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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 (Nays2DH) was appl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river channel bed depending 
on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flooding after fully opening the Sejong weir, which was constructed upstream of the Geum River. For this,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by assuming the flow conditions, such as a non-uniform flow (NF), unsteady flows (single flood event, SF), and a continuous flood event (CF). 
Here, in the cases of the SF and CF, the normalized hydrograph was calculated from real flood events, and then the hydrograph was reconfigured by the peak flow 
discharge according to the scenario, and then it was employed as the flow discharge at the upstream boundary condition. In this study,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morphological changes, we analyzed the time changes in the bed deformation the bed relief index (BRI), and we compared the aerial photographs of the study 
area and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s simulation results of the NF, when the steady flow discharge increases, the ratio of lower width to depth decreases 
and the speed of bar migration increases. The BRI initially increases, but the amount of change decreased with time. In addition, when the steady flow discharge 
increases, the BRI increased. In the case of SF, the speed of bar migration decreased with the change of the flow discharge. In terms of the morphological response 
to the peak flood discharge, the time lag also indicated. In other words, in the SF, the change of channel bed indicates a phase lag with respect to the hydraulic 
condition. In the result of numerical simulation of CF, the speed of bar migration depending on the peak flood discharges decreased exponentially despite the 
repeated flood occurrences. In addition, as in the result of SF, the phase lag indicated, and the speed of bar migration decreased exponentially. The BRI increased 
with time changes, but the rate of increase in the BRI was modest despite the continuous peak flooding. Through this study, the morphological changes based on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ver were analyzed numerically, and the methodology suggested that a quantitative prediction for the river bed change 
according to the flow characteristic can be applied to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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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치모형(Nays2DH)을 적용하여 금강에 건설된 세종보를 중심으로 보 개방 후에 홍수량 변화에 의한 하도의 지형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등류, 부정류(단일사상), 연속홍수사상을 수문특성을 반영한 흐름조건으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부등류 수치모의 조건은 유황에 따른 정상유량으로 상류

단 경계조건을 가정하였다. 부정류와 연속홍수사상의 경우에는 실제 홍수사상들로부터 정규 수문곡선 (normalized hydrograph)을 산정 한 후, 시나리오에 따른 첨

두유량으로 정규 수문곡선을 재구성하여 상류단 유량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학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하상기복지수(BRI)를 산정하여 시

간에 따른 하상변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지역의 항공사진과 수치모의 결과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부등류 수치모의 결과, 각 유황별 유량이 증가하면 하폭 대 수

심의 비는 감소하고, 사주의 이동속도는 증가하였다. 하상기복지수는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량이 작아졌다. 또한 유량이 증가하면 하상기

복지수가 증가했다. 부정류 수치모의 결과 사주의 이동속도는 유량의 변화에 따라 감소했다. 또한 첨두홍수에 대한 지형적 반응에서 시간지체(time lag)가 발생했다. 

즉, 부정류에서는 하상고의 변화는 수리학적 조건에 대하여 위상지연(Phase lag) 이 나타났다. 연속홍수사상 발생에 의한 부정류 수치모의 결과에서는 각각 첨두홍

수 발생에 따른 사주의 이동속도는 홍수발생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한 부정류 수치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상지연이 나타났으며 사주의 이

동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하상기복지수는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첨두홍수가 연속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상기복지수의 증

가율은 완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의 수문특성을 반영한 지형변화 과정을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흐름특성에 따른 하상변동의 정량적

인 예측모의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수치모의, 수문곡선 일반화, 위상지연, 하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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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도의 안정화, 수자원 이용, 수변공간 활용 등을 위하여 하

천을 횡단하는 댐이나 보와 같은 수리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이는 하천에서 흐름과 유사의 이송에 대한 연속성을 차단하고 

상류에서 유사가 퇴적되며, 하류에서 하상이 저하되는 등 하

도의 지형변화를 일으킨다. 수리구조물에 의한 하천의 종방

향 연속성 차단은 생태계의 물리적 서식처를 교란시킨다. 하

천의 생태계는 하도의 지형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

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기능을 상실한 

보나 댐을 철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천의 종방향 연속성

과 회유성 어류서식처 복원을 위하여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댐이 철거되었다(WCD, 2000). 예를 들어 최근에 워싱턴 주 

Elwha 강의 Elwah 댐(높이: 32 m)과 그 상류에 있는 Glines 

Canyon 댐(높이: 64 m)의 철거가 대표적이다(East et al., 

2015). 더욱이 Elwah 댐 철거로 인하여 하류에서 사주가 복원

되고 강 하구에서 삼각주가 발달하며, 하상이 평형상태로 복

원되었다(Ritchie et al., 2018). 하지만 댐이나 보의 철거는 전

술한 미국의 사례처럼 지형 및 생태학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상류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가 급격하게 

하류로 이송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수생서식처에 부정

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상류 저수지 바닥이 노출되어 마

르게 되면 바람에 의한 분진이 발생하여 환경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Wilcox et al., 2014).

국내에서는 경기도 곡릉천과 한탄강에서 기능을 상실한 

보가 각각 철거된 사례(KICT, 2008)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Im et al. (2011)은 곡릉천 철거에 의한 하천의 변화와 피라미

의 물리적 서식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한편, Jang and Lee 

(2020)는 실내실험을 수행하여, 보 철거로 인한 상류 급경사 

구간의 두부침식과 천급점의 변화와 더불어 보 하류에서 유사

공급에 의한 사주의 발생과 변화에 의한 하도의 적응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수계별로 부분 혹은 완

전개방하여 보를 운영하고 있다. 금강에 건설된 세종보는 

2017년 11월부터 보운영 관리수위를 평균수위로 낮추어 부

분개방을 하였고, 2018년 1월부터 완전개방을 실시하여 최저

수위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세종보 수위는 최대 

3.2 m 이상 하강하고 보 상류에 퇴적된 유사가 이동하면서 사

주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ME, 2019; Ock et al., 2020). 사주

는 하천의 지형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량적인 지표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사주의 발달은 하천의 역동성, 서식처

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하다(Crosato and 

Mosselman, 2009). Ock et al. (2020)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하도의 지형변화를 생태지형학적으

로 분석하여 보 개방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수역과 육역을 

17개 서식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서식처다양도 지수를 산정

하였으며, 보 개방 후에 서식처 다양도 지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주는 하천에서 흐름과 유사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며 하안을 따라 하상이 깊게 침식되

고 홍수 시에 주흐름이 하안 혹은 강턱에 충돌하여 수충부를 

형성시켜서 하안침식 및 호안 손실을 일으키기도 한다(Jang, 

2013; 2014). 그러므로 이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천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치모형을 적용하여 세종보 

개방 후에 홍수량 변화에 의한 하도의 지형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하천의 적응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보 개방 

후, 유황별 유량의 변화에 의한 사주의 거동을 예측하고, 하상

기복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사상의 홍수와 연속 3개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사주와 하도의 지형변화 과정을 분석

하였다.

2. 수치모형의 특징과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적용된 Nays2D모형은 평면 2차원 흐름 거동

을 모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흐름의 지배 방정식은 수심 적분

된 2차원 연속 방정식 및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직교좌

표계에서 경계적합좌표계로 좌표변환한 지배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연속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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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일반좌표계의 공간좌표 성분이다. 와 는 

,  방향의 유속(m/s), 는 Jacobian, 는 수위(m), 는 하상

고(m), 는 하상전단응력계수이다. 여기서 각 항의 매개변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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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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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 점성계수 는  model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일반 좌표계에서 2차원 유사의 연속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는 하상고(m), 는 하상재료의 공극률(=0.4), 
  및 


는  및  방향에서 단위 폭당 소류사량(m3/s/m)이다. 하상

에서 소류사량은 Ashida and Michiue (1972)의 공식으로 계

산하였다.

 


 

 
  (9)

여기서 는 소류사량(m3/s/m), 는 수중에서 하상재료의 상대 

밀도, 는 중력가속도(m/s2), 는 각 입경별 소류사의 지름(mm), 

는 무차원 한계 소류력, 는 한계 마찰속도(m/s)이다.

하천에서 주 흐름 방향에 대한 횡단 방향으로의 소류사 이송

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심력에 의한 이차류 및 횡방향 경사를 

고려하였다.  및  방향에서 유사량은 Watanabe et al. (2001)

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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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및 

는  및  방향으로 하상부근에서 유속(m/s), 

는 하상부근에서 유속(m/s), 는  와 의 교차 각(∘), 

  , 는 Coulomb의 정적 마찰계수(=1.0), 

는 Coulomb의 동적 마찰계수(=0.45)이다.

유선이 곡선형태로 변화할 때, 원심력에 의해 이차류가 발

생하며, 하상부근유속()에 대해 (흐름의 횡방향)-(흐름

방향)의 지역좌표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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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흐름의 횡방향, 는 흐름방향, 는 유선의 곡률 

반경(m), 는 이차류 강도 계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Enge-

lund (1974)에 의한 제시된 7.0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만곡부

에서 횡방향 경사가 완만한 상태에서 얻은 것으로써, 횡방향 

경사가 급한 경우에 중력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Eq. (12)에서 유선의 곡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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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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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기법으로는 엇갈린 격자(staggerded grid) 상에

서 이류항에는 CIP (cubic interpolated pseudoparticle)법을 

적용하였으며, 확산항에는 중앙차분법을 적용하였다. 경계

조건으로는 상류에는 유량과 유사량을 설정하였으며, 하류

에는 등류수심을 설정하였다. 측벽에서는 측벽에 수직으로 

유속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흐름 방향으로는 활동

(slip)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상류단에서 유입되는 유사량과 

하류단에서 유출되는 유사량은 평형상태로 유입유출되는 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3. 수치모형의 적용

3.1 수치모의 조건

본 연구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위치한 세종보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세종보 총 길이는 348 m 이고, 수문

의 개폐가 조절되는 가동보(횡방향 길이: 223 m)와 그 사이에 

고정보(횡방향 길이: 125 m)로 이루어져 있다. 가동보의 형식

은 수문이 눕는 개량형 전도식 수문(flap gate)이 설치되어 있

다. 세종보는 2017년 11월부터 보운영 관리수위를 평균수위

로 낮추어 부분개방을 하였고, 2018년 1월부터 완전개방을 

실시하여 최저수위를 유지하며 운영하였다. 그 결과, 세종보 

수위는 최대 3.2 m 이상 내려가고 보 상류에 퇴적된 유사가 

이동하면서 사주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량변화

와 홍수에 의한 보 상하류에서 사주의 발달과 하천의 지형변

화 과정을 모의하였다.

계산 구간은 세종보 상하류 6.5 km 이며, 하상경사는 1/4,500 

이다. 하상토의 평균입경은 0.52 mm이며, 하상의 거친 정도

와 흐름의 상태를 나타내는 Manning 조도계수는 0.027을 적

용하였다. 수치모의 시간은 강우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120 

hrs 로 설정하였다. 수치모의 계산을 위한 계산 시간 간격은 

0.01 sec 로 설정하였다.

계산 격자를 구성하는 것은 안정적인수치모의 결과산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상경사가 상대적으

로 급하고 사행이 많이 형성된 지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흐

름방향으로 격자 크기는 평균 50 m, 흐름의 횡방향 격자 크기

는 평균 68 m로 하였으며, 격자의 종방향과 횡방향의 비는 

1:1.36이다(Fig. 2).

세종보는 현재 완전히 개방되었기 때문에, 본 수치모의에

서는 보가 완전히 개방된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상류단 유량조건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부등류

Fig. 1. Study area

Fig. 2. Computational grid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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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류), 부정류(단일홍수사상), 연속홍수사상으로 구분하

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부등류(정상류)의 경우, 하천유황(저수량, 평수량, 풍수

량)에 따라 3가지 유량으로 모의하였다. Table 1은 유황에 대

한 각 상류단 유량이 나타나 있으며 Runs-1 ~ 3에 대해 각각, 

50, 75, 137 m3/sec으로 수치모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단일홍수사상을 위한 부정류 모의(Run-4)는 2018년 7월

의 홍수량 3,341 m3/s을 정규 수문곡선(normalized hydro-

graph)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부정류의 첨두유량(3,341 m3/s)

의 발생시간은 28 hr 이고 최종유출량은 108.1 m3/s 로 설정하

였다(Table 1). 구축된 수문곡선에 따른 수치모의시간은 120 

hr 로 설정하여 사주의 거동과 하도 지형변화를 분석하였다.

부정류(단일홍수사상)와 연속홍수사상의 경우, 흐름설정

을 하기 위해 2018년 6월 30일 20시부터 2018년 7월 05일 20

시까지 각 시간별 유량을 정규화(normalizing) 하여 수치모의

를 위한 홍수량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유량의 정규화는 다음

과 같이 수행된다. 1) 2018년 6월 30일 20시부터 2018년 7월 

05일 20시까지의 각 홍수별 수문곡선을 추출한다. 2) 각 홍수

의 첨두유량으로 수문곡선 값을 나누어 무차원화 한다. 3) 무

차원화된 모든 수문곡선을 첨두유량을 기준으로 중첩시킨

다. 4) 중첩된 수문곡선을 시간평균한다. 5) 시간평균된 수문

곡선에 필요한 첨두유량을 곱하여 일반화된 수문곡선을 구축

한다. 연속홍수사상에 대한 모의조건은 보다 세부적으로 기

술하기 위해 “4.3 연속 홍수에서 사주의 거동과 지형변화”에

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3.2 수치모의 검보정

2차원 수치모형의 부정류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금남교 수위표에서 관측된 시간에 따른 홍수위 변화와 수

치모의 결과도 비교하였다. 금남교 수위표에서 홍수위는 

2018년 6월 30일 20시부터 2018년 7월 05일 20시까지 관측결

과이다. 첨두홍수위는 수위표에서 관측된 결과와 수치모의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홍수위가 저하되는 7월 02일부

터 7월 05일에 수치모의 값은 관측값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Fig. 3). 이는 저수위에서 계산격자를 구성함에 있어

서 저수로의 미세한 지형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수치모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는 AER (average 

error rate), MAE (mean absolute error)와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활용하였다. AER는 평균 오차율이고, MAE

는 평균절대오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모의값과 관측값의 평

균적인 오차를 양의 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균제곱근 오차

를 나타내는 RMSE는 측정값과 모의값의 오차를 정량화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측정값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환경에서 관찰되는 

값의 차이를 다룰 때 사용되는 척도이며, 정밀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Chai and Draxler, 2014). AER, MAE, RMSE를 

나타내는 산정식은 각각 Eqs. 14 ~ 16과 같다.

AER  








× (14)

MAE






  







 
 (15)

Table 1. Hydraulic conditions for numerical simulations

Cases Discharge (m3/sec) Bed material Size (mm) Remarks

Run-1 50 0.52 Q275(the 275-day exceedance flow)

Run-2 75 0.52 Q185(the 185-day exceedance flow)

Run-3 137 0.52 Q95(the 95-day exceedance flow)

Run-4
3,341

(Peak discharge)
0.52 Normalized hydrograph (single flood event)

Fig. 3. Result of unstead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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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






  







 

 (16)

여기서, 는 관측값, 은 모의값, 는 시간변화 인덱스, 

는 모의종료시간이다.

관측 값과 2차원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MAE

는 0.058 m, RMSE는 0.007 m 로 나타났으며, 관측값과 모의

값이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하도의 지형변화에 관한 본 수치모형의 검보정은 여러 연

구에서 검증되었다. Jang and Shimizu (2005)는 하안침식을 

고려한 하천의 지형변화 과정을 본 수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더욱이 Jang and Shimizu (2007)은 실내실험과 본 수

치모형을 적용하여 하도식생의 변화를 고려한 하도의 지형변

화 과정도 분석하였다. 최근에 Kang et al. (2016)은 본 수치모

형을 활용하여 영주댐 하류에서 유사공급에 의하여 하류하천

에서 사주발달과 하도의 지형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Shimizu 

et al. (2020)는 자유사행의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지형조건에 

의한 지형변화를 수치모의 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흐름모의

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지형변화 모의에 대한 검증을 기반으

로 본 연구의 수치모의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4. 수치모의 결과

4.1 정상유량에 따른 하도의 지형변화와 사주의 거동

Fig. 4는 수치모형을 적용하여 3 가지 유량에 의한 하도의 

지형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금남교 지점에서 지형적

인 특성에 의해 흐름이 집중되면서 하상이 침식된다. 그리고 

금남교 하류에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사가 퇴적되어 중앙사

주가 발달하였다(Fig. 4(a)). Runs-1, 2, 3에서 보여주는 것처

럼(Fig. 4),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사주는 분열되어 복

렬사주로 발달하였다. 특히, Run-3에서 중앙사주의 크기는 

Run-2보다 크고, 하류로 더 멀리 이동하였다(Figs. 4(b) and 

4(c)). 세종보 상류에서도 중앙사주가 발달하였다(Fig. 4(a)). 

이는 금남교 부근에서 발달한 사주가 교란을 일으켜서 하류인 

세종보에서 중앙사주가 발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유량

Table 2. Time averaged verification index

Mean AER (%) Mean MAE (m) Mean RMSE (m)

0.506 0.058 0.007 

(a) Run-1

(b) Run-2

(c) Run-3

Fig. 4. Numerical results for each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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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에 따라, 사주의 크기는 증가하였다(Figs. 4(b) and 

4(c)). 특히, Run-3에서는 세종보 우안에서 사주가 발달하고, 

세종보를 통과하였다. 세종보 하류 만곡부에서도 기존에 있

던 하중도 주변에서 사주가 발달하였으며, 하중도가 성장하

는 역할을 하였다(Figs. 4(b) and 4(c)).

Fig. 5는 120 min 후의 종방향 하상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Run-1에서 하상고는 상류 3,250 m 지점에서 가장 높았

으나, 세종보 지점인 3,400 m 지점에서 하상고가 급격하게 감

소하였다. Run-2에서 하상고는 3,300 m 지점에서 가장 높았

으나, 세종보 지점인 3,400 m에서 하상고가 약간 상승하였다. 

Run-3에서는 세종보 지점인 3,400 m 지점에서 하상고가 가

장 높았으며, 보 하류에서는 하상고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리

고 2,900 m 지점과 3,200 m 지점에서도 사주의 발달로 인하여 

하상고의 상승과 저하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Run-1에서는 3,250 m 지점에서 사주가 잘 발달하였고, Run-2

에서는 3,300 m 지점, Run-3에서는 3,400 m 지점에서 각각 

사주가 잘 발달하였다.

Fig. 6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유량조건별 사주의 평균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사주의 이동속도가 빠르지

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

욱이 70 min 이후에서는 사주의 이동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

었다. 사주는 발달 초기에 흐름에 의해 하상에서 섭동이 발생

하면서 사주의 파고와 파장이 짧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주

의 이동속도가 빠르지만,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파고와 

파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주의 이동속도는 감소한다. 그러

나 사주가 평형상태에 도달하면, 사주의 파장, 파고, 이동속도

가 일정하게 유지된다(Seminara and Tubino, 1989; Tubino, 

1991; Jang and Shimizu, 2005). 사주의 이동속도는 Run-1과 

2에서보다 Run-3에서 이동속도가 빠르다. 특히, 초기에 Runs 

-1과 2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지만, 120 min 에서 사주의 평

균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폭 대 수심

의 비가 상대적으로 큰 하천에서 사주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사주의 이동속도는 감소한다. Colombini et al. (1987)는 비선

형 해석을 통하여 하폭 대 수심의 비에 대한 교호사주의 거동

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고, Garcia and Nino (1993)는 실험을 

통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며, Jang and Shimizu (2005)는 수치

모의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즉,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

폭 대 수심의 비는 감소하고, 사주의 이동속도는 증가하며, 본 

수치모의 결과도 이들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와 그 경향이 일

치하였다.

하상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모의 

구간에 대하여 하상기복지수(Bed Relief Index, BRI)를 산정

하였다. 하상기복지수는 평균하상고에 대한 각 단면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Hoey and Sutherland, 

1991).

 
  

 

 
  

  
       (17)

여기서 는 횡단면 번호, 는 하도의 한 횡단면에서 좌안에서 

우안의 거리, 는 지점에서 하상고, 은 우안까지의 거리

이다.

Fig. 7은 각 유량별 시간의 변화에 대한 하상기복지수를 보

Fig. 5. Longitudinal bed elevation changes for each run

Fig.6. Bar migration speed with time for each run Fig.7. Bed Relief Index with time for each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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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하상기복지수가 큰 것은 하상고 변화가 큰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 하상기복지수가 증가하지만,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그 변화는 작아진다. 이는 하상이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Run-1의 하상기복지수보다 풍수량인 

Run-3의 하상기복지수가 크다. 따라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하상고 변화가 크고 하도의 역동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Fig. 5에서 보여준 하상의 종단면 변화의 특성과 잘 일치한다.

4.2 부정류에서 사주의 거동과 지형변화 

Fig. 8은 홍수에 의한 하도의 지형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홍

수 시작 14 hrs 후에 금남교에서 흐름이 집중되면서 세굴이 발

생하였고, 금남교 직하류에서 중앙사주가 발달하기 시작하

였다(Fig. 8(b)). 첨부홍수가 발생한 28 hrs 후에, 금남교 상류

에서 새로운 복렬사주가 발달하며, 하류에서는 중앙사주가 

발달하였다. 세종보 지점에서는 좌안으로 횡단사주(transverse 

bar)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Fig. 8(c)). 홍수가 끝나는 120 min 

후, 금남교 하류 우안에서 중앙사주가 잘 발달하였으며, 좌안

에서도 규모가 작은 복렬사주가 발달하였다. 더욱이 세종보 

지점에서 횡사주가 하도 중앙에서 좌안으로 길게 발달하였

다. 이는 정상류를 적용하여 모의한 Run-3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ig. 8(d)). 세종보 하류 만곡부에서 발

달한 하중도 상류에서 사주가 발달하였다. 또한 하중도 하류 

우안을 따라서 횡사주가 발달하였으며, 하중도의 규모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Discharge with time (b) Time = 14 hr

(c) Time = 28 hr (d) Time = 120 hr

Fig. 8. Simulation results for R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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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Run-4에서 모의한 종방향 하상고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첨두홍수가 발생한 28 hrs에 금남교 상류와 세종보 

상류에서 하상고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홍수가 감소하는 55 

hrs 후에 금남교 상류에서 하상고가 저하되었으나, 금남교 하

류에서 하상고가 상승하였다. 홍수가 끝난 120 hrs 후, 금남교 

상류에서 다시 하상고가 상승하였으나, 금남교 하류에서 감

소하고, 세종보 상류에서 하상고가 상승하였다. 이는 사주의 

이동과 규모가 변하면서 하상고의 상승과 저하가 반복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Run-4에서 시간의 변화에 의한 사주의 이동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첨두홍수가 발생한 28 hrs에 사주의 이동속

도는 11 m/hr 로 가장 빨랐으나, 그 이후에 유량이 감소하면서 

사주의 이동속도가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50 hrs 이후

에는 사주의 이동속도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Fig. 

8(d)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홍수량의 변화와 사주의 이

동속도 변화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홍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사주의 이동속도도 감소하고, 50 hrs 이후에 홍수량

이 완만하게 감소하면, 사주의 이동속도도 유량의 변화에 따

라 감소한다. 이러한 원인은 유량이 감소하면서 수위가 낮아

지고, 하폭 대 수심의 비가 증가하면서, 사주의 파고가 증가하

기 때문에 사주의 이동속도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Tubino 

(1991)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류 흐름에 대한 사주의 반응은 

시간적으로 지체(time lag)가 발생하므로, 흐름의 변화 시간

과 사주의 변화 시간 비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부정류 흐름은 

사주의 순간 성장률과 사주 섭동(perturbation)의 위상에 영향

을 미친다. 홍수 시에 수위가 상승할 때, 수위가 상승하면서 

하폭 대 수심의 비가 감소하고, 사주는 거의 선형적으로 성장

한다. 하지만, 첨두홍수에 가까이 갈수록 사주의 발달은 감쇠

(damped)되어 안정하게 된다. 홍수위가 감소할 때, 하폭 대 

수심의 비는 증가하며 사주는 강한 비선형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홍수위가 상승하는 동안에 사주의 성

장은 감쇠되지만, 수위가 감소하는 동안에 주로 사주는 발달

하게 된다. 즉, 부정류 흐름에서 첨두홍수발생 시점에 하상변

동이 즉각 발생하지 않고, 첨두홍수발생 이후 수위가 내려갈 

때, 하상변동이 시간적으로 지체하여 발생하는 위상지연

(phase lag)이 나타난다. 

4.3 연속 홍수에서 사주의 거동과 지형변화

2018년 8월 27일 부터 2018년 9월 8일까지의 유량 자료에

서 3차례 연속으로 홍수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 첨두유량은 

26 hrs 에서 2,281 m3/sec 이고, 두 번째 첨두 유량은 107 hrs 

에서 3,515 m3/sec 이며, 세 번째 첨두홍수는 200 hrs 에서 

4,259 m3/s 가 발생하였다. 수치모의를 위한 홍수 지속시간은 

300 hrs 이고, 수치모의를 위한 정규화 된 수문곡선은 Fig. 1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전후에 하상을 측량한 자료가 없으므

로, 부정류에 의한 사주의 발달과 하도지형변화를 항공사진

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Fig. 12는 2018년 홍수

에 대한 세종보 개방 후의 수치모의 결과와 항공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세종보 직하류 우안 1)지점에서 사주가 발달하였

다(Fig. 12(a)). 이는 세종보 상류 우안에서 흐름이 집중되면

서 수충부가 형성되고 세굴되고 이에 대한 영향이 하류로 전

파되어 사주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보 상류 중앙에Fig. 9. Longitudinal elevation changes with time for Run-4

Fig. 10. Bar migration speed with time for Run-4 Fig. 11. Normalized hydrograph with three peak dis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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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달한 사주가 세종보 중앙과 좌안 2)에 걸쳐 하류방향으로 

길게 횡사주가 발달하였다 (Fig. 12(b)). 이는 항공사진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세종보가 개방이 되었으며, 사주가 세종보

를 걸쳐서 발달하였으며, 수치모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횡사주는 유량과 하상경사가 증가하면 발달한다. 사주의 

양쪽에서는 흐름 및 유사가 이동하고, 사주의 좌안과 우안에

서 유사가 퇴적 된다. 상류단 끝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소류사가 퇴적되며 사주가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유

사의 이송량이 많은 중앙사주의 망상화 과정과 다르다. 그리

고 하폭이 증가하면서 사주는 하류로 이동하지 않고 정지된다

(Jang and Shimizu, 2005).

세종보 하류에서 발달한 하중도 상류 3)지점에 중앙사주

(central bar)가 발달하였다(Fig. 12(a)). 이로 인하여, 기존에 

발달한 하중도가 상류로 성장하였다. 수치모의 결과는 항공

사진으로 보여준 결과와 잘 일치한다. 복렬사주는 하상경사

가 급하며 하폭이 넓고 수심이 얕은 경우에, 하상에서 흐름과 

유사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교란이 발생한다. 하상은 수면에

서 뚜렷하게 발달한 수면파와 하상에서 발달한 반사구에 의하

여 국부적으로 고립된 흐름이 가속되어, 하상이 세굴된다. 이

때 발생한 유사는 흐름에 따라 하류에 이동하고 퇴적된다. 복

렬사주에서 저수로의 분할은 자갈하천에서 보다 모래하천에

서 훨씬 더 활발하게 발생한다. 초기에 복렬사주가 발달하며 

하류로 이동한다. 시간이 증가하면서, 복렬사주는 서로 합쳐

져서 큰 사주를 형성한다. 흐름은 사주에 의하여 좌안과 우안

으로 분리되고, 하안에서 수충부가 형성되며 하안침식이 발

생한다. 하폭이 증가하고 저수로가 이동한다. 또한 새로운 하

도가 생성되고 기존에 있는 하도가 소멸하는 등 변화한다. 이

러한 과정은 Jang and Shimizu (2005)와 Shimizu et al. (2020)

(a) Simulation result

(b) Aerial photograph (Sept., 2018)

Fig. 12. Simulation result and aerial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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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모의에서 잘 나타나 있다.

Fig. 13은 연속홍수 발생에 의한 사주의 이동속도는 증가하

고 사주의 이동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1차 홍수가 발생한 상태

에서 사수의 이동속도는 20 m/hr 이고, 사주는 가장 빠르게 하

류로 이동하였다. 이후 홍수위가 감소하면서 사주의 이동속

도는 모의시간 70 hrs 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차 홍수

가 발생하면서 사주의 이동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차 

첨두홍수가 발생한 107 hrs 에서 7 m/hr 까지 증가하였다. 홍

수량이 감소하면서 사주의 이동속도는 감소하였고, 3차 홍수

가 발생하였을 때, 2 m/hr 로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적으로 각 

첨두홍수 발생에 따른 사주의 이동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하

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연속 홍수가 발생할 때, 초기 홍수에 

의하여 사주의 이동속도는 가장 빠르고, 연이어 홍수가 발생

하여도 사주의 이동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

다. 사주의 이동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사주가 분열되어 새로

운 저수로가 형성되고 기존에 형성된 저수로는 퇴화되는 등 

망상하천을 형성하거나, 하상이 깊게 침식 되어 사주의 파고

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속 홍수에 의한 하상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기복지수를 분석하였다

(Fig. 14). 하상기복지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

나, 첨두 홍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상기복지수의 

증가율은 완만하였다. 특히, 부정류에서 하상기복지수는 대

체적으로 첨두홍수가 감소할 때, 하상기복지수는 증가하였

다. 특히, 1차 홍수와 2차 홍수가 감소할 때, 하상기복지수는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3차 홍수가 끝난 후에 하상기복

지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Fig. 14에서 보여주고 있

는 것처럼, 사주의 이동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일치한다. 즉, 사주의 이동속도가 감소할 때, 하상기복지수는 

증가하며, 사주의 이동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하상기복

지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하상이 깊게 침식되거나, 사주가 분열하여 새로운 사주가 

생성되는 등 하상고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때, 하상기복지수

는 증가한다. 따라서 1차 홍수와 2차 홍수가 발생할 때, 하상고

는 크게 변하며, 사주의 발생과 분열, 저수로의 이동이 활발하

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3차 홍수 시에는 저수로나 사주의 

형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거동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결과도 또한 전술했던 Tubino (1991)의 이론 및 실험

결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부정류 흐름에서 사주의 발달

과정은 부정류의 지속시간과 사주의 성장력의 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특히 흐름과 하상고 변화에 따른 위상지연의 

영향을 받는다.

5. 결  론 

본 연구는 세종보를 중심으로 보의 영향을 받는 하상변동

에 대한 접근방법을 수치모의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일반화된 수문곡선에 따른 하상변동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등류(단일사상) 수치모의 결과, 사주는 발달 초기에 

흐름에 의해 하상에서 섭동이 발생하면서 사주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

주의 파고와 파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주의 이동속도

는 감소했다. 사주가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사주

의 파장, 파고, 이동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폭 대 수심의 비는 감소하고, 

사주의 이동속도는 증가하였다. 하상기복지수는 초기

Fig. 13. Bar migration speed with time by three floods (Dotted line 

indicates the trend of bar migration speed at each peak 

discharge; dotted arrows show the changes of the migration

speed with time)

Fig. 14. Bed Relief Index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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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변화는 작아

졌다. 또한 유량이 증가하면 하상기복지수가 증가했다.

2) 부정류(단일사상) 수치모의 결과, 사주의 이동속도는 

유량의 변화에 따라 감소했다. 또한 첨두홍수에 대한 지

형적 반응이 첨두홍수 발생 당시가 아닌, 이후에 나타났

다. 즉, 부정류에서는 하상고의 변화는 수리학적 조건

에 대하여 위상지연이 나타났다.

3) 2018년에 발생한 3차례 연속으로 발생한 홍수사상에 

대한 세종보 개방 후 부정류 수치모의 결과, 보 직하류 

우안에에서 사주가 발달하였으며, 보 중앙과 좌안에 걸

쳐 하류방향으로 횡사주가 발달하였다. 더욱이 보 하류

에서 발달한 하중도 상류에 중앙사주가 발달하면서 하

중도가 상류 방향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각

각 첨두홍수 발생에 따른 사주의 이동속도는 홍수발생

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또한 부정류 수치모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첨두홍수에 대한 지형변화 반응

은 위상지연이 나타났다. 연속 홍수가 발생할 때, 1차 홍

수에서 사주의 이동속도는 가장 빠르며 2 ~ 3차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사주의 이동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하

는 특성을 보였다. 하상기복지수는 시간경과에 따라 증

가하였으나, 첨두홍수가 연속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하상기복지수의 증가율은 완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주의 발달과 하도지형변화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향후에 홍수전후

에 하상을 측량한 자료를 이용하여 하도의 변화 과정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고, 사주에서 홍수에 의한 부유사의 거동과 식

생의 성장과 소멸 과정을 고려한 하도의 지형변화 과정을 모

니터링을 하며, 수치모형을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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