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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a physical habitat model, River2D, is useful to assess and design stream restoration. To achieve 
the aim, the habitat suitability for Zacco Platypus was analyzed using River2D at midstream of the Anyang-Cheon through 
modifying the low flow channel and changing the flow discharge. The River2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habited 
environment for Zacco Platypus is improved by increasing the sinuosity of the low flow channel, and vice versa. Also the 
inhabited environment for Zacco Platypus gets worse when there is no additional flow for maintenance water supply at the 
stream flowing through cities. In this respect, the physical habitat simulation study based on the River2D model is useful 
because it provides a practical guidance in designing stream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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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흔히 말하는 하천의 3  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  기능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하천의 생

태 , 경 , 친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  기능의 요

성이 증 되고 있다(Kang et al., 2011). 이에 부응하여 

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심 하천을 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

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때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목

표 지표  하나로 깃 종을 선정한다. 개 깃 종으로 

어류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류의 복원을 해 하천

의 물리  구조를 변경한다. 어류 서식처와 련된 하천의 

물리  구조는 주로 수로 구조 변경에 국한될 수 있으며, 
특히 평면구조는 수로의 사행을, 종단구조는 소･여울 구

조를 변형함으로써 어류 서식처를 개선할 수 있다. 환경부

가 발간한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MOE, 2011)를 보면 

‘자연형 여울과 소의 설계는 자연하천의 여울과 소의 구조

를 모방하는 것이다’라는 기본 제하에 Fig. 1과 같이 략

인 수로의 평면  종단구조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즉 여울의 간격은 일반 으로 수로 폭의 4~6배 정도

가 합하며 여울은 통상 자연하상 경사보다 30~50 cm 
에 치한다. 한 수로 사행 장은 수로 폭의 8~12 
배로 한다. 물론 이러한 기 을 일률 으로 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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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 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지침서

에서는 빼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침서에서도 지 했듯이 

‘ 장여건’을 감안하는 것이 가장 요한 이기 때문에 생

태하천복원사업 실시 설계시 강의 범  신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즉 해당하천의 수로 구조를 보

다 구체 으로 설계할 방법론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로의 물리구조 변경에 있어서 어류 

물리서식처 모형이 하나의 평가, 는 설계 도구(tool)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2차원 어

류 물리서식처 모형인 River2D를 분석도구로 사용하 으며,

Fig. 1. Design of Pool and Riffle (MO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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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가 2012년에 완료된 안양천

(Gunpo-si, 2012) 지방하천 구간  구군포교 상류에서 당

정천 합류 직 까지를 상하천으로 삼아 수로 변형이나 

유량 변동에 따른 어류 서식처의 합도를 평가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차원 물리서식처 모형인 River2D는 

최근 들어 어류 서식처 평가를 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Oh et al. (2008)은 피라미를 상으로 서식하기에 최 인 

유량을 산정하기 해 1차원 서식처 모형인 PHABSIM과 

함께 River2D를 이용한 바 있다. Kang et al. (2010)은 달천

의 괴산  하류 구간에서  발 방류로 인한 피라미의 서

식처 변화를 River2D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하류 하천의 생물서식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류조건

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Oh et al. (2010)은 강의 지류에

서 보(weir)를 설치하거나 하상에 인공 소(pool)를 조성하

을 경우 피라미의 서식환경의 변화를 River2D를 통해 살펴

보았다. 그들은 이 경우에 보는 서식처 확 를, 인공 소는 

서식처 감소를 가져온다고 결론 내렸다. Roh et al. (2011)은 

섬진강 본류에 River2D를 용하여 생태학  하천유지유량

을 산정한 바 있다. Lee et al. (2014)은 홍수로 인한 하도변

형이 생겼을 경우 피라미의 물리서식처의 변화양상을 연구

하 는데, 이동상 모의를 해 River2D 신에 CCHE2D를 

이용하여 수리분석을 수행하 다.
이외에 River2D는 자연하도에서의 물리서식처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구조물의 하나인 어도 효율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Lee et al. (2012)은 강 백제보에 설치된 

자연형 어도(by-pass fishway)내의 서식 환경을 수리모형실

험  River2D를 통해 평가하 다. 그 결과 River2D로 계

산된 수심값이 수리모형 실험치에 근 하게 모의됨을 보

고, 상어종이 피라미인 경우 어도 폭을 늘이는 것이 산

란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하 다. Baek et al. (2013)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설치된 자연형 어도의 입･출입구 주변부의 

수리 특성을 River2D로 모의하여 피라미가 어도로 잘 유입

되는지 여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어도의 유인이나 유입

효율 분석에 물리서식처 모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 다. 이처럼 River2D는 유량이나 하도 변형에 따른 서

식처 변동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상 하천도 4
강과 같은 규모 하천에서 자연형 어도와 같은 소규모 인

공수로까지 범 하게 용되고 있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물리서식처 모형

River2D는 유한요소모형을 사용한 2차원 물리서식처 모

형으로 수리학  분석에는 식 (1)의 수심 평균된 연속방정

식과 식 (2)와 같이 x, y 방향의 운동량방정식을 지배방정식

으로 사용한다(Steffler and Blackbur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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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수심,  와  는 각각 x 와 y 방향의 수심평균 

유속, 와 는 상 유량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a)

  (3b)

한 g는 력가속도, 는 물의 도, 와는 x 와 y 방

향의 하상경사, 와 는 각각 x 와 y 방향의 마찰경사

이다. 그리고  , ,  , 는 각각 법선(normal)  

단(shear)응력을 나타낸다. x 방향의 마찰경사는 다음 식과 

같이 수심 평균된 유속의 함수로 가정한다.

 








 (4)

여기서, 는 x방향으로의 바닥 단응력이고 는 Chezy 

계수이다. Chezy 계수는 정상등류상태에서 식 (5)과 같이 

조고(roughness height) 나 Manning계수( )의 함수로 치

환하여 표 할 수 있다(Henderson, 1966).

  log
 


 (5)

이처럼 Manning의 조도계수, 는 조고가 본 모형의 매

개변수  하나이다. x 축 평면에 작용하는 난류 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6)

여기서 는 와 성계수로서 본 모형의  다른 매개변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세 항으로 구성된다.

   



 








 




  (7)

여기서    는 사용자가 흐름 상황에 합하게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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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abitat Suitability Criteria Attributes for a Habitat Cell.

계수이다. 이상과 같은 River2D의 수리동역학  모형은 자

연하천에서 부정류와 부등류 모의에 용할 수 있으며, 상
류  사류 등의 흐름도 모의 가능하다.

River2D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을 크게 나 어 보면 

River2D_Bed, River2D_Mesh, River2D_Habitat 등이다. 
상하천의 지형자료를 입력하여 bed 일을 만든 후 이를 바

탕으로 mesh를 구성하여 유속과 수심과 같은 수리량을 계

산한다. 계산된 수리량을 바탕으로 어류 서식 합도를 평

가할 수 있다(Oh et al., 2008). River2D 모형을 통해 계산되

는 어류의 서식처 합도는 물리서식처 모의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가 가용면 (Weighted Usable Area: WUA)에 근거

하여 산출된다. WUA는 상어종의 특정 성장단계별, 서식

처특성별로 주어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순수 합도(net 
suitability)에 한 하나의 지표이다. 즉 WUA가 크다는 것

은 그만큼 상어종의 서식처  활동 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WUA는 각 에서 평가되어지는 복합서식처 

합도 지수( )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복합서식처 합도 

지수( )는 유속･수심･하상지수에 한 서식처 합도 기

을 조합하여 산정한다. 산정방법에는 곱셈방법, 기하평균 

방법, 최소치 방법 등이 있으며, 그  곱셈방법은 최  상

태인 지수 1.0의 경우에만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Baek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곱셈방법을 용하여 복합 서

식처 합도 지수를 산정하 고, 그 과정을 Fig. 2에 개념

으로 도시하 다. 최종 으로 River2D 모형은 입력된 복합

서식처 합도 지수( )에 맞춰 WUA를 각 셀에 해 계산

하는데, 여기서 WUA는 셀 면 ( )에 복합서식처 합도 

지수( )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Fig. 2 참조).






 ×  (8)

여기서 는 셀의 면 이다.

2.2. 모형의 용

Gunpo-si (2012)는 안양천 지방하천 구간에 생태하천복원

Fig. 3. Reach of Stream Restoration in Anyang-Cheon.

Fig. 4. Discharge of Maintenance Flow.

사업을 한 기본  실시 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이 보고

서에 따르면 시가화  비 오염원으로 인하여 오염된 안

양천의 수질 정화기능, 자정능력을 향상하여 하천이 생태계

로서의 기능과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태하천복원을 통하여 

주민에게 여가활동 휴식공간, 친환경 인 하천경  제공을 

통한 도시 생태환경의 질 향상이 사업의 목표이다. 생태하

천복원 사업의 공간  범 는 안양천 지방하천 약 2.45 km 
구간이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물리서식처 모형

인 River2D를 Fig. 3에서 보듯이 구군포교 상류에서 당정

천 합류 직 까지의 약 800 m 구간에만 용해 보았다. 그 

이유는 심 구간 내에 유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

로의 선형을 변형하 을 경우, 어류 물리서식처의 증감유무

를 확인해 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Fig. 4의 사진

에 표시하 듯이 구군포교 상류지 에서 유지유량 확보를 

해 하류로부터 압송된 하수처리수를 약 15,500 m3/day의 

유량으로 방류하고 있다(Gyeonggi-do, 2006). 격한 유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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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인이 있으므로 이 지 을 상류 경계조건으로 지정하

다. 하류 경계조건은 다른 지천의 유입이 없어야 하므로, 
당정천이 유입되기 직 의 지 을 삼았다.

Gunpo-si (2012)는 해당 구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 

수립시 깃 종으로 몰개와 긴몰개를 선정하 다. 그 이유는 

지 조사시 사업구간에서는 찰되지 않았으나, 안양천 

체구간에는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세계

에서 한민국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찰되지 않는 종을 연구

상으로 삼기보다는 다수 서식하는 어종의 특성을 분석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단하에 본 구간의 우 종인 피

라미를 상으로 수로 변형과 유량 변동에 따른 서식처 

변동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River2D로 모의를 수행할 역의 계산격자

를 도시하면 Fig. 5와 같다. 모의 구간의 길이는 약 800 m
이며, 하천 지형자료는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실시설계 보고서(Gunpo-si, 2012)를 따라 입력하 다. 상류 

경계는 하류로부터 압송된 하수처리수의 방류지 을, 하류

경계는 당정천 합류 직  지 을 삼았다. 모의 유량조건은 

산란을 해 피라미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철, 즉 수기 

유량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구간

이 지방하천 구간이라 연속 수  내지 유량자료가 무한 

계로 수량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9일에 해당 하천의 구군포교 직상류 지 에서 

직  유속  유량을 측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상류단 

유량을 0.22 m3/s로 할당하 다. 하류단 수 는 유량 측

일과 같은 날 시흥 수 측소의 수 를 기  수 로 삼아 

HEC-RAS 모의로 EL 31.6 m 를 부여하 다.
앞서 기술하 듯이 River2D의 매개변수는 조도계수( 는 

조고)와 와 성계수이다. 와 성계수는 물리  함의를 갖기

보다는 수치  안정성에 련되므로 default값 사용을 권장

하고 있다(Steffler and Blackburn, 2002). 반면 조도계수는 

유속의 크기와 분포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이므

로(Henderson, 1966), 실측 유속이나 수  값과 비교를 통

해 변수 검･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9일에 구군포교 직상류지 에서 직  실측한 유속자료

를 통해 Manning의 조도계수를 보정하 고, 그 결과를 도

Fig. 5. Computational Mesh.

Fig. 6. Model Calibration.

시하면 Fig. 6과 같다. 실측 유속과 계산 유속간 오차가 최

소가 되도록 Manning의 조도계수를 조정 결과 n=0.028을 

얻었다. 보정된(calibration) 조도계수치는 검증(verification)
과정을 거쳐야하나 보정에 쓰인 유속 이외의 실측 자료가 

부재하여 이 과정은 수행하지 못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원안의 결과

River2D를 통해 상 구간을 모의한 결과  유속과 수

심을 도시하면 Fig. 7과 같다. 유량를 모의하 으므로 흐

름이 수로에만 집 되고 홍수터로의 흐름은 발생하지 않

았다. 하류로부터 압송된 하수처리수가 방류되는 상류단 인

근에 비교  큰 유속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Fig. 8(a)는 

이상의 계산된 수리량을 바탕으로 가 가용면 (WUA)을 

도시한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피라미의 서식처로서 합

(a) Velocity

(b) Depth
Fig. 7. Simulation Results of Velocity and Depth in Origin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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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abitat Suitability Criteria for Zacco Platypus (Oh et al., 2008; Kang, 2012).

(a) Original Channel

(b) Increasing Sinuosity

(c) Decreasing Sinuosity

Fig. 8. Simulation Results of Weighted Usable Area in Original 
and Alternative Channels.

함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면 압송된 하수처리수가 방류

되는 상류쪽에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에 ･하류쪽으로 갈수록 서식 합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피라미의 유속, 수심, 하천지수에 한 서식 합도 

지수는 Oh et al. (2008)과 Kang (2012) 등의 결과를 참고하

여 Fig. 9를 이용하 다.

3.2. 수로 선형의 변경 결과

다음으로 원안을 기 으로 수로의 종단  평면구조를 

변경하 을 경우 피라미의 서식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

펴보았다. Fig. 5에서 보듯이 상구간은 단면 No. 18~No. 21 
사이에 완만한 만곡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만곡

의 형태를 강화해 보고 두 번째로는 반 로 만곡을 이면

서 수로를 직선화해 보았다.

3.2.1. 만곡의 강화

재의 수로 형상에서 만곡의 형태를 더 강화하기 

해 Fig. 10과 같이 단면 No. 18, 19, 20, 21의 제방  최

심고는 그 로 두고, 수로만 좌안측으로 최 한 평행 이

동하여 보았다. 만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단면을 

통해 새롭게 계산된 가 가용면 을 도시하면 Fig. 8(b)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상 로 변형된 지형자료를 따

라 흐름의 평면형상이 만곡의 외측으로 치우쳐져 나타나고 

있다. 요한 것은 가용가 면 이 원안(Fig. 8(a))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수로 지형을 변화시킨 만

곡부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하류부에서 원안

에 비해 높은 수치의 WUA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결과

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수로의 만곡도를 크게 해 으로 

피라미의 서식처가 확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만곡의 약화

이번에는 반 로 재의 수로 형상에서 만곡의 형태를 

더 약화시키기 해 Fig. 10과 같이 단면 No. 18~21의 제방 

 최심고는 그 로 두고, 수로만 우안측으로 평행 이동

하여 보았다. 직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단면을 통

해 계산된 가 가용면 을 도시하면 Fig. (8c)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변형된 지형자료를 따라 흐름의 평면형상

이 만곡의 내측으로 치우쳐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

가용면 이 원안(Fig. 8(a))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

다. 특히 수로 지형을 변화시킨 만곡부뿐만 아니라 하

류부에서도 체 으로 낮은 수치의 WUA를 보 다. 결과

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수로의 만곡도를 강화시키면 피

라미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작게 해주면 서식처가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유량 감소 결과

앞서 Fig. 4에서 설명하 듯이 구군포교 직상류 지 에서 

유지유량 증가를 해 하류로부터 압송된 하수처리수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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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hannel Modification.

Fig. 11. Simulation Results of Weighted Usable Area without 
Additional Discharge. 

약 15,500 m3 (=0.18 m3/s)로 방류되고 있다. 만약 하수처리

수의 방류가 없고 자연유량만 해당 구간에 흐른다면 피라

미 서식에 어떤 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해 

하수처리수 방류량을 제외한 0.044 m3/s을 상류단 유량으

로 부여한 후 River2D로 가 가용면 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를 도시하면 Fig. 1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유량이 어서 수로의 수면폭도 원안에 비해 상당히 

었으며, 가 가용면 도 체 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심하천에서 유지유량의 증가 없이 은 양

의 자연유량만 존재할 경우 피라미가 서식하기에 합하지 

않는 조건임을 추론할 수 있다. 

4. Conclusion

당 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문제의식은 ‘깃 종의 복

원을 목표로 수로의 종단  평면 구조를 자연하천에 가

깝게 설계하고자 할 때, 재까지 제시된 지침서에는 구체

인 설계기술이 부재하므로 보다 정확한 설계 수치를 제

시할 수 있는 기술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2차원 어류 물

리서식처 평가 모형인 River2D를 수로 설계에 용할 것

을 제안하 다. 그 사례로서 안양천 류지역에 River2D를 

용하여 피라미를 상으로 수로의 물리  구조 변형에 

따른 서식처 합도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수로의 

만곡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 피라미 서식에 보다 더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하천유지유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피라미 서식에 더 효율 이라는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수로의 설계나 유지유량 

값의 결정에 있어서 상하천의 장 여건을 감안하여 

River2D모형을 활용한다면 향후 목표 어종의 복원에 큰 도

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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