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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하천의 골재는 도로 항만 주택건설 등 다양한 건설재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국, ,

가건설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인해 골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체계적인 조사 및, .

연구가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진 하천준설은 하상저하 하천의 불안정 하상의 장갑화 등 물리적 영향뿐만 아, ,

니라 주변 하천의 식생 저서생물의 서식처 등 수서생태계의 파괴 하천정화능력 저하 교각의 노출 등 생물, , ,

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준설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에 있는 낙동강 유역의 감천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차원 수치모형인 를 이용하여 준설에 따른 동수역학적 흐름특성의 변화를 모의하고 를 이용2 RMA-2 , SED2D

하여 단기하상변동을 예측하였다 지형자료는 수치지도 및 실측자료를 토대로 하여 구축하였으며 준설 전. ,

후의 하상변동을 모의해 비교 분석한 결과 하도중심에서의 흐름특성은 준설전에 비해 수위가 평균, 0.85 m

저하되었고 하상은 평균 저하되었다 대상유역의 수위와 유속은 준설전에 비해 준설후에 안정적인, 0.56 m .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준설전 후 전반적으로 하상상승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상류에서의 유사유입량이 많. ,

아 퇴적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준설후는 준설전에 비해 하류에서의 퇴적량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

는 준설구간에서의 퇴적으로 인해 하류 유사이송이 적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준설에 따른 하천환경 및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란하천의 복원 및 관리 등,

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핵핵핵심용어 하상변동 하천준설 수치모형심용어 하상변동 하천준설 수치모형심용어 하상변동 하천준설 수치모형심용어 하상변동 하천준설 수치모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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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화 공업화와 더불어 도로 항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택건설로, ,

인해 골재수요가 증가하고 골재부족이 심화되면서 골재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같은 하천준설은 직접적으로 하천의 지형과 하상고를 변화시키고 식생의 제거 흐름의 분리, ,

등 급격한 하천의 지형 및 환경변화를 초래하고 홍수범람 수리구조물의 안정성 유사유입의 차, , ,

단 및 장갑화 생태계 서식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

* 정회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연구원 E-mail : holon9900@naver.com
** 정회원 충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 cljang@c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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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김천시에서 홍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류로부터 지점2007 22 km

에서 지점까지 약 구간에 형성된 사주에 대하여 약23.7 km 1.7 km 189,000 m3을 김천시 직영사업

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천을 대상으로 차원 모형인 를 적용하여 준설 전 후의 흐2 SMS

름특성 및 하상변동을 모의 분석하였다.

수치모형의 적용수치모형의 적용수치모형의 적용수치모형의 적용2.2.2.2.

대상유역의 현황대상유역의 현황대상유역의 현황대상유역의 현황2.12.12.12.1

낙동강의 제 지류인 감천은 유로연장이 유1 69.0 km,

역면적이 999.5 km2로서 낙동강 전체 유역면적 23,326

km
2
의 약 를 차지한다 하상물질은 중 하류부는 양4.3% .

질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류부는 잔자갈 및 모래,

로 형성되어 있다 하천의 평균 하폭은 하상경. 237.5 m,

사는 이며 준설구간 중에서 상류 지점에0.0014 27.3 km

김천 수위표가 하류 지점에 선산 수위표가 위치해, 3.3km

있어 수위 유량 유사량 등 수리 특성을 얻는데 용이하, ,

다 또한 감천유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로. , 1,121 mm

서 우리나라 연평균강우량인 보다 정, 1,283 mm 162 mm

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입력자료 구성 및 흐름특성 분석모형의 입력자료 구성 및 흐름특성 분석모형의 입력자료 구성 및 흐름특성 분석모형의 입력자료 구성 및 흐름특성 분석2.22.22.22.2

본 연구에서는 적용구간에 필요한 하천지형자료로서 하류로부터 지점에서 지점19.2km 27.2km

김천교 대동교지점 까지 준설전후의 실측 하상단면 측량성과자료를 이용해 지형자료를 구축( )～

하였다.

구 분
하상고(EL.m) 수위(EL.m) 유속(m/s)

준설전 준설후 준설전 준설후 준설전 준설후

상 류 57.669 57.407 61.242 60.770 3.069 3.060

준설구간 54.252 53.396 57.672 56.650 2.517 2.807

하 류 50.843 50.040 54.949 53.686 3.099 3.025

표 하도중심에서의 구간별 수리특성표 하도중심에서의 구간별 수리특성표 하도중심에서의 구간별 수리특성표 하도중심에서의 구간별 수리특성1.1.1.1.

표 과 그림 는 모형을 이용한 하상고의 분포 및 수리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상류1 2 RMA-2 .

단의 경계조건은 년 빈도의 계획홍수량200 2,140 m
3

하류단의 경계조건은 계획홍수위/s, 51.08

조도계수는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에서 선정된 을 입력데이터로 사용m, (1997) 0.031

하였으며 난류확산계수는 미국의 의 에서 제시한 범, BYU Engineering Computer Graphics Lab

위 내에서 값 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3500 .

하도중심에서의 수리특성은 준설후에 하상이 평균 저하되었고 수위는 평균0.56 m 0.85 m

저하되었다 준설구간의 상류부는 수위차가 적고 하류로 갈수록 수위차가 커지는 특성을 보였으.

며 전체적으로 준설전에 비해 준설후에 수위가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유속은 준설구간에, .

서 증가하였고 상하류구간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유속의 분포도 전체적으로 준설전에 비해.

그림 감천 유역도그림 감천 유역도그림 감천 유역도그림 감천 유역도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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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후에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구 분 준설전 준설후 비 교

하상고

수 위

유 속

그림 대상구간의 하상 및 수리특성 비교그림 대상구간의 하상 및 수리특성 비교그림 대상구간의 하상 및 수리특성 비교그림 대상구간의 하상 및 수리특성 비교2.2.2.2.

모형의 적용 및 하상변동 예측모형의 적용 및 하상변동 예측모형의 적용 및 하상변동 예측모형의 적용 및 하상변동 예측3.3.3.3.

를 이용하여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년 빈도의 계획홍수량을 고려해 준설전 후 각SED2D 200

각 시간 동안의 하상변동을 모의하였으며 상류에서의 유사유입량은 김천수위표 지점의 유량48 , -

유사량 공식을 이용해 5.03 kg/m
3
을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림 준설전 하상변화 시간경과그림 준설전 하상변화 시간경과그림 준설전 하상변화 시간경과그림 준설전 하상변화 시간경과3. (48 )3. (48 )3. (48 )3. (48 ) 그림 준설후 하상변화 시간경과그림 준설후 하상변화 시간경과그림 준설후 하상변화 시간경과그림 준설후 하상변화 시간경과4. (48 )4. (48 )4. (48 )4.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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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준설전후 년 빈도의 계획홍수량에 대한 시간 후의 하상변동을 보여준다3, 4 200 48 .

그림과 같이 두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퇴적이 일어났으며 준설전의 하상변동량은, -0.17 0.08∼

이고 준설후의 하상변동량은 로 준설후에 침식과 퇴적의 범위가 조금 크게 나m -0.20 0.09 m∼

타났다 준설후 준설구간의 우안에서 퇴적이 다소 많이 일어났으며 준설전에 비해 준설후에 하. ,

류에서의 퇴적이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안 하도중심 우안

그림 대상구간의 하상변동량그림 대상구간의 하상변동량그림 대상구간의 하상변동량그림 대상구간의 하상변동량5.5.5.5.

그림 는 좌안 하도중심 우안의 세 구간에 대한 각각의 하상변동량을 나타내며 상류부에서5 , , ,

약간의 침식이 발생하나 준설구간과 하류부는 대체적으로 퇴적이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하상상,

승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준설전후 모두 우안에서의 하상변동량이 크게 나타났으.

며 특히 준설후에 특정구간에서 침식이 크게 발생하면서 하상변동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 .

해 좌안의 변동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준설후는 준설전에 비해 하류에서의 퇴적량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준설구간에서의 퇴적으로 인해 하류 유사이송이 적게 일어난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는 감천유역내 준설사업이 시행된 구간에 대해 대상유역의 실측 단면자료를 수집하여

준설전후의 수리특성 및 단기하상변동을 모의분석하였다. 하도중심에서의 수리특성은 준설후

에 하상이 평균 저하되었고 수위는 평균 저하되었다 준설구간의 상류부는 수위0.56 m 0.85 m .

차가 적고 하류로 갈수록 수위차가 커지는 특성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준설전에 비해 준설후,

에 수위가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유속은 준설구간에서 증가하였고 상하류구간에서는 약.

간 감소하였다 유속의 분포도 전체적으로 준설전에 비해 준설후에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

년 빈도의 계획홍수량에 대한 시간 후의 하상변화를 모의한 결과200 48 , 준설전 -0.17 0.08 m,∼

준설후 로 준설후에 침식과 퇴적의 범위가 조금 크게 나타났다 대상유역에서는-0.20 0.09 m .∼

전반적으로 하상상승이 발생하였고 이는 상류에서의 유사유입량이 많아 퇴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준설후는 준설전에 비해 하류에서의 퇴적량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준설구간,

에서의 퇴적으로 인해 하류 유사이송이 적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준설에 따른 하천환경 및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공사 실시와,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좀 더 지속적으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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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을 실시관찰하며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입력데이터로 활용하여 준설에 따른

하상의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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