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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에 걸쳐 한강고수부지 반포지구 에서 수목 식재에 따른 수리2002 2004 3 ( )

적 영향을 수치모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목 식재. RMA-2

전후로 수위는 증가하고 유속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재로 인한 수리량의3 cm 4 cm/s .

변화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실측자료도 홍수 시 수목 식재에 의한 하천수.

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홍수기간 동안 보여 지는 침수양상에 따.

라 수리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다양한 침수상황에 다른 기초.

수리자료를 축척하고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현장조사 및 수치모형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상호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용어 고수부지 수목 식재 하상변동 흐름저항 차원 수치모형핵심용어 고수부지 수목 식재 하상변동 흐름저항 차원 수치모형핵심용어 고수부지 수목 식재 하상변동 흐름저항 차원 수치모형핵심용어 고수부지 수목 식재 하상변동 흐름저항 차원 수치모형: , , , , 2: , , , , 2: , , , , 2: , , , , 2

1.1.1.1. 서론서론서론서론

하천 내의 식생은 하천환경 및 생태계에 순기능을 미치지만 치수적인 측면에서 홍수위 상승을 야기한다

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하천 내 수목의 식재는 근래에까지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 이러한 규.

제의 원인은 하천 내 식생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 정립되지 않고 식생의 흐름저항을 과다하게 산정하였

기 때문이다 최근에 하천 내 식생에 의한 흐름저항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식생에 의한 흐름저항이 기존의 인식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내의 식생이 하도 내 자연환경의 기본 틀을 이룬다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고 이에 따라 년도에, 1998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하도 내 식재에 따른 홍수위의‘ ’ .

영향 등 치수안전성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고수부지 하상변동 및 하천식생의 생육조건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리특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홍수 시 식재에 따른 고수부지.

내 수리특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에 걸쳐 한강고수부지 반포지구 에서 수목 식재에 따른 하천 내2002 2004 3 ( )

고수부지의 수리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는 홍수 전후에 실시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월에서 월의. 6 9

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조사 항목은 수위 유속 하상변동이며 주요 지점에서 세굴 및 침식 퇴적 조사를 실4 . , , ,

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평면 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비교. 2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 고수부지 내 수목 식재에 따른 수리적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효과적인 수목 식재 및 고수부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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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수목 식재에 따른 수리적 영향 검토수목 식재에 따른 수리적 영향 검토수목 식재에 따른 수리적 영향 검토수목 식재에 따른 수리적 영향 검토

2.1.2.1.2.1.2.1. 현장조사현장조사현장조사현장조사

수목식재에 따른 홍수 전후의 수리적 특성들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년부터 년까지 년2002 2004 3

에 걸쳐 한강고수부지 반포지구 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구간은 반포대교 상류 송전철탑에서( ) .

동작대교 하류 이수천 사이의 구간으로 길이 면적6.4 km, 0.52 km2 이다.

2.1.1. 유속측정

년에 반포지구가 차 침수가 된 월 일 시2004 2 7 17 16

부터 시까지 현장조사 구간을 총 개의 측선23 8 (V1～

으로 구분하여 각 측선당 좌중우안으로 개의V8) 3

측점을 정해 유속을 측정하였다 그림 참조 유속 측( 1 ).

정에 사용된 계측기는 차원 마그네틱 유속계로 측정1

하였다 유속측정은 점법. 2 (0.2, 0.8 으로 실시하였)

으나 수심이 낮은 지점은 점법1 (0.6 으로 유속을 측)

정하였다 유속측정 당시 팔당댐 방류량은. 9,648 m3/s

이고 잠수교 수위는 약 로 나타났다 조사결과7.30 m .

를 분석해보면 좌안의 유속이 가장 크고 중앙지점이

가장 낮은 유속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빠른 유속으로.

하천에서 흐르는 유량의 일부가 고수부지로 유입되었

으나 중앙지점에서 흐름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 식생

지역으로 인해 유속이 감소하였고 제방이 있는 좌안에

서는 포장된 도로에서 배수가 되거나 하류로 이동하여

유속이 다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측선 에서. V4

좌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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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하상변화하상변화하상변화하상변화....

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

� P1 P1 P1 P1 ---- P23P23P23P23 : : : : 하상변화하상변화하상변화하상변화 조사조사조사조사 지점지점지점지점

� A1 A1 A1 A1 ---- A8A8A8A8 : : : : 하상토하상토하상토하상토 입도분포입도분포입도분포입도분포 조사조사조사조사 지점지점지점지점

유속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반포대교 상류지점에서 배수가 안

된 대부분의 유량이 반포대교 부근 지점으로 집중하게 되고 이 부근

에서는 도로의 폭이 감소되면서 유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수부지 내 유향을 살펴보면 하천측에서 제방측으로 유입되어 제방지점

좌안 에서 하류로 이동하게 되며 주로 식생지역에 있는 인간의 통행( )

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로에서 유속이 빠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하천변에 식재된 수목은 유속 감소 수위 상승 그리고, ,

통수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수목에 의해 흐름이 주수로에 집중,

됨에 따라 유향 역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실시한 유속측.

정 및 유향 분석결과 반포지구에 식재된 수목에 의해 발생하는 수리량

의 변화는 수목이 없는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체 흐.

름 단면에서 식생 및 수목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

다 또한 수목에 의해 초래되는 흐름의 변화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고수부지에서 유량의 이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

생 및 수목이 조성된 지역이 아니라 인간의 친수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통로 및 도로에 의해서 대부분의 흐름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2.1.2. 하상변화 조사

분류법에 의한 한강 고수부지 반포지구 하상토의 분석결과 송AGU

전철탑이 있는 지점은 홍수 전후로 하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은 식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역이며 고수부지 우안에서 유입된 유량의 일부가 고수부지.

좌안부에서 반포대교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저유속 지점이다 반포대교 부근 지점은 유속측정 시 빠른 유속을.

보인 곳으로 이 지점들은 오히려 하상토의 입자 크기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빠른 유속으로 인해 표면.

의 미세한 입자들이 씻겨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지점을 살펴보면 월 일에 채취한 시료는. A3 7 20 0.125 mm

이하의 미세입자들이 없는데 이 지점은 유속이 약 로 과업구간 내 중앙지점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0.2 m/s

나타내는 곳이다 반포대교 이후 지점은 유속이 거의 없는 정체지역으로 모든 지점에서 채취된 하상토의 입.

자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 지점들에서 대부분 퇴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수 전후 반포지구 내 개 조사지점 에서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 조사에서는 개. 23 (P1 P23) 1 10～

지점에서 퇴적이 발생하였으며 개 지점에서는 침식 또는 세굴현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개 지점은 퇴적2 11

침식 및 세굴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나타났고 차 조사에서는 각각 개 개 그리고 개 지2 12 , 4 , 9

점으로 나타났다 이 번 조사가 한강관리사업소 의 조사 결과와 비해서 퇴적량의 변화가 다른 것. (2002, 2003)

은 고수부지의 침수양상이 예년과 달리 년에는 월 중순에 연속적으로 회에 걸쳐 침수되는 양샹을 나2004 7 2

타냈기 때문이다.

퇴적현상이 나타난 지점을 하천과 가까운 조사지점 하천측 지점 과 반대로 제방과 가까운 조사지점 제방( ) (

측 지점 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하천측 지점에서 퇴적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하천에서 유입된 유사가 식생지역에서 유속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퇴적이 발생하였고 제방측에서는

하류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인해 유사의 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리고 반포대교를 중심으로 반포대교.

상류와 하류의 퇴적량을 살펴본 결과 반포대교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 상류지역이 하류지역보다 퇴적량이 많

은 결과를 보이며 이는 반포대교 상류 지역이 하류 지역에 비하여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

은 퇴적량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류지역이더라도 유속이 빠른 지역은 퇴적이 미미하게 발생하고 하류지역에.

서는 축구장이나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이나 인간의 레크레이션 활동에 필요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보다 식생지역이 더 많은 퇴적량을 나타냈다.

홍수 전후의 하상 침식 및 세굴현상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속이 빠른 반포대교 지점에서 세굴이

발생하였으나 세굴깊이는 미만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흐름에 저항하는 구조물 주위에서 발생한 것을 알1 cm

수 있다 또한 동작대교 교각에는 거의 세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동작대교 교각주위에 적재 시설물을.

놓기 위한 철제펜스가 있어 세굴현상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고수부지에 놓여있는 반포대교 교각 대부분의 하.

상이 큰 자갈이나 모래 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강관리사업소. (2002,

의 세굴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세굴현상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홍수위 에 대한2003) . 11.57 m

홍수량 26,900 m
3
를 나타낸 년도와 년도 월의 홍수량 약/s 2002 2003 7 9,713 m

3
와 비교해서 홍수량의 절대적/s

차이도 있지만 침수양상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이다.

2.2.2.2.2.2.2.2. 수치모형수치모형수치모형수치모형

수목 식재 전 후의 차원 흐름특성 예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2 RMA-2 . RMA-2

의 지배방정식은 차원 방정식을 수심 적분한 차원 천수방정식3 Navier-Stokes 2 (2-dimensional shallow

이다 차원 천수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water equation) . 2 x와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h
∂t
+
∂(hu)
∂x

+
∂(hv)
∂y

=0

∂u
∂t
+u
∂u
∂x
+v
∂u
∂y
+g(

∂h
∂x
+
∂a o
∂x
)+
gu
C 2h

u 2+v 2=
ε xx
ρ
∂ 2u
∂x 2
+
ε xy
ρ
∂ 2u
∂y 2

∂v
∂t
+u
∂v
∂x
+v
∂v
∂y
+g(

∂h
∂y
+
∂a o
∂y
)+
gv
C 2h

u 2+v 2=
ε yx
ρ
∂ 2v
∂x 2
+
ε yy
ρ
∂ 2v
∂y 2

여기서 x, y는 흐름방향 흐름에 직교한 방향의 좌표 또는 거리, ( ), u, v 는 x와 y 방향 유속, h는 수심,



a o는 하상표고, ε 은 와점성계수(eddy viscosity), C 는 계수이다Chezy .

수치모의를 수행하기 위해 상류단은 유량조건 하류단은 수위조건을 경계조건으로 하였으며 각각, 11,780

m
3

를 적용하였다 또한 조도계수는 를 입력하였는데 반포지구 내 수목이 식재된 구간은/s, 7.94 m . 0.035 0.100

을 사용하였으며 와점성계수는 4,000 Ns/m
2
로 하였다 그림 는 수목을 식재한 현 상태에 대해 수치모의를. 4

수행한 결과이다 잠수교 지점에서 수위를 비교한 결과 관측수위는 이고 모형을 통해 수치모의. 8.41 m RMA-2

로 얻은 계산수위는 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목을 식재한 반포지구와 동일 단면에서 다8.40 m .

른 지역과 수위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한 그림 를 보면 수목을 식재하지 않. 5

은 경우의 수위분포와 유사한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목 식재 전후의 수위를 비교한 그림 을 통해6

서 수목 식재로 인한 수위의 최대 상승은 약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그림 는 수목 식재 전후3 cm . 7 9～

의 유속 분포와 유속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반포대교 상류가 하류에서보다 유속이 빠르.

며 특히 서래섬이 있는 지역은 거의 정체에 가까운 낮은 유속을 보이고 있다 유속이 가장 빠른 구간은 반포.

대교 직상류부로 현장조사 시 차원 유속계로 유속 측정한 결과와 동일한 유속분포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식1 .

재 전후의 유속을 비교한 결과 최대 의 유속차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수치모의 결과에서 수목 식4 cm/s .

재 전후로 수위는 증가하고 유속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재로 인한 수리량의3 cm 4 cm/s .

변화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 ( ). ( ). ( ). ( )

수위 분포수위 분포수위 분포수위 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

수위 분포수위 분포수위 분포수위 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수목 식재 전후의 수위비교수목 식재 전후의 수위비교수목 식재 전후의 수위비교수목 식재 전후의 수위비교....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현 상태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의. ( ). ( ). ( ). ( )

유속 분포유속 분포유속 분포유속 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의....

유속 분포유속 분포유속 분포유속 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9999 수목 식재 전후의 유속 비교수목 식재 전후의 유속 비교수목 식재 전후의 유속 비교수목 식재 전후의 유속 비교....

3.3.3.3. 결론결론결론결론

년부터 년까지 년에 걸쳐 한강고수부지 반포지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위 유속 하상변2002 2004 3 ( ) , ,

동 및 주요 지점에서 세굴 및 침식 퇴적 조사를 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평면 차원 수치모형을 이, . 2

용한 수치실험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현장조사 및 수치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고수부지 내 유향은 하천측에서 제방측으로 유입되어 제방지점에서 하류로 흐름이 이동하며 주로 식(1)

생지역에 있는 포장된 이동통로에서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르게 나타났다.

반포대교 부근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며 이는 상류지점에서 배수가 안 되어 대부분의 유량이 반포대(2)

교 부근 지점으로 집중되고 또한 이 지점에서 도로 폭이 감소하여 유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차 침수 후 퇴적토의 입도분포가 침수 전보다 전반적으로 세립질로 나타났으나 차 침수 후에는 고(3) 1 2

수부지 내 유속이 빠른 지점에서 입자가 큰 하상토가 증가하였다 이는 빠른 유속으로 인해 차 침. 1

수 때 퇴적된 세립질 입자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퇴적층 두께는 반포대교 상류지점이 하류지점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반포대교 상류지점(4)

에서는 배수가 하류지점보다 원활치 못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천에서 유.

입되는 지점이 제방측보다 퇴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하천에서 고수부지로 이동하면서 식생지.

역에서 유속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제방측에서는 하류로 이동하기 때문에 퇴적양상이

지점별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을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 수목의 식재로 인한 수위 상승은 미만이고 유속은 최대(5) RMA-2 3 cm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포지구 내 수목의 식재로 인한 수리량의 변화는4 cm/s .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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