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38(2), 2011. 6 309

중소하천(요천)에서 지배유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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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dominant discharge which mostly affects the formation of the channel 
shape in Yo-Stream. So far, three different discharge conditions such as bankfull discharge, discharge of a specific 
recurrence interval, and effective discharge have been considered as an indicator of dominant discharge. Therefore, three 
different discharge conditions were studied and based on the study results, dominant discharge was selected for Yo-Stream. 
When comparing bankfull discharge and effective discharge at Beonam stream gaging station, it has turned out that effective 
discharge was 10 m3/sec, which is 6 times greater than bankfull discharge of 58.83 m3/sec. Furthermore, when comparing 
bankfull discharge and discharge of a specific recurrence interval, bankfull discharge was quite similar to discharge with 
recurrence interval of 1.52 years. Previous study results also indicate that dominant discharge occurs with recurrence interval 
of similar duration. Therefore, discharge of 58.83 m3/sec was considered as a dominant discharge, which corresponds 
to discharge with recurrence interval of 1.5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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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도 지형 체계에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하는 독립변수는 

유량이지만, 평수시에 하천수는 단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하도 내를 흐를 뿐이며 지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Richards, 

1982). 현재의 하도형태를 형성하며 지형 변화를 주도하는 

유량은 지배유량(dominant discharge)이라고 한다. 지배

유량 또는 하도형성유량은 가상적인 유량으로서, 이 유량

이 장기간 일정하게 충적하천에서 유지된다면 장기간 자연

상태의 유출수문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 같은 하도 형

태를 형성할 수 있는 유량을 말한다. Wolman과 Miller(1960)

는 하도형태가 하나의 유량보다는 유량의 변동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지배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양한 유량 값을 이용해 왔다. 가장 일반

적인 유량 값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강턱을 만배하여 흐

르는 유량인 강턱유량(bankfull discharge)과 연 최고 또

는 부분 기간치 빈도곡선에서의 특정 재현기간 유량 그리

고 유효유량(effective discharge)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모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계측 

지역의 지배유량은 하나의 방법보다는 되도록 일관된 추정

치를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하천에서 강턱(bank)을 가득 채우고 흐르는 강턱유량은 

지배 유량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이는 강턱을 넘쳐

흐를 때에는 유수에 의한 토사의 퇴적 양상이 변화되는 등 

하도형성작용이 뚜렷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강턱유량이나 수위의 구별이 어려운 관계로 하도형성유량

으로 특정재현기간 유량을 적용하며, 특정재현기간 유량은 

계측지점의 유출자료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함으로써 산

정될 수 있다. Leopold(1994)는 강턱유량의 재현기간이 

1～2.5년의 범위에 있으며 많은 하천들에서 1.5년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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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dro-meteorologic observation stations in Yo-Stream 
watershed.

적인 평균치라고 정의하였다. 기타 여러 연구자들도 이와 비

슷한 재현기간을 하도형성유량으로 결정하였으나 Williams 

(1978)는 미국 하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턱유량이 

1～32년의 재현기간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Pickup과 

Warner(1976)는 강턱유량의 재현기간이 4～10년 범위에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유효유량은 수년에 걸쳐 연 유

사량의 대부분을 이동시키는 유량의 평균값으로 정의되며

(Andrew, 1980),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이나 두 번 또는 대부

분의 경우 매년 여러 번 발생하는 적당한 빈도의 유량규모

에 의해 연 유사량의 대부분을 이동시키는 유량이다. 일반

적으로 지배유량 개념에서는 강턱유량과 유효유량을 대등

한 유량으로 사용하지만 Pickup과 Warner(1976), Webb과 

Walling(1982), Nolan 등(1987), Lyon 등(1992)은 유효유

량이 항상 하도형성유량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들 세 가지 기준, 즉 강턱유량과 특정 재현

기간 유량 그리고 유효유량 등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적정 지배유량을 산정하려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Lee와 Lee, 2002; Son 등; Ji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하천인 요천에 대해서 지배유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세 가지 다른 지표인 강턱유량, 

특정 재현기간 유량, 유효유량을 산정하고, 세 가지 다른 지표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1. 요천개요

요천은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의 마령사(EL. 800 

m)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향으로 유하하다가 좌안측에서 교

동천, 용림천, 백운천을 차례로 합류시킨 후 유향을 잠시 

남쪽으로 바꾼 후 다시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지점에서 남

서류로 유향을 바꾼 후 19번 국도를 따라 유하하면서 남원

시의 외곽지역을 관류하고, 국가하천 시점인 전북 남원시 

월락동, 신촌동, 이백면의 경계에 위치한 이백교를 지나 유

하한 후 좌안측으로 원천천, 주촌천을 합류시킨다. 그리고 

잠시 유하한 후 우안측으로 옥률천, 대곡천을 차례로 합류

시키고 계속 남서류 방향으로 유하하다가 좌안측으로 송내

천이 합류하여 유향을 다시 남쪽으로 변경하여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지점에서 섬진강본류의 좌안측으로 

유입된다(Fig. 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리량 측정의 

경우 요천 번암수위표를 중심으로 상․하류 2 km 구간에 대

해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자료조사

가. 하천단면 측량

본 연구에서는 요천의 하천단면 측량을 위하여 종단측량

에는 번암수위표를 기점으로 상, 하류로 100～200 m간격

으로 1,000 m 구간에 대하여 3차에 걸쳐서 측량을 실시하

였다. 1차 측량은 2003년 11월 7일부터 2003년 11월 11일까

지 수행되었고, 2차 측량은 2004년 6월 22일부터 2004년 

6월 24일까지 수행되었으며, 3차 측량은 2004년 9월 21일

부터 2004년 9월 24일까지 수행되었다. 

나. 유사량 조사

유사량 측정은 계절별 유사 발생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계절별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사는 홍수기에 

대부분 발생되므로 홍수발생시 측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 

대상하천인 요천의 경우는 홍수기가 아닌 평수기에는 유사

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평수기의 유사 측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측정은 홍수기에 실시되었다. 요천 

번암수위표 지점에서 2004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유량측정을 11회 실시하였다. 당시 강우기간 동안에 첨두

수위는 2004년 7월 4일 15시에 발생하였고 수위는 1.5 m이

었으며, 최저수위는 7월 6일 18시에 1.0 m이었다. 유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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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eepest bed level and bankfull stage for each study 
section of Yo-Stream.

의 경우 당시 유량측정과 동시에 번암 수위표지점에서 3개

의 단면에서 부유사를 채취하였으나 분석결과 그 양이 너

무 미미하여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요천의 번암 수위 상하

류 2km 구간에 걸쳐서 호박돌이 하상을 덮고 있어 부유사

의 양이 미미하였다. 또한 요천 번암수위표지점에서 태풍 

메기가 발생한 기간인 2004년 8월 18일～19일까지 2일간 

유량측정을 3회 실시하였으며 당시 강우기간 동안에 첨두

수위는 2004년 8월 18일 21시 42분에 발생하였고 수위는 

1.92 m이었으며, 최저수위는 8월 18일 18시에 1.64 m이었다.

유사량은 부유사량과 소류사량을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

나 소류사량은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부유사량을 측

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소류사량을 공식에 의하여 추정한

다. 본 연구에서도 측정대상은 부유사량으로 한정하였다. 

부유사를 측정함에 있어 부유사를 채취하는 방법은 수심적

분하는 방법과 점적분하여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심

이 4.6 m이하인 일반 하천에서는 수심적분하는 방법을 주

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지점의 수심이 위험

수위인 5.0 m 이하인 경우로 수심적분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부유사를 채취하였다. 연직 측선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단일측선법(하천 최심선법), 3개 측선법, 등간격법 및 등유

량법 등이 있다. 본 연구 대상 지점은 하천의 흐름이 2개의 

큰 흐름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2개의 최심선을 가지고 있

어 연직측선 선정을 단일측선법으로 하되 하천의 최심선법

으로 적용하여 2개의 연직측선에서 유사를 채취하였다. 수

심이 낮은 경우에는 1개의 측선에서 유사를 측정하고 수심

이 1.0 m 이상이 될 경우에 2개 측선에서 유사를 채취하였

다. 유사를 채취하며 동시에 유량을 측정하여 유사량과 유

량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강턱수심 조사

강턱수심을 결정하는 방법은 현장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과 수면폭/수심이 최소가 되는 표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현장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제방을 중심으로 제내

지와 제외지의 지반고를 비교하여 서로 비슷한 표고를 가

지면 제외지의 홍수터 표고를 강턱수심으로 결정하는 방

법, 제외지의 홍수터가 여러 개의 계단형태를 이루고 있을 

경우 중간턱(middle bench)을 강턱으로 하는 방법, 나무와 

같은 영구식생이 있을 경우 그 하한계의 높이를 강턱으로 

하는 방법, 다년생 초본류나 관목류 군락 또는 논이나 밭으

로 사용되는 곳의 턱을 강턱으로 결정하는 방법 및 사주 

등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식생이 도입된 곳의 높이를 강턱

수심으로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상기 방법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수위표지점과 100 m 간격의 측점에 대하여 

제외지의 홍수터 표고를 강턱수심으로 결정하였고, 홍수터

가 여러 계단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중간턱을 이용하

여 결정하였으며, 그 외에 홍수터를 이용하여 결정하기 어

려운 경우는 나무와 영구식생 조건을 고려하여 그 하한계 

높이를 강턱으로 결정하였다(Fig. 2). 강턱수심을 결정한 

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점인 수위표지점에 대하여만 수

위-유량관계 곡선을 이용하여 강턱유량을 산정하였다. 

2. 강턱 유량산정

강턱수심에 대한 유량은 미육군공병단에서 개발된 1차

원 수리해석 모형인 HEC-RAS(U.S. Army Corps of Eng-

ineers, 2001)로 배수위 계산을 통한 반복계산법에 의해 

강턱수심의 유량을 산정하였다. HEC-RAS 모형의 주요 입

력자료는 하도와 좌․우안 홍수터의 조도계수, 하천 횡단면 

좌표 및 하도구간별 거리이며, 횡단면 좌표와 하도구간별 

거리는 이번 연구 수행 중에 실시된 하천측량자료를 이용하

였다. 강턱수심에 해당하는 강턱유량의 계산은 HEC-RAS 

모형의 입력변수들을 고정시킨 후 정상류 조건으로 유량을 

계속 변경시켜가며 반복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반복

모의를 통해 선정된 요천 대상지점별 강턱유량은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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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ydraulic characteristics and bankfull discharge at 
each study section of Yo-Stream.

Section

Cross 
sectional

area 
(m2)

Stream
width
(m)

Water
depth
(m)

Bankfull 
discharge 
(m3/sec)

0 33.7 60.42 0.72 55.13
1 33.29 65.57 0.79 62.67
3 28.46 68.36 0.77 57.59
4 48.55 85.77 1.04 70.7
5 35.15 37.93 1.99 66.62
6 27.86 72.35 1.13 53.92
8 31.72 47.4 1.04 63.97
9 26.26 71.02 1.23 56.35

10 (Beonam 
station) 66.98 92.26 1.29 58.8

11 39.77 45 1.72 57.59
12 28.56 35.5 1.08 56.35
13 37.02 112.11 1.4 66.62
14 34.89 62.28 1.56 55.13
15 34.08 78.56 1.22 66.62
16 28.67 42.72 0.98 73.48
17 34.93 49.07 1.24 55.13
18 32.25 66.3 0.98 70.07
19 33.59 37.58 1.24 69.33
20 23.53 38.52 1.06 57.59

Table 2. Frequency-based flood for each recurrence interval.

Recurrence interval 
(years)

Frequency-based 
flood (m3/sec) Remark

1.1 28.3
1.5 57.5
1.52 58.8 Bankfull discharge

2 80.5
3 112.4
4 136.4
5 155.2
10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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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ross section of Beonam stage station.

3. 특정재현기간 유량 산정

본 연구의 대상인 요천 번암관측소에 대하여는 17년간

(1986～2002)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유도된 수위-유량

관계 곡선을 이용하여 연도별 최대 유출량을 산정하고, 산

정된 최대 유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재현기간 유량을 

산정하였다. 유도된 수위-유량관계 곡선식(상관계수 = 

0.998)은 다음 Eq.(1)과 같다. Eq.(1)로부터 산정된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K-S 적합도 

검정결과에 따라 최적의 분포형인 2변수 대수정규분포를 

적용한 재현기간별 확률홍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강턱유

량에 대한 특정 재현기간을 추정한 결과 대상구간에서 강

턱유량의 재현기간은 1.52년 정도로 외국의 많은 하천들에

서 추정된 강턱유량의 재현기간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Q  h (0.6≤h≤1.10) (1)

4. 유효유량 산정

유황곡선 자료를 이용하여 유량-빈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황곡선의 최대유량에서 최소유량을 뺀 유

량범위를 결정한 후 등간격의 유량구간 크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유량구간의 크기는 적정한 구간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유량구간의 크기를 10 m
3
/sec로 

하여 4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유량 구간별

로 그 발생횟수를 산정하여 총 발생횟수에 대한 비로 환산

한 후 각 유량구간의 중간 값에 대해 발생빈도를 도시하면 

Fig. 3과 같다.

대부분의 충적하천에서 하도지형은 하상토 유사량에 의

해 생성되므로 하상토 유사량을 이용하여 유효유량을 계산

한다. 관측지점에 대해 실측 유사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량 자료가 없는 지점에 대

해서는 적절한 유사량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하상토 유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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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charge frequency curve at Beonam stag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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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charge sediment rating curve at Beonam stag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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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ive discharge curves at Beonam stage station (a) Toffaleti Eq., (b) Yang Eq., (c) van Rijn Eq., and (d) Modified Einstein 
Eq.

을 추정한다. Fig. 4는 수정아인쉬타인 공식을 이용한 유량

-유사량 곡선을 보여준다.

번암 수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유량-빈도곡선과 하천유

사량 산정공식을 통해 계산된 유사량을 이용하여 유효유량

을 추정하였다. 유효유량 곡선은 유량증분 발생빈도(days)

와 유량증분에 의한 유사 이송량(ton/day)을 곱한 값이다. 

가장 큰 누적 유량의 증분이 유효유량이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유사량산정을 위하여 수정아인쉬타인공식, Toffaleti

식, Yang공식 그리고 van Rijn공식을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유효유량을 각기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

된 유효유량곡선은 다음 Fig. 5와 같으며 유효유량은 수정

아인쉬타인 공식을 사용하여 10 m
3
/sec간격으로 유량-유

사량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 10 m
3
/sec의 유효유량을 보였

으며, 그 이외의 유사량 공식을 적용한 경우는 유효유량으

로써 390 m
3
/sec를 보였다. 번암 수위관측소 지점의 강턱

유량과 유효유량을 비교한 결과 유효유량은 10 m
3
/sec로 

강턱유량 58.83 m
3
/sec에 비해 6배 정도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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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배유량 현장지표 산정

요천 번암관측소에 대한 지배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

출된 강턱유량은 58.83 m
3
/sec이었고, 이 값은 특정재현기

간 1.52년에 해당하는 유량이다. 또한 유효유량을 분석한 

결과 요천 번암수위표지점의 유효유량은 10 m
3
/sec로 나타

났다. 지배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턱유량과 특정재현기

간유량 그리고 유효유량을 분석한 결과, 강턱유량과 빈도 

1.52년의 특정재현기간유량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유효유

량은 이들 값보다 다소 작게 산정되었다. 또한 특정재현기

간유량에서 빈도 1.52년은 기존 연구자들이 발표한 지배유

량의 재현기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재

현기간 1.52년에 해당하는 강턱유량 58.83 m
3
/sec를 요천 

번암수위표 지점의 지배유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

라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하천인 요천에 대해서 지배유량

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세 가지 다른 지표인 강턱유

량, 특정 재현기간 유량, 유효유량을 산정하고, 이들 세 가

지 다른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번암 수위관측소 지점의 강턱유량과 유효유량을 비

교한 결과 유효유량은 10 m
3
/sec로 강턱유량 58.83 m

3
/sec

에 비해 6배 정도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요천의 대상 하천구

간에서 지배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턱유량과 특정재현

기간유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강턱유량과 빈도 1.52년의 

특정재현기간유량이 유사하게 나타나 이 유량을 요천의 번

암수위관측소 지점의 지배유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

리라 판단된다. 특정재현기간유량에서 빈도 1.52년은 기존 

연구자들이 발표한 지배유량의 재현기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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