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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실내 수리실험을 통하여 하천에 설치된 계단형 보의 월류 흐름 특성에 따른 공기유입 효과

를 산소전달 효율과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를 검토하였다, .

계단형 보 월류 흐름시 발생되는 낙하류 및 표면류에 대한 흐름의 특성을 연구하고 공기유입의 과정을 분,

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산소전달 및 수질 개선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질 개선에 효율적인 계단형 보의 형태,

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계단형 보 공기유입 산소전달 효율 낙하류 표면류핵심용어 계단형 보 공기유입 산소전달 효율 낙하류 표면류핵심용어 계단형 보 공기유입 산소전달 효율 낙하류 표면류핵심용어 계단형 보 공기유입 산소전달 효율 낙하류 표면류: , , , ,: , , , ,: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하천에 설치된 보는 흐름을 차단시킴으로써 수질악화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흐름이 보를 월류.

할 때 폭기에 의한 용존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기 현상은 보 흐름의 월류와 함께 도수가 나타나면 더욱 많이 발생된다 폭기 현상으로 발생.

된 기포는 흐름 방향과 더불어 성장하며 이후 윗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수면 근처에서 깨어지며, ,

기포가 깨어짐으로써 수중에는 많은 용존산소가 저장되고 이는 수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보의 월류 흐름 특성에 따른 폭기 및 공기유입 현상과 이로 인한 수질개선 효

과에 대해 수리실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보의 형태로서 공기유입이 많이 발생되는 계단형 보를 선.

정하였으며 흐름의 월류시 특성을 낙하류와 표면류로 구분하여 보의 상하류에서 용존산소량을, ,

측정함으로써 수질개선 효과 능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계단형 보의 월류흐름 특성계단형 보의 월류흐름 특성계단형 보의 월류흐름 특성계단형 보의 월류흐름 특성2.2.2.2.

일반적으로 계단형 보를 월류하는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낙하류와 표면류로 구분된다.

그림 낙하류와 표면류그림 낙하류와 표면류그림 낙하류와 표면류그림 낙하류와 표면류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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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류는 유량이 비교적 작을 때 발생된다 흐름은 계단 중간지점에서 도수를 발생시키고 다시.

다음 계단으로 월류하는 반복되는 특성을 지닌다 자유낙하 길이는 유량의 증가에 비례한다 도수가. .

발생되지 않는 자유낙하 흐름도 유량이 비교적 많을 경우 종종 나타난다.

계단형 보를 월류한 흐름은 상부계단 끝단 부근에서 한계류를 발생시키면서 이어서 사류를 형성

시키고 하부계단의 중간지점에 낙하되는 자유낙하 흐름을 나타낸다 이 흐름은 하부계단의 중간지점.

하류 부에서 도수를 발생시키면서 상류로 변환되어 에너지를 감세시키고 도수 발생지점 부근에서

폭기에 따른 산소전달을 가져오며 끝단 부근에서 다시 한계류를 발생시키는 반복현상을 나타낸다, .

표면류는 유량이 많거나 급경사일 경우 발생되며 상부계단에서의 자유표면이 명확하게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표면류 흐름의 진행에 따라 난류 경계층 이 나타나며 이. (turbulent boundary layer) ,

경계층이 수표면에 도달되는 지점에서 공기유입이 발생된다.

산소전달 및 수질개선 효과산소전달 및 수질개선 효과산소전달 및 수질개선 효과산소전달 및 수질개선 효과3.3.3.3.

보에서의 용존산소 증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차원화된 산소전달효율( E20 이 사용된다 산) .

소전달효율( E20 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등) (Gulliver , 1990).

E = 1-
1
r
=
(Cd-Cu)
(Cs-Cu)

(1)

ln(1-E T)

ln(1-E20)
= 1+α(T-20)+β(T-20)2 (2)

여기서 Cs , Cu , Cd는 각각 의 포화농도 및 보의 상 하류에서의 용존산소 농도로 정의된다DO , .

ET와 E20은 각각 온도T와 에서의 산소전달효율이고20 ,℃ α와 β는 상수로서 각각 α=0.02103℃-1,

β=8.621×10-5℃-2이다. r는 부족비 로서 보 상하류의 포화 용존산소 농도에 대하여(deficit ratio)

부족한 용존산소의 비율로 정의되는 값으로서 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1

여울에서의 산소전달효율 즉 폭기효율이 크다는 뜻이다.

산소전달효율은 에서 까지의 값을 가지며 전혀 폭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고 보를 월류한0 1 0 ,

이후 포화농도가 되면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산소전달효율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1 .

를 참고온도로 하여 보정한 무차원화된 산소전달효율을 사용한다20 .℃

수리실험 및 결과수리실험 및 결과수리실험 및 결과수리실험 및 결과4.4.4.4.

수리실험수리실험수리실험수리실험4.14.14.14.1

실내 수리실험은 개수로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현지에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계단형 보의 형태와 수리 조건 등을 적정 축척으로 재현시켜 보를 월류하는 흐름의 특성을 조사

하였다 개수로 실험장치의 크기는 길이 폭 높이 이고 보 은 길이 폭. 12m, 0.4m, 0.4m model 0.51m,

높이 경사 이다 김진홍과 우효섭0.4m, 0.30m, 36° ( , 2004).

흐름 현상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암실에서 후보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정에서photoshop .

흑백변환을 통해 칼라 사진일 때 보다 색을 단순화시켰으며 과 를 통해, Auto Level Auto Contrast

검정 회색 및 흰색의 음영을 조절하였다 를 사용해 밝기와 대비를 좀더 명확하게 하였으, . Curve

며 선명 효과를 줌으로써 노이즈를 약간 살려 거친 느낌의 물의 흐름을 표현하였고 흐름의 움직, ,

임을 표현하기 위해 노출시간 을 로 길게 조정하였다 물의 흐름을 표현하되 선(exposure time) 4“ .

명한 물방울을 나타내기 위해 조리개 수치를 으로 높여 촬영하였으며 초점 문제는 흐름이 있(f) 8.0 ,



는 유체라는 점을 감안해 가 아닌 로 직접 조정하였다AF(auto focus) MF(manual focus) .

월류 흐름 및 공기 유입월류 흐름 및 공기 유입월류 흐름 및 공기 유입월류 흐름 및 공기 유입4.24.24.24.2

월류 흐름은 유량 및 계단 경사에 따라 낙하류와 표면류로 구분되었다 유량이 작거나 계단 경.

사가 완만할 경우 전 구간에 걸쳐 낙하류가 발생하고 유량이 증가하거나 계단 경사가 급할 경우,

낙하류와 표면류가 공존하는 천이흐름의 모습을 보이다가 표면류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낙하류의 경우 계단 끝단에서 흐름의 자유낙하 이 형성되었으며 계단 안쪽에는 공기 주nappe ,

머니 가 생기며 이 때 자유낙하 흐름은 사류를 형성하였다 사류 흐름은 가 계단(air pocket) . nappe

에 부딪히고 이후 도수 현상이 발생되면서 공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도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크게 발생하는 곳과 작게 발생하는 구간이 생성되는데 이는 크게 발전된 도수 부분의 흐름은 다

음 계단을 거치지 않고 그 아래의 다른 계단까지 바로 넘어가며 큰 도수 이후의 바로 밑의 계단,

은 유량의 감소로 작은 도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큰 도수가 발생하는 계단에서는 유.

량이 풍부하여 이 적으며 작은 도수가 발생하는 계단에서는 유량이 적어 이air-pocket , air-pocket

크게 나타난다.

표면류의 경우 계단 끝단에는 낙하류와 달리 흐름의 분리현상으로 인해 와류가 발생하였다 흐.

름이 계단과 계단을 스쳐가듯이 흐르는 과정에서 수표면의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낙하류와는 달리,

도수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표면류는 흐름의 진행에 따라 난류 경계층이 나타나며 이 경계층이 수표면에 도달되는 지점에서,

공기유입이 발생하는 것과 계단 끝단에서 시작되어 기포가 재순환을 통하여 다음 계단으로 이동하

면서 공기유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유입은 계단 상부에서, .

는 발생하지 않다가 계단 하부로 가면서 공기유입이 시작되어 기포가 성장하는 단계를 가지며 이

후 공기유입이 완전히 발달된다.

공기유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공기유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공기유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공기유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4.34.34.34.3

아래 그림과 표는 월류 흐름에 따른 공기유입과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 E20

은 식 에 제시된 산소전달효율이며 는 월류 유량 은 월류 유속(2) , Q , V(upstream) , kc는 월류수심,

은 수 는 계단 높이를 나타낸다Fr Froude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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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류낙하류낙하류낙하류(nappe flow, Slope 1:2.0)(nappe flow, Slope 1:2.0)(nappe flow, Slope 1:2.0)(nappe flow, Slope 1:2.0) 표면류표면류표면류표면류(skimming flow, Slope 1:2.0)(skimming flow, Slope 1:2.0)(skimming flow, Slope 1:2.0)(skimming flow, Slope 1:2.0)

표표표표 1.1.1.1. 월류 흐름에 따른 수질개선 실험월류 흐름에 따른 수질개선 실험월류 흐름에 따른 수질개선 실험월류 흐름에 따른 수질개선 실험 datadatadatadata

Q
( /s)㎥

E20
(-)

V(upstream)
(m/s )

Fr
(-)

kc
(m)

Q
( /s)㎥

E20
(-)

V(upstream)
(m/s )

Fr
(-)

kc
(m)

0.0028 0.218 0.322 0.693 0.022 0.0028 0.252 0.322 0.693 0.022

0.0029 0.244 0.328 0.707 0.022 0.0028 0.288 0.319 0.686 0.022

0.0029 0.208 0.325 0.700 0.022 0.0028 0.256 0.319 0.686 0.022

0.0034 0.244 0.331 0.656 0.026 0.0035 0.281 0.334 0.661 0.026

0.0035 0.257 0.334 0.661 0.026 0.0035 0.292 0.337 0.666 0.026

0.0035 0.264 0.334 0.661 0.026 0.0035 0.317 0.334 0.661 0.026

0.0042 0.259 0.362 0.678 0.029 0.0042 0.380 0.359 0.673 0.029

0.0042 0.276 0.359 0.673 0.029 0.0042 0.403 0.359 0.673 0.029

0.0041 0.298 0.357 0.669 0.029 0.0041 0.394 0.357 0.669 0.029

0.0049 0.272 0.368 0.647 0.033 0.0049 0.343 0.368 0.647 0.033

0.0048 0.231 0.366 0.644 0.033 0.0049 0.297 0.370 0.651 0.033

0.0048 0.223 0.364 0.640 0.033 0.0048 0.287 0.366 0.644 0.033

0.0056 0.296 0.390 0.656 0.036 0.0056 0.346 0.388 0.652 0.036

0.0056 0.242 0.388 0.652 0.036 0.0056 0.284 0.388 0.652 0.036

0.0056 0.277 0.386 0.649 0.036 0.0056 0.348 0.386 0.649 0.036

0.0063 0.229 0.401 0.648 0.039 0.0063 0.257 0.402 0.651 0.039

0.0062 0.218 0.399 0.645 0.039 0.0062 0.251 0.399 0.645 0.039

0.0063 0.235 0.401 0.648 0.039 0.0063 0.285 0.401 0.648 0.039

0.0070 0.214 0.417 0.649 0.042 0.0070 0.249 0.415 0.647 0.042

0.0069 0.211 0.410 0.639 0.042 0.0069 0.244 0.412 0.641 0.042

0.0070 0.227 0.415 0.647 0.042 0.0070 0.277 0.415 0.647 0.042

0.0084 0.206 0.445 0.655 0.047 0.0084 0.254 0.445 0.655 0.047

0.0083 0.193 0.443 0.653 0.047 0.0083 0.250 0.442 0.651 0.047

0.0084 0.194 0.446 0.657 0.047 0.0083 0.269 0.443 0.653 0.047

0.0098 0.156 0.470 0.658 0.052 0.0098 0.205 0.469 0.656 0.052

0.0098 0.152 0.469 0.656 0.052 0.0097 0.225 0.467 0.654 0.052

0.0097 0.140 0.467 0.654 0.052 0.0098 0.212 0.469 0.656 0.052

0.0111 0.123 0.487 0.652 0.057 0.0111 0.155 0.486 0.650 0.057

0.0112 0.128 0.490 0.655 0.057 0.0111 0.167 0.487 0.652 0.057

0.0111 0.154 0.489 0.653 0.057 0.0111 0.195 0.487 0.652 0.057

상기 결과를 검토하면 산소전달 효과는 낙하류의 경우 수 증가에 비례하며 천이영역 및 표, Fr

면류의 경우 반비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기 주머니와 도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즉 낙하, . ,



류의 경우 공기 주머니와 도수가 형성되면서 많은 공기유입이 발생되다가 천이영역에서 이들 영,

역이 줄어들며 표면류로 바뀌면서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낙하류 흐름에서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수질개선 효과가 증가하였으며 낙하류와 표면류가 공존,

하는 천이류 및 표면류 흐름으로 바뀌어 갈수록 수질개선 효과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기유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낙하류에서 공기유입은 계단 끝단. , ,

자유 낙하 및 도수 현상에 의해 공기가 유입되며 계단 안쪽에 형성된 공기주머니, nappe impact ,

역시 공기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표면류의 경우 공기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서 계단 끝단과 수표면 진동뿐이기 때문이다.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5.5.5.5.

본 연구에서는 보의 월류흐름에 따른 공기유입 현상과 이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수리

실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월류 흐름은 유량 및 계단 경사에 따라 낙하류와 표면류로 구분되었다. .

유량이 작거나 계단 경사가 완만할 경우 전 구간에 걸쳐 낙하류가 발생하고 유량이 증가하거나,

계단 경사가 급할 경우 낙하류와 표면류가 공존하는 천이흐름의 모습을 보이다가 표면류가 나타

나는 양상을 보였다.

낙하류의 경우 계단 끝단에서 흐름의 자유낙하 이 형성되었으며 계단 안쪽에는 공기 주nappe ,

머니가 생기며 이 때 자유낙하 흐름은 사류를 형성하였다 사류 흐름은 가 계단에 부딪히고. nappe

이후 도수 현상이 발생되면서 공기가 많이 유입되었다.

표면류의 경우 계단 끝단에는 낙하류와 달리 흐름의 분리현상으로 인해 와류가 발생하였다 흐.

름이 계단과 계단을 스쳐가듯이 흐르는 과정에서 수표면의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낙하류와는 달리,

도수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낙하류 흐름에서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수질개선 효과가 증가하였으며 낙하류와 표면류가 공존,

하는 천이류 및 표면류 흐름으로 바뀌어 갈수록 수질개선 효과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낙하류의 경우 공기유입은 계단 끝단 자유 낙하 및 도수 현상에 의하며 계단, , nappe impact ,

안쪽에 형성된 공기주머니 역시 공기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표면류의 경우 계단,

끝단과 수표면 진동만이 공기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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