 하천개황대상하천의 하천개황대상하천의 하천개황....

분석분석분석분석4.4.4.4.

본 연구에서는 조도계수 산정시 산정방법별 편차 및 조도계수의 불확실성이 하천의 홍수위나 홍수량 산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도계수 산정방법별 편차 조도계수와 유량과의 관계 조도계1) , 2) , 3)

수에 따른 수위변화 평균조도계수와 구간별 조도계수의 비교 하류구간 조도계수변화가 상류의 수위에, 4) , 5)

미치는 영향 하상경사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가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각 하천별로, 6)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년 빈도의 홍수량과 기점수위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80 .

하천명 홍수량 출구지점( )
( /sec)㎥

기점수위 출구지점( )
(EL. m)

평균조도계수

강경천 466 10.07 0.030

옥률천 233 79.56 0.037

남대천 1482 219.70 0.038

표표표표 2222 각 하천의 년 빈도의 홍수량 및 기점수위 조도계수각 하천의 년 빈도의 홍수량 및 기점수위 조도계수각 하천의 년 빈도의 홍수량 및 기점수위 조도계수각 하천의 년 빈도의 홍수량 및 기점수위 조도계수. 80 ,. 80 ,. 80 ,. 80 ,



조도계수 산정조도계수 산정조도계수 산정조도계수 산정4.14.14.14.1

하천에서 조도계수 산정은 국내의 하천설계기준 의 도표활용법 방법(2002), Chow (1959), Cowan (1956),

의 사진활용법 을 이용하여 각 하천별로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도계수 산정시USGS (1985) .

주관적일 수 있으나 하천설계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남대천에서 방법에 의해 산정된 조도계수의 편차Cowan

가 의 편차를 보였고 강경천의 경우도 방법과 의 편차를 보여 산정 방법별로0.010(26.3%) , Chow 0.080(26.7%)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천명 하천설계기준 Chow Cowan 사진USGS( )

강경천 0.030 0.038 0.036 0.035

옥률천 0.037 0.035 0.036 0.035

남대천 0.038 0.038 0.028 0.030

표표표표 3333 산정방법별 조도계수 비교 평균조도계수산정방법별 조도계수 비교 평균조도계수산정방법별 조도계수 비교 평균조도계수산정방법별 조도계수 비교 평균조도계수. ( ). ( ). ( ). ( )

조도계수와 유량과의 관계조도계수와 유량과의 관계조도계수와 유량과의 관계조도계수와 유량과의 관계4.24.24.24.2

조도계수의 변화가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강경천에 대하여 흔적수위를 가정하고 공Manning

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도계수는 으로 정하고 이때 유량은 로 하여 조도계수를. 0.030 303.26 /sec ±5%㎥

까지 변화시키면서 유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도계수를 증가시켰을 때 유량은±25% . +25% 20%～

감소 감소시켰을 때 유량은 증가하여 조도계수의 과소추정이 과대추정보다 유량계산시 더 큰 오차, -25% 33%

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조도계수의 변동이 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어 흔적수위로 유량을 추정시 조도계수의 결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도계수 유량 조도계수 유량
비고변동율

(%) 조도계수
유량
( /sec)㎥

변동률
(%)

변동률
(%) 조도계수

유량
( /sec)㎥

변동률
(%)

0 0.030 303.26 0 -5 0.0285 319.23 5.26 단면적:268.59㎡

윤변:89.99m

에너지경사:

0.000267

5 0.0315 288.82 -4.76 -10 0.0270 336.96 11.11

10 0.0330 275.69 -9.09 -20 0.0240 379.08 25.00

20 0.0360 252.72 -16.67 -25 0.0225 404.35 33.33

25 0.0375 242.61 -20.00

표표표표 4444 조도계수에 따른 유량변화조도계수에 따른 유량변화조도계수에 따른 유량변화조도계수에 따른 유량변화....

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4.34.34.34.3

조도계수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의 하천에 대해 평균조도계수를 기준으로3 ±10%,

씩 변화시키면서 홍수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과 같고 전체적으로 에서는±20% . 1 , -20% -4.1

에서는 에서는 에서는 의 변화를 보였7 -6.76%, -10% -2.24 -3.44%, +10% 2.53 3.56%, +20% 5.08 7.24%～ ～ ～ ～

다 각 조도계수 변동에 대해 하천별로 홍수위의 변동이 의 차이가 있고 홍수위의 변화양상이 각기 다. 2 3%～

른데 이는 홍수위의 변화가 조도계수 만의 관계가 아니고 단면적 하폭 하상경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 ,

홍수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변동의 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구간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및 비교구간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및 비교구간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및 비교구간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및 비교4.44.44.44.4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홍수위 계산시 조도계수는 하상의 변화에 따라 구간별로 조도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와 평균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홍수위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의 하천에 대해 구간. 3

별로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계산한 홍수위와 평균조도계수를 산정하여 전 하도에 하나의 조도계수를 적용하

여 계산한 홍수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와 같고 전체적인 평균 홍수위 변화율은 였. 5 , 0.91 2.69%～

고 최대 변화율은 강경천이 옥률천이 남대천이 로 나타나 전체적, 6.24%(0.26m), 14.85%(0.38m), 5.87%(0.29m)

인 수위변화율은 적지만 특정지점에서 수위차가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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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

하 천 강경천 평균( :0.030) 옥률천 평균( :0.037) 남대천 평균( :0.038)

구 간 조도계수 수위차 변동률 조도계수 수위차 변동률 조도계수 수위차 변동률

상 류 0.032 0.09 1.84 0.040 0.14 5.49
0.040 0.02 0.88

중상류 0.030 0.01 0.03 0.037 0.05 1.88

중 류 0.028 0.08 2.04 0.035 0.02 0.75 0.038 0.01 0.03

하 류 0.026 0.03 0.30 0.033 0.08 2.95 0.035 0.15 2.91

전 체 0.030 0.06 1.31 0.037 0.07 2.69 0.038 0.05 0.91

최 대 - 0.26 6.24 - 0.38 14.85 - 0.29 5.87

표표표표 5555 구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비교 년 빈도구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비교 년 빈도구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비교 년 빈도구간 조도계수와 평균조도계수 적용 비교 년 빈도. (80 ). (80 ). (80 ). (80 )

하류구간 조도계수 변경의 영향하류구간 조도계수 변경의 영향하류구간 조도계수 변경의 영향하류구간 조도계수 변경의 영향4.54.54.54.5

하천에서 조도계수를 구간별로 적용했을 경우 하류의 조도계수가 상류의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각 하천에 대해 평균조도계수에 의한 홍수위 분석결과와 하류구간과 상류구간으로 구분하여 하류

구간의 조도계수를 씩 감소시키면서 상류부의 홍수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 조도-10%, -20% . -10%

계수 변화시 영향구간에서 수위변동률이 에서는 범위에서 변동하는 것을 알0.69 1.85%, -20% 1.52 2.60%～ ～

수 있었으며 최대 수위차는 에서는 에서는 로 특정 지점에서 높은 편차, -10% 0.07 0.39m, -20% 0.13 0.64m～ ～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각 하천의 하류조도계수가 상류에 미치는 영향거리는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완류. 6

하천인 강경천에서 가장 길고 급류하천인 남대천의 영향거리가 가장 짧게 분석되어 조도계수의 변화에 의한,

영향거리는 경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사에 따른 조도계수의 영향경사에 따른 조도계수의 영향경사에 따른 조도계수의 영향경사에 따른 조도계수의 영향4.64.64.64.6

조도계수는 일반적으로 하천의 경사 경심 식생 하상입경 등 여러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 , , .

본 연구에서는 하상경사와 조도계수를 동시에 변화시켰을 때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옥률천을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여 단면자료를 이용하고 임의적으로 경사를 의 범위에서 변화시키고 동시, 1/500 1/100 ,～

에 조도계수를 을 기준으로 변화시켜 홍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0.030 ±20% .

상경사 에서는 의 조도계수 변환시 홍수위의 변동이 로 각 경사별로 큰 차이가1/500 1/300 ±20% 6.25 6.87%～ ～

없었으나 과 로 경사를 변화시켰을 경우 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수위변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 1/200 1/100



로 분석되었다 즉 경사가 급한 급류하천에서 보다 완경사하천에서 홍수위는 조도계수의 영향을 보다 더 민. ,

감하게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 천 강경천 평균( :0.030) 옥률천 평균( :0.037) 남대천 평균( :0.038)

구 분 거 리
( )㎞

조도
계수

수위차
(m)

변동률
(%)

거 리
( )㎞

조도
계수

수위차
(m)

변동률
(%)

거 리
( )㎞

조도
계수

수위차
(m)

변동률
(%)

-10%

상 류 7.7 0.030 0.00 0.00 5.0 0.037 0.00 0.00 16.5 0.038 0.00 0.00

영향구간 1.7 0.030 -0.03 0.69 0.7 0.037 -0.03 1.28 0.4 0.038 -0.07 1.85

하 류 2.0 0.027 -0.02 0.45 2.6 0.033 -0.09 3.24 9.7 0.034 -0.19 3.87

최 대 - - -0.07 1.53 - - -0.14 7.25 - - -0.39 8.11

-20%

상 류 7.3 0.030 0.00 0.00 4.9 0.037 0.00 0.00 16.4 0.038 0.00 0.00

영향구간 2.1 0.030 -0.07 1.52 0.8 0.037 -0.05 2.14 0.5 0.038 -0.10 2.60

하 류 2.0 0.024 -0.05 0.90 2.6 0.029 -0.19 6.58 9.7 0.030 -0.37 7.35

최 대 - - -0.13 3.12 - - -0.28 14.85 - - -0.64 16.55

표표표표 6666 하류구간 조도계수 변화에 대한 영향 년 빈도하류구간 조도계수 변화에 대한 영향 년 빈도하류구간 조도계수 변화에 대한 영향 년 빈도하류구간 조도계수 변화에 대한 영향 년 빈도. (80 ). (80 ). (80 ). (80 )

조도계수 0.028 0.042

경 사 수위차 변동률 수위차 변동률

1/500 -0.22 6.41 0.21 6.25

1/400 -0.21 6.75 0.21 6.70

1/300 -0.20 6.87 0.20 6.72

1/200 -0.12 4.84 0.13 5.16

1/100 -0.05 2.10 0.08 3.61

표표표표 7777 하상경사 및 조도계수에 따른 홍수위 변화 비교하상경사 및 조도계수에 따른 홍수위 변화 비교하상경사 및 조도계수에 따른 홍수위 변화 비교하상경사 및 조도계수에 따른 홍수위 변화 비교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수위 유량자료가 부족하거나 측정되지 않은 중소하천에서 조도계수의 산정시 여러 가지-

하천의 형태 및 구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조사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조도계수의 불확실성이 홍수량과 홍수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

하고자 부등류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조도계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HEC-RAS

완류하천 준급류하천 급류하천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 .

그 결과 조도계수는 산정방법별로 최대 의 큰 편차를 보였고 흔적수위를 이용한 유량을 산정시 조26.7% ,

도계수 값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그리고 조도계수의 변화에 따른 수위의 변화 구간별 조도계수 적용과. ,

평균조도계수 적용시 홍수위의 변화 하류구간의 조도계수가 상류에 미치는 영향 하상경사에 따른 조도계수, ,

변화에 대해 홍수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도계수를 어떻게 하천에 적용하고 어떠한 값의 조도계수를 홍, ,

수위 계산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홍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었고 홍수위의 변화에는 조도계수 뿐만,

아니라 하천경사 단면의 형태 하천폭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미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 .

이렇듯 조도계수의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면서 복합적인 하천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도계수의 산정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다른 결과물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내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조도계수 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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