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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하천에서의 수문/수리적 특성은 주수로의 다양한 지형학적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흐름과 수반된 유사량의

변화는 하천의 지형학적, 수리기하적 특성을 지배하며, 하도의 물리적 시스템을 변화시켜 동적 평형에 이르

게 된다. 하천에서 하도 형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수리특성은 하도형성유량으로 지배유량이며, 보통 만

제유량을 사용한다. Dunne and Leopold(1978)는 만제유량을 유사의 이송, 하천의 사행, 유선형의 변화 등 하

천의 일반적인 형태를 변화시키며, 주수로의 특성을 형성하는 유량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수리·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만제유량은 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계 20개 하천, 27개 수위 관측소의 최소 10년 이상의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다년간의 연평균 실측유량을 산정하였으며, McCandless(2003)가 제시한 지형학적 만제지표를 이용하여 추정

한 만제유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만제유량은 HEC-RAS model을 이용하여 만제하폭, 만제수심,

만제 시 평균유속을 산정하였다. 27개 지점의 실측유량과 만제유량의 상관성 분석결과 만제유량은 연평균 일

유량의 7.7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제유량을 7일 평균유량(1 week mean discharge)으로 정의하였으며, 수정

된 7일 유량과 만제유량의 RMSE는 13.90  , MAPE는 9.94 %로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제

유량과 만제하폭, 만제수심, 평균유량, 구간경사와 상관성 분석결과 개별적으로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

나, 만제하폭, 수심, 평균유량과 만제유량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2는 0.91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 구간경사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R2가 0.91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만제유량은 수리·기하학적 특성이 모

두 반영된 하천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만제유량을 통해 추정된 연평균 유량(48·Qbf)을 우리나라의 월간 유출량 분포 비율을 이용하여 일

유량으로 배분/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일유량을 통해 CCHE2D model을 이용하여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

다. 대상 구간은 병성천 최하류로부터 상류로 7  구간이며, 2013년 1월과 12월 측량 자료를 통한 1년간의

실제 하상 변동 자료와 2013년 실측 유량자료에 따른 하상변동 모의 결과 및 만제유량에 의해 배분/생성된

일유량에 따른 하상변동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7일 평균 유량으로 정의된 만제유량을 통

해 배분/생성된 유량의 수치모의 결과는 실제 측량자료 및 실측유량자료에 따른 하상변동 결과와 매우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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