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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시 유송잡물 이동 특성 분석에 한 연구

A Study on Movement Characteristics Analysis of Debris 

Accumulation at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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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rivers' bridge that locate on among the mountains area is destroyed by debris 

accumulation and debris flow, because of  frequent occurrence of typhoon and a localized torrential 

downpour. therefore a river make a part of dam's effect. Actually, this situation gives damages like 

inundation of a bridge upper stream area's. Generally, It the main cause of the occurrence route of the 

debris accumulation is that outbreaks of driftwood and debris flow because of landslide, that occurred by 

severe rain storm. Also, a lot of debris are occurred when big flood come up during long period at this 

time, this kind of debris accumulation remove to other place, in several, and specially, debris accumlation  

move to the place where the depth of water is deep and velocity is fast river center. 

According to these kind of fact, this research put in effect and analyze that movement characteristic's 

numerical simulations of debris accumulation at flood according to a domestic outside literature 

investigation, on-site monitoring survey and parameter scenario which comes out through the hydraulic 

model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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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들어 태풍  집 호우의 지속 인 발생으로 인하여 산간지역에 치한 소하천의 경우 유송잡물  

토석류에 의하여 교량이 괴되거나, 통수능이 작아져 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 교량 상류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송잡물의 발생경로는 부분 산지계류에서 집 호우시 산사태

발생에 따른 유목과 토석류 발생이 주원인이 된다. 한 유송잡물은 큰 홍수시 고수 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

될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유송잡물은 개별 으로 이송되고 일반 으로 하천의 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에 집 된다. 강원도의 경우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07년 울진산불 등 산불의 향으로 유목의 발생이 증가하여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공

구조물을 하는  하나의 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시 유송잡물 이동특성에 한 국내․외 문헌조사, 장모니터링조사  수리모

델링 분석에 따른 수치모의를 실시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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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송잡물 발생원인  피해사 례 조 사

2.1 발생원인

본 연구에서는 홍수시 유송잡물 이동 특성 분석을 악하기 해 먼  유송잡물의 발생 원인에 한 조사

를 시행하 다. 부분의 유송잡물은 수로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이며, 스티로폼, 비닐 천 등의 물건들로, 홍

수터는 유송잡물을 제공하기 쉬우며 홍수로 인한 산사태도 많은 유송잡물을 발생시키며, 유수와 함께 하류로 

이동하여 하천의 소부나 교각사이를 가로막아 홍수범람을 조장하여, 홍수피해를 가 시키며 큰 홍수시 고

수 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다. 

2.2 피해 사 례

유송잡물의 집 은 암거 는 교량구조물의 통수능에 나쁜 향을 미치게 되고, 교량구조물에서는 국부세

굴과 수축을 유발하며, 구조물 자체에 작용하는 수리학  하 을 가 시킨다. 다음 그림 1은 홍수기 유송잡

물 집 에 의해 괴된 교량의 사례이다.

   

그림 1. 유송잡물 집 으로 인한 교 량 피해사 례

3. 장모니터링 조 사

3.1 조 사 지역

유송잡물의 이동 특성 분석을 하여 장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상변화에 따른 유송

잡물의 이동조건, 이동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자 강원도 양양군 북면 어성 리 명주사 일원을 장모니터

링 지역으로 결정하 다. 그림 2는 장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양양군 명주사 일원의 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송잡물에 의한 피해가 상류의 산지하천에 집 되어 나타나므로 간벌이 이루어진 산지 하천을 

심으로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하 다.

그림 2. 장모니터링 지역 (강 원도  양양군 어성 리 명주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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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조 사  내용 

장모니터링 지역의 수문학 , 수리학  분석을 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하천측량을 수행하 으며 각 

구조물의 제원 조사, 주요구간 유속측정  간벌재 실험구를 설치하여 유송잡물의 치와 이동 가능성에 

해 조사하 다.

그림 3. 하천특성 조 사

그림 4. 간벌재  조 사   실험구 설 치

  

   

그림 4는 장 조사를 통해 얻은 측량자료, 단면특성자료  구조물자료 등 지형자료를 입력하 다.

그림 5. 장 모니터링 지역 수리특성 분석을 한 기 본자료 입력  구간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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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수 발생시 유송잡물 집 에 따른 교 량의 향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홍수시 유송잡물의 향에 한 명확한 설계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의 설계

기  사례를 용하 다. 뉴질랜드의 설계기 (New Zealand Highway Bridge Design Specification, 1991)에 

의하면, 각 지방에 유송잡물의 집 에 한 한계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송잡물의 깊이는 

홍수 의 1/2, 최  3m로 규정하며, 유송잡물에 응한 교량의 설계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 

○ 장모니터링 지역에 50년 빈도의 홍수량을 용하여 모의한 결과 실험구 직하류 박스형 교량의 홍수

는 EL. 218.47m로 변동하 다.

그림 6. 장모니터링 지역 교 량의 수 변동 그림 7. 측정 단면별 평균유속

○ 같은 조건하에서 유송잡물이 교각에 집 된 경우 유송잡물의 깊이가 홍수 의 1/3로 가정시 EL. 

2.18.67m로 0.2m 상승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송잡물 이동특성에 한 국․내외 문헌조사  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소하천 특히 산간 하천에서는 집 호우로 매년 교량  제방이 괴되고 이로 인해 인근지역의 침수피

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하천에서는 상류지역의 토석류  유송잡물에 의한 

피가가 많이 발생하 다. 국․내외 문헌조사 결과 교량붕괴의 경우 단일교각에 유송잡물 집 되는 경우, 경

간폐색 집 으로 인한 경우, 유송잡물 집 으로 인한 국부세굴과 수축에 의한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 다. 

수리모델링을 이용한 향검토 결과 유송잡물의 집 상태에 따라 유역내 하류부 구조물의 수 가 상승하

다. 그러나 좀더 명확히 유송잡물이 하천구조물에 주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유송잡물의 두께, 폭  

구성물의 종류 등 유송잡물의 집 상태에 따른 구조물의 향 분석을 한 수치모델링  수리실험, 유송잡

물의 발생  이송 메카니즘 규명을 한 장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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