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2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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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댐이나 보의 상류에서 유입된 유사는 댐이나 보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 수심과 느려진 유속에 의해 정수
압이 커지고 소류력이 감소하여 댐이나 보 근처에서 퇴적된다. 이를 저수지 퇴사현상이라 하며 퇴사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댐이나 보의 저수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댐에서는 퇴사량이 많지 않았으나 4대강
사업을 포함한 하천개발, 하천유역 개발사업 등을 거치며 하천에서 유입되는 유사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
다. 우리나라에서 댐을 개발할 만한 적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다수의 다기
능보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댐을 건설하기가 여유롭지 않다. 따라서 댐이나 다기능보 상류에 퇴적된
토사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수지 퇴사현상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하천에 유입되는 유사량 감소나 퇴적된 토사의 준설
및 배사가 있는데 준설의 경우 골재채취를 통한 경제적 이득과 퇴적토 제거능력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주변
수체의 탁도를 증가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 배사를 이용하여 퇴적토를 처리하는 경우, 준설만큼
의 퇴적토 제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댐이나 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하류에 유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댐의 퇴적토를 배사시키는 방법은 크게 저수지를 비워서 배사시
키는 방법과 저수상태에서 수문을 개방하여 배사시키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수위를 하강시키면
서 방류하는 방법과 배수곡선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준정류 모형을 이용하여 저수지 배사에 있어 수문 조작에 따른 부정류 발생에 의한 하
상변동 모의를 하는 것이다. 선행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준정류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수위하강 배사기법
의 배사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지배방정식 및 수치모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수지 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은 1차원 부정류에 관한 수심적분 형태의 연
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으로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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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  는 흐름방향 거리,  는 수심,  는 수심평균유속,  는 중력가속도,  는 하상고,   는 하
상저항계수 이다. 한편, 하상변동의 지배방정식은 하상토 보존방정식 (Exner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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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공극률,  는 단위 폭당 총유사량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상변동의 특성시간은 흐름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하상이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하더
라도 흐름을 정상류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은 각각 다음 식으로 대체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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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흐름이 정상상태로 가정하는 것을 준정류 모형이라고 한다. 준정류
모형은 급변류 혹은 한계류 (혹은 한계류에 근접한 흐름)에 의한 하상변동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2.2 수치해석기법
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은 Newton's iteration method를 이용하여 전체 구간의 유속과 수심을 풀었다
(Fread and Harbaugh, 1971). Exner 방정식의 경우 시간의 미분항은 전방차분법을 이용하고 공간의 미분항
은 후방차분법을 이용하여 차분식을 구성하였다.

3. 수치모형의 검증
준정류모형의 부정류에 의한 배사모의 검증을 위하여 Lai and Shen (1980)의 실내실험에 준정류 모형을
적용하였다. Lai and Shen의 실험조건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실험수로의 바닥을 기준면으로 하여 하상재를
포설하여 길이 9 m이상, 높이 0.1 m의 이동상(移動床)을 제작하였다. 하상재는 입자의 운동성을 높이기 위해
  는 0.0691 m/s 이다.
비중이 작은 파쇄된 호두껍질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입자의 특성속도 
본 실내실험에서는 수위하강 배사재현을 위하여 실험시작 후 5분간 일정한 속도로 수문을 올려 방류량을 증
가시켰다. 그림 1은 시간에 따른 방류량, 유사량, 그리고 실험수로 상류 및 하류에서 수위를 도시한 그래프이
다. 유입되는 유량은 0.00487 cms이나 방류량은 시간에 따라 약 2배정도까지 증가하다 감소한다. 수위 역시
크게 감소하는데 배사에 의하여 하상고가 내려가면서 초기하상고보다 더 낮은 값을 보인다. 하폭은 2.44 m
이지만 방류되는 유출량의 증가와 수위의 감소에 따라 소류력이 크게 작용할 수문의 폭이 0.15 m이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하여 모형을 적용하였다.
준정류모형에서 그림1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유량과 수위를 모형에 입력하여 모의한
결과를 실내실험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량과 수위를 변동하지 않는 고정값으로
모형에 입력하여 모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수위하강 배사기법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배사의 효율성의 비교
이므로 두 모의조건에서 총 유출량이 동일하도록 그림 1에서 도시된 유량의 평균치 0.0055 cms를 고정된 유
량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에는 실험 시작 후 30분이 경과했을 때 하상고를 나타낸다. 두 모의결과가 상류에서 하상고가 과소
산정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실제 하폭은 2.44 m이기 때문에 상류로 갈수록 수문의 폭에 의한 영향이 감
소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근처에서는 유량이 고정될 경우 실험 후 하상고를 과다산정하나
유량과 수위가 변동할 경우는 어느 정도 실험결과에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는 시간에 따른 수로에서의 최대 무차원 전단응력 (소류력)을 도시하였다. 유량과 수위가 변동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큰 것을 보인다. 그림 2와 3을 통해 동일한 유량을 사용하여
도 수문조작을 통해 수위하강을 일으켰을 경우 배사 효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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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수로의 조건
Exp
Lai and
Shen (1980)

Q

B

L

D

m s

(m)

(m)

(mm)

0.00487

2.44

9

1.25



s.g.

S

Water depth
at sluice gate
(m)

Sediment
feed rate
(kg/min)

0.55

1.39

0

0.7

0

그림 1. Lai and Shen (1980)의 실험에서 측정한
유출량과 수위 그래프

그림 2. Lai and Shen (1980)의 실험시작 30분 후의 하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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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에 따른 최대 무차원 전단응력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문조작을 통해 발생시킨 부정류 조건에서 저수지 배사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1차원 준정
류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준정류모형을 기존의 선행 실내실험에 적용하였고 유량과 수위가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경우와 고정된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간에 따라 유량과 수위가 변동할 때 실측결과와 좀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량증가에 의한 수위하강기법을 통해 배사를 수행할 경우 최종 방
류량이 같다 하더라도 유량이나 수위가 변동하지 않으며 수행하는 배사에 비하여 배사 효율성이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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