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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s temporal variation of local scour depth in the downstream of weir with shapes.

Prediction of maximum or equilibrium scour depth was the main focus of engineers and researchers in the downstream of weir.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s temporal variation of local scour depth in the downstream of weir to predict real time

scour depth. Experiment were performed with various weir shapes like sharp crest and inclined stepped with time variation and

non-dimensional scourhole shapes, scour depths were proposed. A formula for predicting scour depths with temporal variation

for weir were proposed through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Temporal variation of scour depths could be estimated with sug-

gested formula and 4 input data (Equilibrium scour depth, weir height, overflow depths, and water depth downstream). Sug-

gested formula could make it possible to design a apron and bed protection economically in the downstream of a weir by

considering flood du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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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수리 실험을 통하여 보 형상 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보 하류부 세굴에 대

한 기존의 연구는 최대세굴심의 예측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실제 세굴심의 예측을 위해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연보, 경사형보와 같은 보 형상 변화에 따른 하

류부 세굴의 시간적 변화를 수리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보 형상별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 예측식은 유사의 연속방정

식을 기본으로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시간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 변화량과 보 하류부 세굴심 변화량 자료들

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평형세굴시간, 평형세굴심, 월류고, 보 높이를 이용한 세굴심 예측공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식은 기

존의 보 하류부 평형 세굴심 예측식들이 반영하지 못한 설계홍수지속기간을 반영할 수 있어서 보 하류부 세굴보호공의 설계

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국부 세굴, 예연보, 경사형보, 수리실험, 평형세굴심, 유사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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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洑)는 하천을 횡단하는 대표적인 수공구조물로써 수위

를 유지하여 각종 용수의 취수를 가능하게 하고 주운 기능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다(하천설계기준, 2009). 일반적으로 보는 본체, 물받이

(apron), 그리고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설계

기준은 하천설계기준(2009)에 제시되어 있다. 중소규모 하천

에서 유량 확보차원에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 보는 월류에

의한 자유 낙하 흐름이 하류부 하상에 영향을 준다. 하상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이 하상 재질의 저항력보다 커지면서 세

굴공이 형성되고 에너지가 소산된다. 세굴된 하상재료는 하

류로 이송되어 퇴적이 발생하고, 유속은 감소한다. 이러한 보

하류부의 세굴은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월류 흐름에

서의 하류부 세굴양상에 대한 수리학적 영향 검토가 중요하

다. 보 하류에서의 세굴방지대책으로는 하류부에 물받이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보호공으로 감세지를 설치하거나, 사석

이나 돌망태 등을 포설하여 세굴에 대비하고 있다. 홍수시

보 구조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하류부 물받이 및 하

상보호공 길이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

전에 다양한 수리학적 조건에 따른 보 하류부의 세굴 규모

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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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류부 세굴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보 하류부 세굴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 연구는 Schoklitch(1932)에 의하여 수행되었

다. Schoklitch(1932)는 자유낙하의 형태를 갖는 조건에 대

한 수리실험을 수행하여 월류 구조물 하류부 세굴심 예측식

을 최초로 유도하였으며, Veronese(1937)는 수로폭(B)과 위

어폭(b)의 비(b/B)가 0.5인 예연 보에서 낙차고를 1 m로 고

정한 후 월류고와 하류수심을 변화하며 수리실험을 수행하

여 세굴심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Bormann과 Julien(1991)은

경사형 낙차공 하류부에서 발생하는 세굴심 평가식을 제안

하였고, D'Agostino(2003)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를 이

용하여 무차원화된 세굴심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종태 등(1994)이 낙하수맥 하류부에서의 세

굴특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윤세의 등(1995)은 단락부 하류

부에서의 둔덕의 유무에 따른 세굴공의 특성을 실험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여홍구 등(2005)은 하류조건에 따라 보 상류

의 흐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

고, 김창성 등(2010)은 낙차공 물받이부에서의 세굴현상과

사석보호공 설치후 발생하는 침하량에 대한 수리실험을 수

행하여 사석보호공의 무차원 침하량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평형 세굴심의 예측에 초점이 맞춰

져 있으며 수리실험 조건 또한 실제 홍수유출곡선에서의 최

대 유출량을 지속적으로 유입한 정상류에 대한 조건으로 실

제 하천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세굴심보다 과대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Melville과 Chiew(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교각 주위 국부세굴시, 평형 세굴심에 도달 한 후에도 세굴

심이 20~50% 증가하였다. 이러한 평형세굴심 공식은 설계유

량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최대세굴심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홍수기간 중 유속과 수심이 첨두치에 비해 작고

홍수지속기간이 3일 이내로 상당히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첨두유량의 유속 및 수심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세굴심

이 실제보다 매우 커지므로(윤성범, 1999) 좀더 현실성있는

세굴심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보 하류부 평형 세굴심 예측식들이 반영하지

못한 설계홍수지속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심 예측식을 제안하여 보 하류부 세굴보호공

의 설계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기본이론

2.1 세굴 영향인자

월류 흐름 하류부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유체의

성질, 흐름특성, 하상재료의 특성, 보형상의 기하학적 특성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평형세굴심은 각 특성치를 고려하여

다음 식 (1)과 같이 표시될 수 있고 각 독립변수에 대한 도

해적 정의는 그림 1에 있다. 

(1)

여기서, h0는 월류고, z는 보 높이, Uo는 월류 수맥의 유속,

ht는 하류부 수심, ρ는 유체 밀도, ∆ρ는 하상재료의 밀도와

유체밀도의 차, g는 중력가속도, d50 하상재료의 평균입경, ν

는 동점성계수, H는 낙차고, α는 월류 수맥의 유입각, q는

단위폭당 유량, Ds는 평형세굴심이다. 그림 1에서 hd는 하류

부 퇴적고, H는 낙하고, LSD는 보 에서부터 평형세굴심까지

의 수평거리, Ls는 세굴길이를 나타낸다. 

2.2 유사연속 방정식

보 하류부 국부세굴에 대한 유사 연속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2)

여기서 V는 세굴공의 체적, t는 시간, Qso는 세굴공으로부

터 단위시간당 유출된 유사의 체적, Qsi는 상류에서 단위시

간당 세굴공 내로 유입된 유사의 체적이다. 

보 하류부 세굴공의 형상은 그림 1에서 보인바와 같이 포

물선 형태로 형성되며 횡방향으로의 교란이 없이 세굴공의

형상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시간변화에 따라 세굴 길이

와 세굴심이 증가하므로 시간에 따른 세굴공 체적의 변화는

다음 식 (3)과 같이 세굴 길이와 세굴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Vt는 t시간에 대한 세굴공의 체적, Lst는 t시간에 대

한 세굴공의 길이, Dst는 t시간에 대한 세굴심이다. 

2.3 시간에 따른 세굴심의 변화

 Breusers(1966)는 세굴심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지수형태의 관계식을 제안하였으며, Dargahi (2003)

는 수리실험을 통하여 여수로 하류부에서의 세굴에 의하여

이송된 유사 체적을 다음과 같은 멱함수형태로 나타내고 지

수와 계수는 로그함수 형태로 변형한 식을 제안하였다. 

(4)

여기서 Vt는 t시간에서의 이송된 유사체적, Vf는 최종 유사

체적, tf는 총 세굴시간이다. 계수 A와 지수 n은 상대 유사

입경의 함수로 제안하였다(A=0.029ln(ho/d50)−0.028, n=

0.115ln(h0/d50)−0.178).

또한 세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평형

세굴심 도달시간 예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 (5)를 제안

하였다.

(5)

여기서, 는 d50만의 함수임 한계마찰유속(critical shear

Ds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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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 월류 흐름 및 하류부 세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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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으로 한계조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실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Henderson, 1966). 그러

나 전단응력을 상승시켜주는 실제 유체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는 van Rijn(1989)의 식을 이용하여 유사입경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2.4 평형 세굴심

보 하류부 국부세굴심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와류 이론에

기초한 해석적인 접근방법이나 수치해석을 이용한 컴퓨터 모

의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와류를 일으키는 원

인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와류형성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기

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주로 실험 또는 실측을 통하여

세굴 영향 인자들을 도출하고 무차원화하여 차원해석을 하

거나 통계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보 하류부 국부세굴심

예측식을 제안하고 있다. 보 하류부 예측식들은 세굴심을 상

하류 수위차(H), 단위 월류량(q), 하상입경(ds), 하류 수심(ht)

의 함수로 대부분 구성되었으며, 차원 해석을 이용하여 무차

원화된 식들로 발전되었다. D'Agostino(2003)는 기존 연구자

들의 실험데이터와 직접 수행한 수리실험 결과를 통하여 무

차원화된 인자들을 이용한 세굴심과 세굴길이 예측식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6)

(7)

D'Agostino(2003)는 평형 세굴심과 세굴 길이를 실험값을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제안하여 서로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

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D'Agostino(2003)가 이용한

실험값을 사용하여 무차원 세굴심( )과 무차원 세굴길

이( )와의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2에 나타낸바와 같이

다음 식 (8)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8)

여기서 Lseq는 평형세굴길이, Dseq는 평형 세굴심, z는 보의

높이이다.

3. 수리 실험

본 연구에서는 수리 실험을 위하여 폭 0.8 m, 길이 20 m

인 가변경사 직선 개수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흐름의 안

정을 위하여 수조로부터 8.0 m 지점에 보 모형을 설치하고,

하류부 세굴영향을 관측하기 위하여 보 하류단에는 실험사

를 깊이 0.3 m, 길이 3.0 m로 포설하였다. 수리 실험에 사

용된 하상재료의 입도분포는 중앙입경(d50)은 0.64 mm, 표준

편차 는 1.57인 재질을 사용하였다. 보 하

류부 세굴 규모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모형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보인 예연 보와 중소하천에서 많이 설

치되고 있는 경사형 보를 실험 대상으로 설정하여 실험 모

형을 제작하였다. 

다양한 수리학적 조건하에서의 보 하류부 세굴 규모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 하류부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 가운데 단위 폭당 유량 q는 월류 수심 h0의 함수로

써 유도가 가능하므로 변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월류 수

맥의 유속 U0의 경우도 상하류 수면차인 낙차고 H로부터

유도 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물과 하상재

료의 밀도차와 동점성 계수는 거의 일정하므로 제외할 수

있으며 월류 수맥의 유입각 α는 수리학적 계산이나 실험사

진 등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예연보의 경우 입수각이

세굴에 미치는 영향은 수직제트에 의한 세굴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무리한 입수각의 추정에 따른 오류

를 피하고자 추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상의 검토 결과, 보

하류부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9)

검토된 보 하류부 세굴 영향 인자 중 하상 재료의 변화를

제외한 보 높이(z), 월류고(h0), 하류단 수심(ht) 조건을 변화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형상별 보의 수리학적 특성을 고

려하기 위하여 월류고와 보 높이의 비(h0/z)는 0.2~1.0, 하류단

수심과 보 높이의 비(ht/z)를 0.22~1.15까지 다양하게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예연보와 경사형보의 실험모형 형상 및

제원과 실험 조건은 그림 3과 표 1에 나타내었다.

u
*c

Dseq

z
----------- 0.540

b

z
---⎝ ⎠

⎛ ⎞0.593 ht

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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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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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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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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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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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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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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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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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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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차원 세굴심(Ds/z)과 세굴길이(Ls/z)와의 상관 관계

그림 3. 수리실험 적용 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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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상하류의 월류고와 하류단 수심 조건은 포인트 게이

지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한 후 실험조건을 조정하였다. 실

험에서 사용된 유속계는 ALEC 사의 2차원 유속계인

ACM2-RS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범위는 ±250 cm/s, 오차는

±0.5 cm/s이다. 세굴특성 실험에서 시간별 세굴양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캠코더와 DSLR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캠코

더는 Sony사의 HDR-XR550 모델이며, 1920×1080 크기로

촬영하였으며, DSLR 카메라는 Nikon사의 D700 모델을 사

용하였다. 세굴의 순간 변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1초당 5장

을 촬영하여 세굴 형상 및 변화를 관측하였으며, 촬영 간격

은 초기에는 10초 간격으로 촬영하였고 100초 이후에는 30

초 간격으로 평형세굴에 도달할 때 까지 촬영하였다. 세굴양

상의 촬영시 수로 벽면에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줄자를 설

치하여 촬영 후 획득한 이미지를 AutoCAD를 이용하여 데

이터 변환시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4. 수리실험 결과

4.1 시간변화 따른 보하류부 세굴공 변화

보 하류부 세굴의 시간적 변화는 흐름의 영향에 의한 세

굴과 세굴공 형상의 변화, 최대세굴심 예측, 평형 세굴시간

의 예측이라는 3가지 큰 이슈가 있다. 월류고 또는 월류 유

량이 증가할수록 세굴공의 크기는 증가하며 세굴공의 형상

또한 변화한다. 이러한 보 하류부 세굴공 형성의 주 영향

원인은 보를 월류한 낙하류와 하류부 도수에 의해 발생된

이차류에 의한 하상의 이송이다. 하상의 이송 작용은 세굴공

형상에 따라서 흐르는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세굴과 퇴적

작용이 상호 발생한다. 보 하류부 세굴공은 하상 이송 상태

에 따라서 세굴현상이 지배적인 구역, 퇴적 현상이 지배적인

구역, 그리고 세굴과 퇴적이 동시에 발생되는 구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최대 세굴심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세굴공의

표 1. 수리실험 조건

보의 형태 case
보 높이

 (z)
(cm) 

월류고 
(h0) 
(cm) 

하류 수심
 (ht) 
(cm) 

수위차
 (H)
(cm) 

평형 세굴심
(Dsc)
(cm)

최대 세굴길이
(Ls)
(cm)

예연보

1

5

3
2.4 5.6 14.53 40.37

2 4.5 3.5 11.68 38.83

3
5

4.5 5.5 17.89 61.72

4 5.8 4.2 13.26 65.30

5

10

3

4.5 8.5 15.17 42.61

6 9.0 4.0 10.51 38.08

7 10.5 2.5 9.61 37.47

8

5

4.5 10.5 24.18 51.82

9 11.0 4.0 21.85 46.61

10 11.5 3.5 8.87 62.19

경사보

11

10

3

4.0 9.0 13.68 45.07

12 4.5 8.5 14.05 62.34

13 6.5 6.5 15.66 43.01

14 9.5 3.5 20.39 65.88

15

5

4.5 10.5 23.85 49.08

16 4.7 10.3 20.56 49.57

17 7.5 7.5 19.13 45.29

18 11.0 4.0 18.86 46.61

19

15

3

3.3 14.7 12.14 26.8

20 10.4 7.6 10.85 47.53

21 13.0 5.0 7.96 38.97

22
5

12.5 7.5 10.85 49.53

23 14.5 5.5 19.97 62.64

그림 4. 시간변화에 따른 무차원 세굴심 및 퇴적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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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부 사면은 세굴영역, 하류부 사면은 천이영역, 그리고 세

굴공을 지난 하류부는 퇴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굴이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최종 세굴시간(teq)으로 나눈

무차원 시간변화에 대한 무차원 세굴심( )과 퇴적고

의 변화는 초기에는 세굴심과 퇴적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며 하상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최종 세굴시간

(teq)의 0.2 시간까지 최대 세굴심의 80%가 급격히 진행된

후 점차 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세굴공에서 세굴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사 이송량과 하류부

퇴적고 발생지점에서의 퇴적량은 같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하

류부 흐름조건에 기인하며 하류부 유속이 한계 소류력을 초과

할 경우 하상 저하가 발생하여 하류부 퇴적고를 감소시킨다. 

4.2 시간변화에 따른 세굴공 체적의 변화

보 하류부의 국부 세굴 형상을 Farhoudi와 Smith(1985)는

쌍곡선 함수(hyperbolic function)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공 형상의 변화를 시간별 세굴심과 세굴길

이로 나누어서 무차원화 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무차원 세굴공의 형상은 시간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쌍

곡선 함수의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간 변화에 따른 세

굴공 형상을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최대 세굴심과 세

굴길이를 알 수 있으면 시간 변화에 따른 유사의 세굴량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 형상 변화에 따른 세굴공의 변화는

예연보의 경우 최대 세굴심을 중심으로 거의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경사형 보의 경우 최대 세굴심을 기준으로

하류부의 경사가 다소 완만한 형태의 비대칭 형상을 보인다.

이는 예연보의 경우 자유 낙하 흐름으로 인하여 수직에 가

깝게 수맥이 입수하나 경사형 보의 경우 보의 경사각의 영

향으로 낙하 수맥의 유입각이 예연보에 비하여 감소하여 하

류방향으로의 유속이 증가하며 세굴공의 하류 경사면의 세

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시간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하여 무차원화를 하였다. 시간에 따른 세굴공 체적의

변화는 식 (2)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세굴 길이와 세굴심의 함수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세굴길이와 세굴심과의 관계를 나타낸

식 (8)에 의하여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을 로

나누어서 무차원화 하였다. 

시간변화에 따른 무차원 세굴공 체적 변화를 그림 6에 나

타냈다. 그림 6에서 case 8과 9는 예연보에서 동일한 월류

고와 보 높이에서 하류 수심의 변화를 준 경우로 무차원 시

간 변화( )에 따른 세굴공 체적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사형 보의 경우인 case 15와 18에

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 하류부 수심과

보의 형상은 무차원 시간변화에 따른 세굴공 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월류고가 0.05 m에서 0.03 m로 낮아진 case 5와

12의 경우 무차원 시간 0.05이후부터 무차원 세굴공의 체적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평형 세굴심에 비하여 세굴공의 체적

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세굴심의

증가율에 비하여 세굴길이의 증가율이 커지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세굴에 의한 세굴공의 체적변화는 세굴심과 세굴길이의 변

화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시간에 따른 세굴공의 체적변화와

세굴심의 변화간의 상관성을 규명한다면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은 무차원

세굴심과 무차원 세굴체적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평형 세굴심에 도달할수록 자료

가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월류고 변화에 따른 영

향으로 판단되며, 월류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무차원 변

수 를 추가하여 수정된 무차원 세굴체적과 무차원세굴심의

관계를 도시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차원 월류고( )를 고려할 경우 평형세굴심 도달시

에도 비교적 정확한 값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월류고(h0)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무차원 변수 h0/z를 추가

Dst Dseq⁄

5.45Dseq

1.83
z
0.17

t teq⁄

h
0

z⁄

그림 5. 보 형상에 따른 무차원 세굴공 형상

그림 6. 시간변화에 따른 무차원 세굴공 체적 변화



− 358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공 체적 변화의 관계

를 회귀 분석을 통하여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4.3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 예측

보 하류부에서의 시간변화에 따른 국부세굴은 초기 세굴단

계, 세굴의 발달단계, 안정화 및 평형세굴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수리실험에서 보 형상별 시간 변화에 따른 무차원 세

굴심( )의 변화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형세굴심에 도달하는 최종 세굴시간(tf)의 0.05

시간까지는(1~2분) 평형세굴심의 50%이상의 세굴이 급격하

게 발생하는 초기 세굴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후 세굴

발생 변화율은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최종 세굴시간(teq)

의 0.5 시간까지는 최대 세굴심의 80%에서 90%까지 발생

하는 세굴 발달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최종 세굴시간(tf)의

0.5 시간부터 평형세굴심에 도달하는 최종 세굴시간(teq)까지

는 세굴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화 및 평형세굴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세굴의 시간변화에 따른 특성은 비선

형 곡선 형태로 변화하며 특히 초기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

타내는 비선형 곡선을 이용하여 그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다.

Breusers(1966)는 세굴심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기 위

하여 지수형태의 관계식을 제안하였고, Dargahi(2003) 멱함

수 형태의 제안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을 예측하기 위하여 보 하류부 세굴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멱함수(power)형, 지수함수(exponential)형, 로

그함수(Log)형, 쌍곡선(Hyperbolic)형 회귀곡선을 이용하여

각 보 형상별 시간변화에 따른 세굴심 예측식을 산정하였다.

산정 결과 로그함수(Log) 형 곡선을 이용한 회귀곡선이 모

든 형상에 대하여 가장 높은 결정계수와 낮은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시간변화에 따른 최대 세굴심의 변화는 다음 식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보 형상에 따른 회귀곡선과 회귀식

의 계수는 그림 9와 표 2에 제시하였다.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의 변화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

기 위해서는 월류고 및 보의 높이가 고려된 식 (8)에서 제

시한 시간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 변화량식과

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식 (8)을 에 대한

식으로 변환하면 다음 식 (10)과 같다.

(10)

변환된 식 (10)을 (9)에 대입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세굴심

예측식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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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차원세굴심 변화와 무차원 세굴체적의 상관성 

그림 8. 무차원세굴심 변화와 수정된 무차원 세굴체적의 상관성 그림 9. 보 형상별 시간에 따른 세굴심 변화 및 회귀곡선

표 2. 보 형상별 시간에 따른 세굴심 변화 회귀식

보 형식 A B R2 Standard error of 
estimate

1 예연 보 0.9705 0.1383 0.823 0.092

2 경사형 보 0.9770 0.1332 0.839 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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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사의 연속방정식을 기본으로 산정된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 산정 절차는 그림 10과 같다. 공

식을 이용하여 평형세굴시간과 평형세굴심을 산정한 후 식

(8)을 이용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

변화량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식 (11)에 의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심 변화량을 산정할 수 있다. 

제안된 식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값과 회귀식에

의한 값을 절대평균오차(MAP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절

대평균오차(MAPE)는 각각 9.8%와 10.6%로 산정되었으며

산정된 예측식은 비교적 실측값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 하류부 세굴심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예측을 위한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실험식 제안을 위한 수리

실험은 예연보와 경사보를 대상으로 월류고, 보 높이, 하류

수위를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보하류

부 세굴공의 형상 및 체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시간 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 변화는 월류

고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하류부 수위 및 보의 형상

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굴심 예측식 산정을 위하여 유사 연속방정식의 개념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변

화를 무차원화한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세

굴공 체적변화식을 도출하였다. 세굴심의 시간적 변화는 실

험자료의 회귀 분석을 통하여 결정계수가 높고 오차가 가장

작은 로그형(Log)형 곡선식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식은

월류고 및 보 높이와 같은 수리학적 인자가 포함되지 않은

식이므로 시간변화에 따른 세굴공 체적 변화식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평형세굴시간, 평형세굴심, 월류고, 보 높이를 이

용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세굴심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보 하류부 평형 세굴심 예측식들을 이용하여 세굴

심을 산정할 경우 실제 하천에서 첨두홍수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다설계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

서 설계홍수지속기간을 반영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세굴심을

산정한다면 보다 보 하류부 세굴보호공의 설계시 경제적이

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보다 다양한 보 형상에 대한 추가 실험과 현장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평형세굴심 예

측식과 시간변화에 따른 보하류부 세굴 형상 예측식을 개발

하여 보다 정확한 세굴공 체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시

간변화에 따른 세굴심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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