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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하천의 조도계수는 흐름에 대한 하도의 저항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하천의 다양한 수리 계산을 실시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조도계수는 하도의 형상, 하상 재료, 유량의 크기 등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유량 규모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 정도를 수리 실험과 수치 모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토하였다. 유량 조건별 수리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 내 직선 수로에서

수행하였고, 수치 모의는 HEC-RAS를 이용하였다. 유량 조건은 하천실험센터의 펌프 가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5개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유량을 실측하였다. 실측에 따른 유량의 규모는 0.23 ∼1.91 ㎥

/s로 나타났다.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수치 모의의 검증을 위해 6개 지점에서 수위표와 초음파 수위계를

이용하여 수위를 계측하였고, 이 가운데 최하류 지점의 수위는 HEC-RAS 모형의 하류단 경계조건으로 이용

하였다. 실험 하도 구간의 총 연장은 372 m 이고, 횡단구조물이 없는 지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20 m 간격으로

총 21개의 하천 단면을 입력하여 HEC-RAS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한 수치 모의 모형은 5개

수위 계측 지점의 수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조도계수를 변화시켜 보정되었다. 그 결과,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한 수치 모의 결과의 평균 오차는 0.01∼0.02 m로 계산치와 관측치가 매우 근사하였다. 결정된 조도계수는

0.041∼0.075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량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특정한 값에 수

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핵심용어: 조도계수, 수리 실험, 수치 모의, HEC-RAS

...........................................................................................................

1. 서론

하천의 조도계수는 흐름에 대한 하도의 저항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하천의 다양한 수리 계

산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 중 하나이다(한국수자원학회 2009). 즉, 이러한 하천의 조도

계수는 하천 수위와 유속 계산 등 흐름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조도계수의 산정은 홍수

위 산정, 하천 시설물의 설계, 호안의 안정성 평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김용전 등,

2008).

하천의 조도계수는 하도의 형상, 하상 재료, 유량의 크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 수행된 많

은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하천의 조도계수는 이 가운데 특히 유량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으로 기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규모 하천에 대한 수리 실험과 실험 결과를 이용한 수치 모의를

통해 유량 규모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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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에는 실제 하천의 다양한 흐름 현상을 모사할 수 있도록 소

하천 규모의 인위적으로 조성된 실험 수로와 펌프 시설 등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유량 규모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에

위치한 직선 수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량 규모의 변화는 하천실험센터 내 펌프 가동의 변화를

통해 생성하였고,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유량과 수위를 실측하였다. 수리 실험 결과에 대한 수

치 모의에는 HEC-RAS 모형이 이용되었고,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정상류 흐름(steady flow)으

로 해석되었다.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한 수치 모의 모형은 실험 수로 구간 내에서 계측된 수위와 계

산된 수위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조도계수를 변화시켜 보정되었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유량에 대하

여 결정된 조도계수를 이용하여 유량 규모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2. 실규모 하천의 수리 실험

2.1 수리 실험 대상 구간 및 하천 단면 측량

하천의 유량 규모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특정한 하천의 수위와 유량 계

측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수위와 유량을 계측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

터 내 직선 수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수로는 하상 폭과 최대 하폭이 각각 약 4 m와 12 m로서

실제 소하천의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하천실험센터의 수로는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유량을 인위적

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량 조건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

수리 실험의 구간 거리는 372 m이고, 수리 실험을 위해 20 m의 등 간격으로 하천 단면을 측량하

였다. 또한, 교량 지점 및 최 하류 단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측량하여 수리 실험 대상 구간에는

총 21개의 하천 단면이 측량되었다. 그림 1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내 직선 수로 중 수

리 실험 대상 구간을 평면에 표시한 그림으로서, 수위 측정 지점을 함께 나타냈다.

그림 1. 수리 실험 구간 및 수위 측정 지점

2.2 수리 실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에는 수로에 인위적인 유량 공급을 위해 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펌프 시설의 가동 조건을 조절하여 5개의 유량을 발생시켰다. 또한, 각각의 유

량 조건에 대하여 2시간 이상 흐름을 지속시켜 흐름이 충분히 안정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리 실험은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한 유량 측정과 수위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유량

은 Sontek 사의 FlowTracker를 이용하여 도섭으로 측정되었는데, 하나의 하천 단면을 다수의 소구

간으로 구분하여 소구간의 면적과 유속을 곱하여 산정된 소유량을 모두 합하여 결정되었다. 이 때

소구간의 단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중간 단면적법(midsection method)이 활용되었다(이재수,

2015). 한편, 수위는 실험 구간 내의 6개 지점에 대하여 측정되었는데, 교량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초

음파 수위계를 이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지점에서는 수위표를 부착하여 목측하였다. 그림 2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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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구간 내에서 수행된 수위 측정과 유량 측정의 모습이다.

(a) 수위 측정

(b) 유량 측정

그림 2. 실규모 하천에 대한 수리 실험

3. HEC-RAS 모의 결과

3.1 HEC-RAS의 구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내 직선 수로의 측량 성과와 수리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HEC-RAS를 구축하였다. HEC-RAS에 입력된 하천 단면은 측량에 의해 결정된 21개 단면이다.

HEC-RAS 모형은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정상류 흐름 상태로 분석되었다. HEC-RAS의 상류

단 경계 조건은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측정된 유량 자료가 사용되었고, 하류단 경계 조건은 각

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수로 최하류부 단면에서 측정된 수위가 입력되었다. 그림 3은 구축된

HEC-RAS 모형을 이용한 대상 하천의 지형 및 경계조건을 입력한 화면을 나타낸다.

(a) 하천 단면 자료 (b) 상 하류단 경계조건

그림 3. 수리 실험 결과를 이용한 HEC-RAS 모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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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EC-RAS 모의 결과

HEC-RAS를 이용하여 구성된 수치 모의 모형은 조도계수 값의 변화를 통해 보정되었다. 즉, 각

각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관측된 수위와 계산된 수위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조도계수를 결정하였다.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한 수치 모의 모형의 보정 결과, 5개 지점의 수위 오차의 평균은 0.01∼0.02 m

인 것으로 분석되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수치 모의 모형의 보정 결과로부터 유량과 수위가 커질수록 조도계수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고,

유량 조건별로 도출된 조도계수의 범위는 0.041∼0.07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조도계수는 유량

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그림 4). 이러한 분

석 결과는 김용전 등(2008), 박상우 등(200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측점

유량조건 1: 1.91 ㎥/s유량조건 2: 1.85 ㎥/s유량조건 3: 1.05 ㎥/s유량조건 4: 0.46 ㎥/s유량조건 5: 0.23 ㎥/s

n= 0.041 n= 0.041 n= 0.046 n= 0.065 n= 0.075

측정
(El. m)

계산
(El. m)

오차
(m)

측정
(El. m)

계산
(El. m)

오차
(m)

측정
(El. m)

계산
(El. m)

오차
(m)

측정
(El. m)

계산
(El. m)

오차
(m)

측정
(El. m)

계산
(El. m)

오차
(m)

No. 13 72.92 72.89 0.03 72.89 72.87 0.02 72.74 72.71 0.03 72.61 72.58 0.03 72.49 72.46 0.03

No. 11 72.85 72.84 0.01 72.83 72.83 0.00 72.67 72.67 0.00 72.54 72.54 0.00 72.42 72.42 0.00

No. 9 72.77 72.79 0.02 72.74 72.77 0.03 72.59 72.62 0.03 72.46 72.49 0.03 72.35 72.38 0.03

No. 7 72.73 72.72 0.01 72.70 72.70 0.00 72.54 72.54 0.00 72.41 72.41 0.00 72.30 72.28 0.02

No. 5.06
(교량) 72.69 72.68 0.01 72.66 72.66 0.00 72.51 72.50 0.01 72.36 72.36 0.00 72.22 72.22 0.00

평균 오차　 　 0.02 　 　 0.01 　 　 0.01 　 　 0.01 　 　 0.02

표 1. 유량 조건별 HEC-RAS 모형의 검증 및 조도계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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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m3/s)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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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roughness

그림 4. 유량 규모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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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에 설치된 직선 수로에서 수리 실험과 수치

모의를 통해 하천의 유량 규모에 따른 조도계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수리 실험을 통해 5개의 유량

조건에 대한 유량을 실측하였고, 수치 모의 모형의 하류단 경계조건 설정과 모형 보정을 위해 실험

구간 내의 6개 지점에서 수위를 계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수치 모의를 위해 HEC-RAS 모형을 이용하였고, 정상류 흐름

상태로 해석하였다. HEC-RAS 모형의 상류단 경계 조건과 하류단 경계 조건은 각각 측정된 유량과

수위가 입력되었다.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한 수치 모의 모형은 계측된 5개 지점의 관측 및 계산 수

위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보정되었다. 그 결과, 각각의 유량 조건에 대한 수치 모의 결과의 평균 오

차는 0.01∼0.02 m로 계산치와 관측치가 매우 근사하였다. 그리고 이 때 결정된 조도계수는 유량 규

모에 따라 0.041∼0.075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도계수는 유량의 증가에 따라 큰 폭

으로 감소하다가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천 계획은 이․치수 및 환경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하천 계획의 유형에 따라 기준 유량의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각각의 계획에 대한 하천의 흐름 현상을 모의하거나 실제 흐름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규모 대비 유량의 규모를 고려한 적합한 조도계수의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하천 흐름 해석에 있어서 조도계수의 추정에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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