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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use of the spur of riverbank technique is being investigated. The spur of the riverbank typically 
reduces the velocity of flow and protects the embankments by increasing friction along the water and the banks. This 
also has an effect in the rise of water level upstream. It is also used for the rectification of riverside line and restoration 
of the waterway through sedimentation near the spur of the riverbank. In this study, physical-scaled experiments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creating a mild meandering channel using the spur of the riverbank with varying 
water flows and sedimentation functions. The hydraulics observations are taken with respect to the varying heights 
and length of the riverbank’s spurs and the distance between each spur for the formation of the mild meandering channel. 
It is observed that for 1.06 times of the meander length, it requires 2 times of the interval with each spur of river 
width. Similarly, 1.25L times of the meander length, it requires 0.5 times of the interval with each spur of river width. 
The sand accumulation is induced by the spur of riverbank when the spur of riverbank's heights are more than 40% 
of water depth and the length of the spur of riverbank needs under than 20% of river width for avoid exaggerated 
sand accumulation in the center of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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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하천은 자연 형태의 

모습을 잃고 직강화 형태의 인공하도로 바뀌었다. 
최근 들어 국내 및 해외에서는 직강화 된 인공하

도를 곡선 형태의 자연형하천 및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 

직강화 형태의 하천형태와 강성호안으로 이루어

진 인공호안을 곡선형태의 자연형 하천 및 생태 

하천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하안돌출부에 의해 발생되는 퇴적과 침

식의 하상변동에 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하상

의 변화보다는 흐름의 특성 분석을 주제로 한 수

리모형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리모형실

험이 아닌 수치모형으로 결과를 도출한 논문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돌출부의 월류높이에 따른 하

상의 변화를 관찰한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다. 하
안돌출부의 수리학적 메커니즘은 수제의 수리학

적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기존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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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Equipment.

을 조사하였다.
Jansen(1979)은 호안으로부터 수제의 설치각도

가 변화함에 따른 흐름 및 세굴깊이의 변화에 대

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수제 길이 및 설치간격이 

더 지배적인 설계인자로 작용함을 규명하였고, 
Nwachukwu and Rajaratnam(1980), Salikov(1987),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1984)은 수치모

의에 의한 분석 및 수제의 하류부 재순환 영역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불투과수제의 길이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흐름의 집중과 제방보호 길이를 고

려하여 25% 이내로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

존 연구의 대부분이 적정 수제 길이를 국내의 설

계기준인 5%∼20%와 유사한 25% 이내로 제안

하고 있다.
Thompson(2002)은 형태는 동일하나 크기가 다

른 두 가지의 수제에 대해 세굴실험을 진행한 결

과 만제수위 이상의 수위에서는 자연스럽게 깊고 

커다란 웅덩이를 다양하게 발생시키는 큰 수제가 

생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으며, Schmodt, 
Rutin and Ikeda(1993)와 Melville and Coleman 
(2000)은 수제와 같은 하천의 돌출부 구조물에 대

해 수제 주변에서 발생되는 국부적인 흐름과 돌출

부 구조물에 의한 세굴발생에 대해 연구하였고, 
Klingeman, Kehe and Owusu(1984)은 수제주변

의 와류 흐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굴현상은 기

존 안정성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수제 주

변에 발생하는 세굴 현상으로 인하여 수중 생태서

식처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고 제안하였다.
지정환(1999)은 수공학 분야에 속하는 각종 수

리현상은 흐름조건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이론적

인 해석만으로 완전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문, 댐의 여수로, 감세공, 위어, 
하천합류부 등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원형의 

설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하안돌출부의 길이 및 높이, 설치간격은 하상

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해석만으로 완전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

렵다고 판단하여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하안돌출

부의 높이 및 길이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돌출부 간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퇴적 및 세굴 현상을 통해 하천의 만곡길이를 측

정하여 완만한 사행화 형태의 하천을 유도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실험장치 구성 및 실험방법

1. 실험장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하안돌출부의 길이와 높이에 따

라 유속과 수위 및 하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길이 20m, 폭 2m, 수로의 높이 1m의 개수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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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Experiment Channel.

(a) Type of Non-Overflow

(b) Type of Overflow

Photo 2. Non-Overflow and Overflow.

를 제작하였다.
Fig. 1과 같이 지하에 설치된 3번 저수조에서 

펌프를 작동시켜 관로와 밸브를 통하여 1번 고수

조로 물을 이송한 후 삼각위어를 통하여 유량을 

측정한 다음 정류장치를 통과해 개수로 구간으로 

물이 유입되도록 제작하였다.
Photo 1과 같이 1:2호안경사를 양안으로 제작

하였고, 하상의 폭은 1.1m, 개수로 길이에 대하여

는 20m로 경사 구간을 제작하였다. 1:2 경사를 갖

는 20m의 양안 구간에는 생태지형 안착형 하안이

노베이션 공법의 호안 재료인 소프트백을 길이 

0.45m, 폭 0.36m로 축소하여 수로의 호안 전 구간

에 걸쳐 설치하였다.
유속측정은 1점법을 사용하여 1초 간격으로 10회

를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수위 및 하상

의 변화는 포인트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하천설계기준에서는 하폭이 100m 이상인 경우 

하폭의 1/10∼1/20 정도의 수제가 적당하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돌출부의 역할을 담

당하는 돌망태의 폭은 3단계로 나누어 하상폭의 

10%, 15%, 20%의 3가지 폭을 갖고, 높이는 돌출

부의 Photo 2같이 비월류가 가능한 단계까지 계획

하여 5단계로 나누어 0.035m씩 증가하도록 5가지 

형태의 하안돌출부를 제작하여 Table 1과 같이 하

안돌출부 형태변화에 따른 하상 변화와 완만한 사

행화 유도 실험을 위해 이동상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동상 실험을 위해 개수로 전 구간에 0.08m높

이로 평균입경이 0.47mm인 토사를 포설하여 세

굴 및 퇴적의 형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 유량 조건은 예비실험을 통해 토사입자가 이

동을 시작하는 최소 유량인 0.114m3/s로 평균유속 

약 0.37m/s, 평균수심 약 0.20m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또한, 돌출부 두 개를 설치하여 돌출부의 설치 

간격이 변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곡길이의 

변화를 측정하여 최적의 사행화도를 판단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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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 Conditions for the Selecting the Size of Spur.

Discharge Condition Length of Spur Height of Spur

0.114m
3
/s

(Fr=0.104)

0.110m

(10% of the river width)

0.035m

0.070m

0.105m

0.140m

0.175m

0.165m

(15% of the river width)

0.035m

0.070m

0.105m

0.140m

0.175m

0.220m

(20% of the river width)

0.035m

0.070m

0.105m

0.140m

0.175m

Table 2. Experiment Conditions for the Selecting the Length of Meander.

Discharge Condition Length of Spur Height of Spur Clearance between Spur

0.114m
3
/s

0.110m

(10% of the river width)

0.070m

(40% of the depth)

0.50m

0.90m

1.10m

1.65m

1.97m

2.20m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Table 2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각의 실험을 통해 

돌출부로 인한 사행화도를 관찰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돌출부의 간격별 만곡길이를 측

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완만한 사행화도

를 얻기 위한 돌출부의 간격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퇴적 및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범위를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하안돌출부 형태에 따른 유사이동 특성

돌출부 제원의 결정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돌출부 높이와 동시에 가장 짧은 돌출부 길

이의 형태일 때 퇴적과 침식 작용이 적절하게 나

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안돌출부 형태 변화에 따른 하상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하상 입자의 이동이 시작되는 0.114m3/s 
유량조건에서 길이변화 조건을 하폭의 10%, 15%, 
20%에 해당하는 0.110m, 0.165m, 0.220m의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돌출

부의 높이 조건을 0.035m, 0.070m, 0.105m, 0.140m, 
0.175m의 다섯 가지 높이 조건을 두어 총 15회의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결과 돌출부의 길이가 0.110m이고,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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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ight of Spur: 0.035m

(b) Height of Spur: 0.070m

(c) Height of Spur: 0.105m

(d) Height of Spur: 0.140m

(e) Height of Spur: 0.175m

Fig. 2. Bed Vari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Height of Spur(Length of Spur: 0.110m).

(a) Length of Spur: 0.110m

(b) Length of Spur: 0.165m

(c) Length of Spur: 0.220m

Fig. 3. Bed Vari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ength of Spur(Height of Spur: 0.070m).

0.035m에서는 돌출부 주변의 세굴 현상은 일부 

나타났지만, 퇴적의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돌출부의 높이가 0.070m에서

의 실험 결과로는 돌출부 전방 0.3m 지점부터 하

상에 퇴적된 모습이 확인되었고, 돌출부의 후방으

로 0.9m 지점까지 돌출부 주변 퇴적 작용이 발생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Fig. 2).
침식작용 또한 돌출부 주변에서 반달모양의 형

태로 나타났으며, 퇴적과 침식의 조화가 적절히 이

루어 졌음을 볼 수 있었다. 돌출부의 길이가 0.110m
일 때 돌출부의 높이 0.070m 뿐만 아니라 0.105m, 
0.140m, 0.175m의 높이를 갖는 돌출부 실험에서

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퇴적과 침식 작용이 

적절히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출부의 길이는 하폭의 10%, 15%, 20%에 해

당하는 0.110m, 0.165m, 0.220m의 돌출부 모두에

서 돌출부의 높이가 0.070m 이상일 때 퇴적작용

과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며, 돌출부 설치목적

인 하천 사행화 유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

로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

해 가장 경제적이면서 시공 목적에 부합할 수 있

는 하천 사행화 유도 및 수중생물 서식처 제공 기

능을 갖은 돌출부의 가장 경제적인 제원은 0.070m
의 높이 및 0.110m의 길이를 갖은 돌출부라고 판

단되었으며, 수심과 돌출부의 비는 0.4이상, 돌출

부 길이는 하폭의 10%만 되어도 침식 및 퇴적의 

하상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돌출부의 설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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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 of Distance (b) Erosion and Sedimentation

(c) Meandering Course (d) Accumulation of the Downstream 

Fig. 4. Experiment Process for Meandering Course.

완만한 사행화를 유도하기 위한 돌출부의 가장 

경제적이며 최적의 사행화 유도 및 생물 서식처 

제공을 위한 돌출부 제원의 결정은 하천 내 공법 

시공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과소 설계로 인

해 하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 돌출부 설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되며, 과대 설

계로부터 발생되는 시공비용 낭비와 침식 및 퇴적

의 하상변화를 과대하게 일으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실험 내용 중 돌출부의 부피

가 가장 크게 제작되어 실험이 진행되어진 돌출부 

높이 0.175m, 돌출부 길이 0.220m인 경우 하도의 

중앙 부분까지 퇴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하상에 퇴적현상을 과대하게 발생시

켜 수위를 높여 홍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직강화 되어 진 인공 하천 내 퇴적과, 침식작용

으로 인해 발생되는 완만한 사행화 유도와, 하도

의 물리적 복잡성을 유도하여 생태계 서식처를 제

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되어지는 돌출부의 가

장 경제적인 높이 및 길이는 위의 실험 내용을 종

합한 결과 다음과 같다. 돌출부 높이는 수심과 돌

출부 높이의 비가 0.4에 해당하는 0.070m, 돌출부

의 길이는 하폭의 10%에 해당하는 0.110m에서부

터 돌출부의 설치 목적인 하상의 퇴적과 침식작용

을 유발하여 하천의 사행화를 유도하고 생물의 서

식처를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2. 하안돌출부 구성과 사행화의 관계

위의 연구결과에서 결정되어진 수심과 돌출부 

높이의 비가 0.4에 해당하고, 돌출부의 길이는 하

폭의 10%에 해당하는 두 개의 동일한 형태의 돌

출부를 설치하여 간격을 0.5m, 0.9m, 1.1m, 1.65m, 
1.975m, 2.2m로 변화를 주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개의 돌출부를 간격에 변화를 주며 설치하여 

Fig. 4와 같이 설치 간격에 따른 만곡길이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돌출부의 간격을 0.5m, 
0.9m, 1.1m, 1.65m 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상류쪽 

돌출부와 하류쪽 돌출부 사이에 전 구간에 걸쳐 

퇴적현상이 발생 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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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ace Spur 0.5m Apart (b) Space Spur 0.9m Apart

(c) Space Spur 1.1m Apart (d) Space Spur 1.65m Apart

(e) Space Spur 1.975m Apart (f) Space Spur 2.2m Apart

Fig. 5. Sedimentation Area Changes According to the Clearance between Spur.

(a) Distance of the Spur: 0.5m (b) Distance of the Spur: 0.9m (c) Distance of the Spur: 1.1m

(d) Distance of the Spur: 1.65m (e) Distance of the Spur:1.975m (f) Distance of the Spur: 2.2m

Fig. 6. Bed Vari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he Spur1 from the Spur2.

출부의 간격을 1.975m, 2.2m으로 실험을 진행한 

경우에서는 상류쪽 돌출부와 하류쪽 돌출부 사이

에 전 구간에 걸쳐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1.975m의 돌출부의 간격으로 실험하였을 경우 상

류측 돌출부에서 하류측 돌출부까지 1.35m의 퇴

적현상이 관찰되었으며, 2.2m의 돌출부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을 경우 퇴적현상은 1.44m까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안 돌출부 간격 변화에 따른 만곡길이 변화는 

Fig. 5와 같이 상류측 돌출부와 하류측 돌출부를 

실험 조건에 맞게 이격시켜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퇴적된 길이를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직강화 하천을 자연형 하천 및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사업 중 사행화유도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

분은 토지이용 형태, 지형형성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하천에서는 이미 

하천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에 용지 취득의 어려움이 있어 하천 사행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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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ngth of Meander by River Shape.

River Shape Length of Meander(L)

Straight River 1 ∼ 1.05
Mild Meandering River 1.06 ∼ 1.25

Meandering River 1.26 ∼ 2.0
Strong Meandering River Over the 2.0

Fig. 7. Length of Meander by Clearance between Spur.

Fig. 8. Connection between L and B.

시 곡률반경을 크게 두고 하천의 사행화를 유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 설계 및 

시공 시에 완만한 사행수로의 만곡길이인 약 1.06
∼1.25L로 형성하기 위한 돌출부 간격 결정을 실

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Table 3은 하천의 사

행형태에 따른 만곡길이를 표로 나타내었다.
돌출부의 간격이 0.5m일 때 사행화의 영향 범

위는 0.67m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만곡길이 1.34L
에 해당된다. 돌출부 간격이 0.9m일 때 사행화의 

영향 범위는 1.01m로 나타났으며, 만곡길이는 1.12L

임을 확인 하였고, 돌출부 간격이 1.1m일 때의 영

향 범위는 1.21m로 나타났으며, 만곡길이는 1.1L
임을 확인 하였다. 돌출부 간격이 1.65m일 때의 

영향 범위는 1.764m로 나타났으며, 만곡길이는 

1.07L이었고, 돌출부 간격이 1.975m일 때의 영향 

범위는 2.1m로 나타났으며, 만곡길이는 1.06L이

었다. 돌출부 간격이 2.2m일 때의 영향 범위는 

2.33m로 나타났으며, 돌출부 간격이 1.975m 이상

일 때부터 만곡길이의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돌출부의 간격 변화에 따른 만곡길

이 변화에 대해 다음의 Fig. 7로 표현하였다.
Fig. 8은 만곡길이 L1, 직선하도길이 L2, 하상

폭 B를 나타낸다. 본 하안돌출부 구성과 사행화 

관계 실험을 통해 돌출부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만

곡길이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험결과 완

만한 사행화를 이루기 위한 만곡비 1.06∼1.25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돌출부와 

돌출부 간의 간격을 하폭의 0.5∼1.8배에 해당하

는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를 하여야 완만한 사행화 

유도가 가능하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제방사면을 보호하기 위

하여 설치되는 하안돌출부를 설치함으로써 유수

의 유향제어기능과 토사퇴적 유도기능을 이용하

여 완만한 사행수로를 형성하고자 할 때, 돌출부

의 높이 및 길이, 설치 간격의 변화에 따른 수리학

적 특성치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하안돌출부를 이용하여 완만한 사행수로

를 형성하고자 할 때, 만곡길이를 1.06L로 유도하

기 위해서는 하안돌출부 설치 간격을 하폭의 1.8
배에 해당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1.25L
의 만곡길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돌출부 간격을 

하폭의 0.5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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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안돌출부의 높이는 수심의 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을 때, 하안돌출부와 수심의 

비가 0.4이상이 되어야 퇴적현상을 유도할 수 있

으며, 돌출부의 길이는 하상의 퇴적으로 인한 수위

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상 폭과 하안돌

출부 길이의 비가 0.2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셋째, 하안돌출부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안

돌출부 설치 단면의 유속 증가로 하안돌출부 하단

과 상류부에서의 세굴이 다른 곳에 비해 크게 나

타났으며, 세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간은 수중생

물의 서식처 및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으

로써 바자얽기 등을 설치하여 생태계 서식공간으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안의 호안을 설치한 이후, 한

쪽 호안에 대하여만 하안돌출부를 설치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도 있는 사행화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쪽 호안에 하안돌출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하안돌출부의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생태서식처 제공 기능을 고려한 사

행화 유도 기술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984. Selection 

and design of flow control and stream bank 

structure, US. DOT, FHWA, Washington, D.C.

2. Jansen, P., 1979. Principles of River Engineering, 

Pitman London, England. Donghwa Technology.

3. Ji, J.H., 1998. Basic Principle and Method of 

Hydraulic Experiments. (in Korean).

4. Klingeman, P.C., Kehe, S.M. and Owusu, 

Y.A., 1984. Steambank Erosion Protection and 

Channel Scour Manipulation using Rockfill 

Dikes and Gabions, Water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Oregon State Univ., Corvallis, Ore.

5. Melville, B.W. and Coleman, S., 2000. Bridge 

scour, Water Resources Publications, Littleton, 

Colo.

6. Nwachukwu, B.J. and Rajaratnam, N., 1980. 

Flow and erosion near groyne like structures.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7. Salikov, V.G., 1987. protection of banks and 

roadbeds from erosion on river nips, Hydro-technical 

Construction, 20(10), pp. 575-580.

8. Schmidt, J.C., Rutin, D.H. and Ikeda, H., 1993. 

Flume simulation of recirculating flow computa-

tion near groyne, Water Resources Research, 

29(8), pp. 2925-2939.

9. Thomposon, D.M., 2002. Channel-bed scour 

With high versus low deflectors, J. Hydraulic. 

Eng., 128(6), pp. 640-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