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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관계식을 이용한 국내 충적하천의 수위 예측
Prediction of Stage using Regime Relations
in Alluvial Riv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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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하천의 수위-유량에 관한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이수와 치수 기능을 고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은 지형이나 지질 등 자연
환경에 의해 퇴적작용이 진행되는 곳에 물길이 형성된 충적하천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
성된 충적하천의 수리학적 특성들은 예측하기가 힘들며 필요시에 유량을 얻기 쉽지 않으며
측정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 수위에 대한 관계식을 작성하여 쉽게 측정 가능한 수위를
통해 유량과의 관계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하천에 적용하여 각 하천의 수리
학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Regime 방정식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적하천의 하상토의 입자직경과 하상경사에 따른 수심-유량을 예측하는
다양한 Regime 관계식과 유량 횡분배 모형을 통해, 국내의 실제 전형적인 충적하천인 내성
천의 상류 단면에 적용하여 각 방법들에 대한 예측 수위를 산정해보고 과거의 실측 자료와
비교하여 국내 충적하천에 적합한 수위 예측 기법을 모색한다.
2. Regime 관계식
일반적으로 이동상 하천에서 흐름 및 하상의 변화를 두 영역으로 구분가능하며 이는 프
루드 수 (Fr)로 구분할 수 있다.    인 경우 저수류 영역이고    인 경우 고수류 영
역이 된다. 유속에 따라 하상형상의 변화 양상이 다르며 이에 따른 하상의 저항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항력과 흐름간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 Regime 관계식이다.
2.1 Engelund-Hansen relation
Engelund-Hansen (1967)는 형상항력과 흐름과의 관계를 통해 수심 및 유량을 예측하는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실험실 규모의 모래하천에 적용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만수위 흐름에 도달하기 전 사구가 upper-regime plane bed로 가는 사구가 있는 중소
규모의 하천에도 잘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수에 작용하는 항력은 형상항력과 표면마찰항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면마찰이 부담하는 수심을 이용하여 표면마찰에 의한 전단응력과 형상항력에 의한 전단응력
을 계산할 수 있다. 식 1과 식 2는 표면마찰에 의한 전단속도와 무차원 전단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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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ngelund-Hansen (1967)은 저수류 영역에서 표면마찰에 의한 전단응력과 전체 전단응력
과의 관계를 식 3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이로부터 계산된 Shields 수로부터 수심을 예측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유속은 마찰저항계수와 표면마찰에 의한 전단속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4)

여기서 유효조도높이는      를 권장하였다.
2.2 Parker relation
Parker (1978)는 6,000개가 넘는 실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흐름저항 관계
식 5를 검정하였다.

    ln    

(5)

또한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Shields stress에 대한 Einstein 유사량의 그래프를 회귀 분석하
여 식 6과 같은 소류사 관계식을 얻었다.


       

(6)

Parker (1978)은 식 5와 6을 통해 총 유량에 대한 무차원의 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
는데 이는 홍수기 자갈하천에 적합한 식으로 알려져 있다.

          

(7)


여기서  는 무차원화 시킨 유량 (   
     ),  는 수면폭,  는 폭-수심 비이다.
2.3 Brownlie relation
Brownlie (1982)는 실험과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하여 흐름저항에 대한 관계식
을 수류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저수류 영역에서의 관계식은 식 8이며 고수류 영
역에서는 식 9와 같다.



  

  
 





(8)





  

  
 





(9)



여기서 
 는 무차원 단위폭당 유량 (   
     ),   는 하상토 입자의 기하 표준편차,

 는 하상경사,   은 중앙입경,  는 동수반경이다. 또한 Brownlie (1982)는 하상경사를 통
해 수류영역을 정의하였는데    의 경우 고수류 영역,    에서 저수류 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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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 횡분배법
흐름모형으로 Wark 등 (1990) 혹은 Knight and Shiono (1990)이 제시한 유량 횡분배법
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는 수심,  는 수심 적분된 유속,  는 수심 적분된 난류점성 계수이다.

  

(11)

여기서,  는 무차원 횡방향 와점성 계수로 0.16을 사용하였다.  는 전단응력으로 등류상태
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12)

마찰저항계수  는 Keulegan 공식을 통해 얻었으며 식 13과 같다.

  

       


 

(13)

 

여기서 은 von Karman 상수 (  )이고  는 유효조도높이 (   )이다.
4. 기법의 적용
내성천은 국내 중소하천으로 낙동강의 북부에 위치하며 유역면적은 1,153.1 km2, 유로 연
장은 108.2 km이다. 내성천의 상류지점인 석포교 지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하상토의
중앙입경은 1.32 mm 이며 모래하천으로 구분되어진다. 상류의 석포교 유역의 총 하천연장
은  지형도상으로 약 167 km이고 하천 밀도는 0.56  이다. 유역의 형상 계
수는 0.25 정도로 약간 긴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의 선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잇는 직
선에 가까운 편이다. 내성천은 전형적인 충적하천으로 하폭이 상당히 넓은 특징이 있다 (건
설교통부, 1992). 그림 1은 석포교 지점의 홍수기시 횡방향 유속 및 단위폭당 유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 유량 266 cms에서의 최대 유속이 약 1.1 m/s로 계산되었으며 이때의
수심은 2.3 m이다. 하상단면은 단단면 형태를 보이며 유량 횡분배법을 해석하여 얻은 유속
및 단위폭당 유량이 횡방향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포교 지점에서의 실측값과 각 방법에 따른 수위-유량 관계 곡선을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저유량에서는 제시한 기법들이 실측 수위와 유사하게 산정되었지만 30 cms를 기준으로
EH 관계식과 BR 관계식은 다소 과다 산정하였고 LDM과 PA 관계식은 과소 산정하는 경
향을 보였다. 한편 고유량에서는 EH 관계식과 BR 관계식이 실측수위를 잘 예측하였고 PA
관계식과 LDM은 각각 0.29 m와 0.23 m 정도 낮게 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Regime 관계식과 유량 횡분배 모형을 국내 충적하천인 내성천에 적용하여 유
량에 따른 수위를 예측하였다. Regime 관계식과 LDM 기법의 적용결과와 실측값을 비교하
였는데 PA 관계식과 LDM을 이용한 수위 산정은 수위가 낮게 산정되었다. LDM 기법은 하
천에 적합한 마찰저항계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PA 관계식은 자갈하천
에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EH 관계식과 BR 관계식은 비교적 실측수위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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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천단면과 횡방향 유속 및 단위폭당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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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위-유량 관계 곡선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