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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near and cross-sectional shapes of the natural river channel are subjected to continuous changes in time and space due to the 

interaction with the flow of water and sediment transpor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patterns of river channel quantitatively for the middle reach of Nakdong River, which has undergone large scale riverbed dredging and 

construction work, as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A series of bathymetry and near-river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obtain 

the detailed terrain information for the study area. The properties related to the linear and cross-sectional characteristics of river channel 

have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filed survey data and analyzed with comparing the survey data obtained in 2012 for the project 

completion. Since there has not been enough time for meaningful terrain change to take place, it was not possible to extract special 

tendency in the degree and aspect of terrain chan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r examinations to the patterns and degree 

of river channel change using the propose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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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측량을 통한 대하천 유로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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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자연하천 유로의 선형과 단면 형상은 유수 흐름 및 유사이송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연속적 변화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대규모 하상 준설과 시설물 공사가 이루어진 낙동강을 대상으로 인위적 변화가 가해진 유로의 형태학적 특성이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살펴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정고령보∼달성보 구간에 대한 수심 및 하천측량을 

실시하고 하도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치와 유로 선형(곡률)을 지표로 4대강살리기 사업 완료 후 지형의 변화양상과 형태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4대강살리기 사업 종료 후 유의미한 지형변화가 발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지형변화의 정도와 양상에서 특별한 경향

성을 추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한 지형특성 및 변화의 양상과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는 바이다.

핵심용어: 낙동강, 수심 및 하천측량, 유로, 형태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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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대하천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을 복원하고 수자원 확보, 홍수 조절 및 생태계를 

이롭게 하며, 또한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토대로 

4대강에는 총 16개의 다기능 보가 건설되었으며, 200년 빈도 

홍수에 대해 대비하고 노후화된 제방을 복구, 홍수 조절을 위

해 대규모 준설을 실시하였다(MOLIT, 2012). 2012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다기능 보에 대하여 여론에

서는 이익과 실에 대해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이익으로 홍수를 적절히 방어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문제점으로는 주로 하천의 흐름

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수리시설물에 의한 침식 및 퇴적 

등으로 하천 환경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요약

하면, 대규모 하천 개수사업 및 수리 시설물의 설치·운영으로 

하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하도 준설 및 대형 

수리 구조물은 하천 흐름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중·

장기적인 하도 변화는 하천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성에 큰 위

협요소가 된다는 것이다(Lyu et al., 2015).

과거 자연 하천에서 하도 지형의 변화는 단순 수리·수문학

적 요인 특성과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했다면, 하천 시설물의 

설치 및 하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계획 하천에서는 준설에 의한 

인위적인 하도 지형 변화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연적 흐름 

특성으로 회귀하려는 복원력에 의한 하도 지형 변화가 복합적

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지속적 하도 지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 지형의 변화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

는 Ripley (1927), Hickin (1974)은 자연 하천에서 시간 흐름

에 따른 하도 지형 형상 변화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고, 

Zimmermann and Kennedy (1978), Falcon (1979), Kennedy 

(1983), Odggard (1981), Odggard and Kennedy (1982)는 하

천 만곡부 운동량 모멘트를 이용하여 흐름과 하상의 관계를 

지형적 요소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Formann 

et al. (2007)은 오스트리아 남부에 위치한 복원된 Drua 강의 사

행 구간 약 2 km에 대하여 현장측정 자료를 다차원 수리 모형에 

적용시키는 최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지형 정보의 품질 및 

경계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ondal et al. (2016)은 강의 

지형 조건에 따른 OCI (Optimum Cross-Section Index)지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횡단면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 인도 벵골 서부에 위치한 Ichamati 강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Ko et al. (2013)과 Kwak et al. (2013)은 정밀 3차원 지형자

료의 지속적인 구축은 하상변동 등과 같은 하천의 운영 및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였다. Song (1992)과 Song et al. 

(1994)은 자연하천에서 하도 사행으로 인한 만곡부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금강, 섬강, 전주천에 적용한 바 있으며,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Lee et al. (2003)은 횡단면 유형, 

재료, 폭, 구조물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각 점수 배점에 따른 

등급을 나누어 하천 관리 목적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하천 시

설물 설치 및 하도 정비 후의 지형 변화를 지속적인 현장 측정

을 통해 비교·분석한 연구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측정된 준공 측량성과(MOLIT, 

2013)와 본 연구에서 측정된 2013년, 2015년, 2017년(Lyu et 

al., 2017)에 정밀하게 측정된 횡단 측정 자료와의 비교를 통

해 대규모 하천 개수사업 및 수리 시설물 설치·운영 이후의 하

도 지형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정밀 횡단 측정 결과와 3차원 

지형정보의 비교를 통해 하도 지형의 미시적 구조가 일부 상

이하게 측정된 부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하천 하도에 지형

학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기하학적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

해 정량적으로 하도 지형 변화 양상의 확인 및 효율적인 하천 

관리 방안의 보조 지표 제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구간, 지형 측정, 지형학적 분석 기법

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구간에 대해 측정과 

관련하여 지형 측량 기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2) 측정된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3) 하천의 지형학적 분

석을 위한 기하학적 분석 기법에 관해 기술하였다.

2.1 연구대상 구간 및 지형측정

2.1.1 연구대상 구간

연구대상 구간(Fig. 1)이 속해있는 낙동강 유역은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제2의 하천이다. 유역면적은 남

한 면적 25.9%인 23,384.21 km2, 유로 연장은 510.36 km 이다

(MOLIT, 2013). 대상 구간(Fig. 1(a))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에서 하류 방향 약 20 km 구간으로 상류부에는 강정고령보와 

금호강 합류점이 위치하고 하류부에는 달성보가 있다. 강정

고령보 하류부와 금호강 합류부에는 하중도와 달성습지가 위

치하고 달성보까지 총 3번의 만곡을 이루는 복잡한 지형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Kwak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Fig.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상구간 하천

기본계획(MOLIT, 2012)에 고시된 40개 측선 상 횡단면에 대

한 기하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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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형측정 및 3차원 지형 구축

기존 홍수터 및 하도 측량은 지형측량으로 평면측량, 수준

측량,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위치결정 방법을 통해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 함은 물론, 

하천의 등급이 낮아질수록 이용 가능한 값들은 제한적이다. 

또한 하도 지형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지역의 하상 지형정보 취득 시 상당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

며 하도의 지형도 작성 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하폭이 넓은 하천의 종·횡단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하상 및 계

획측량단면의 종방향으로의 해상도 및 정확도와 측량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만곡이 심한 하천의 경우 거리별 횡단자료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지형 보간 단계에서 복잡한 과

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천의 최심선 등 상세한 지형정보를 구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한 3차원 지형 공간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Sokkia사의 GRX1을 이용하여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측위 방법의 RTK (Real-Time Kinematic) 

방식을 이용하여 홍수터(Fig. 2(a))를 측량하였으며, 주수로

는 Sontek사의 M9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를 이용(Fig. 2(b))하고 수심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하상에 

대한 정밀한 3차원 지형정보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홍수터 

및 하도에 대하여 3차원 지형도를 구축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지형자료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주수로의 측정방법은 ADCP를 보트 측면에 장착 후 보트

로 인한 조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였

으며 하도 내의 측량 간격은 종방향으로 약 20∼30 m 를 유지

하도록 실시하였다. ADCP의 위치 결정은 RTK 측위 방법을 

이용하였고 하상 자료의 표고를 산출하기 위해 강정고령보 

하류 수위, 화원 수위관측소, 고령교 수위관측소, 달성보 상류 

수위 자료(Fig. 1(a))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2 측정 자료의 적합성

연구대상 구간의 분석을 위해 측정성과를 살펴보면  대하

천 사업 이후, 2012 (MOLIT, 2013)성과와 금회측정 성과 2013

년, 2015년, 2017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은 수심측량, 육상측량, 대

횡단 측량으로 나눌 수 있고 수심 및 육상 측량은 하도 준설량

을 확인하기 위해 하천종단 20 m 간격으로 구분하여 측량한

다. 또한, 이전 하천기본계획의 제방 측점과 동일한 지점에 대

한 대횡단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대횡단 측량은 하도 준설량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닌 하천종단 500 m 간격의 측선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함이다(MOLIT, 2013). 하지만 MOLIT 

(2013)에서는 육상 및 수심, 대횡단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사용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지형 및 횡단

을 제작하였다. 대횡단 측량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하

(a) Study area (b) Study area and cross sections

Fig. 1. Index map of study area

(a) Flood Plain (b) Main Channel

Fig. 2.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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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정 간격이  20 m 임에도 불구하고 Figs. 3 and 4, Tables 

1 and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 측정성과와 국부적으로 

다른 구간이 나타나지만, 정성적인 하천의 형태는 잘 일치하

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대표적인 단면 Figs. 3 and 4의 No. 326, 

No. 335에 대하여 형상변화 양상을 비교하고 국부적인 변화

를 극대화하기 위해 x축 주수로 하폭에 대해서는 최대 하폭 

거리(Max width)로 나누어 표기 하였고, y축은 관리수위 EL. 

14 m로 각 지점의 수심(Depth)을 나누어 각각 무차원하여 

Tables 1 and 2에 도시하였다. No. 326은 측정연도 2012년 대

비 각 연도별로 약 4∼6% 감소, 좌측 면적은 약 4∼9% 감소, 

우측 면적은 3∼6% 감소, 주수로의 하폭은 약 1% 감소, 좌안

으로부터 주수로 하폭 중심까지의 거리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 335는 측정년도 2012 대비 각 년도 별로 약 5% 

가량 감소, 좌측 면적은 약 7∼9% 감소, 우측면적은 약 4% 감

소, 좌안으로부터 주수로의 하폭은 약 1∼2% 감소, 주수로 하

폭 중심까지의 거리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자별 

최대 10% 안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하천 횡단 

형상이 국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 성과는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측정 성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홍수터

와 하도를 측정해왔으며 현재에도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 본 

측정 성과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지형 측정 및 횡단 추출에 대

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모든 성과에 대해서 지형 비교 및 기하

학적 특성 결과를 도출하였다.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이후 2012년(MOLIT, 2013)과 2017년 

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에 관해서만 기술하였다.

2.3 기하학적 분석

하천에서 주수로는 물이 흐르는 구간으로 하도라고도 일

컬어진다. 예로부터 하천을 인위적으로 준설 및 수리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요인과 자연적으로 하천의 변화하는 양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

한 하천에 대하여 지형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으로 기하학적 특성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기하학적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Fig. 5와 같이 대상 구간의 횡단면에 대하여 각각의 물리적인 

성분요소의 값을 산정하였다. 횡단면의 기준이 되는 수위의 

표고는 대상 구간의 관리수위 EL. 14 m 로 일괄적으로 적용하

였으며 각각의 횡단면에 주수로 하폭의 중심선(), 미소 면적

(), 미소 면적 도심(), 중심을 기준으로 한 미소 면적 도심

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였다. 주수로 하폭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의 총면적, 우측의 총면적을 산정하여 시계방향(좌

안)을 양(+)으로 하는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도심

을 산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도 지형 측정성과는 지형 

변화 및 수위의 변동에 따라 단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Fig. 3. Comparison of surveyed profiles (No. 326)

Table 1. Cross-sectional properties (No. 326)

Type
Measurement year

2012 2013 2015 2017

Total Area (m2) 2,879.5 2,718.4 2,707.6 2,763.2 

Area of Left Side (m2) 1,408.1 1,329.9 1,278.4 1,356.1 

Area of Right Side (m2) 1,471.4 1,388.6 1,429.2 1,407.1 

Width (m) 356.5 354.3 349.3 352.7 

Distance from left bank to 

center of width (m)
405.1 407.5 405.4 405.2 

Fig. 4. Comparison of surveyed profiles (No. 335)

Table 2. Cross-sectional properties (No. 335)

Type
Measurement year

2012 2013 2015 2017

Total Area (m2) 4,000.1 3,780.7  3,805.2  3,747.9  

Area of Left Side (m2) 1,890.6  1,764.4 1,755.3 1,712.3 

Area of Right Side (m2) 2,109.6  2,016.2 2,049.9 2,035.7 

Width (m) 596.8  592.9 597.7 587.3 

Distance from left bank to 

center of width (m)
377.1  375.4 377.6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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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 및 분석으로 단면 1차 모멘트를 단면적

의 비로 나누어 주면 하도 지형 단면의 기하학적 중심인 도심

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하도 중심선을 기준으로 연도

별 측정성과의 단면적 중심의 위치를 계산하여 편향을 확인할 

수 있다(Seo, 2018).

본 연구에서 곡률을 산정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제방 측점

을 기준으로 하는 주측선 횡단면 3지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

는 원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곡률을 산정하였다.

 


 

 
  


 

 
 (1a)

  





 


 
 (1b)

  





 


 
 (1c)

Eq. (1a)와 Eq. (1b), Eq. (1c)을 연립하여 Eq. (2)와 같이 나

타내어 의 좌표를 산정하고 이를 대입하여 의 좌표를 산정

한다.




 

 
 

  
 


 (2)

따라서, 아래와 같은 원의 방정식 Eq. (3)을 이용하여 반지

름 을 산정할 수 있다.

 
 

  
  (3)

여기서, 은 Fig. 6의 반지름이 된다.

곡률은 원의 휘어짐의 정도를 수치화 한 것으로 정의되며, 

Eq. (4)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곡선의 곡률이며, 

은 원의반지름이며, 시계방향을 양(+)으로, 반시계방향을 

음(-)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성과 비교 및 고찰

2장의 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대상 구간의 횡단

면 40지점(No. 363: 상류∼No. 324: 하류)에 대한 단면의 기

하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용된 자료는 앞 절에서와 같이 

2012년 자료와 2017년 자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항목은 총 

8개로 총면적(좌안측과 우안측 면적 합), 좌안측 면적(Area 

of Left Side), 우안측 면적(Area of Right Side), 주수로 하폭

(Width), 도심(Centroid), 곡률(Curvature), 단면 1차 모멘트

(First Moment of Area), 단면 2차 모멘트(Second Moment of 

Area)로 구분된다. Fig. 7에 8개의 항목을 모두 도시하였으며 

그림 좌측이 횡단면의 좌안, 우측이 우안이 된다. 중앙부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제외하고 0을 기준(주수로 하폭의 중심)

으로 하였다. 실선은 주수로의 하폭(Width)이고 상자 표식

(Symbol)은 좌안 및 우안의 면적이다. 길이의 단위인 주수로 

하폭 및 도심은 상부 측의 하폭(Width) 축에 해당하고 단면의 

면적은 하부 측의 면적(Area) 축에 해당한다. 대상 구간의 횡

단면 기점(No. 363) 이후 에서부터 화원 수위관측소(No. 357) 

이전 지점까지는 좌안 측으로 하중도와 금호강 하도, 습지가 

위치하고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하폭과 단면적

이 하류 횡단면보다 작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Fig. 7에서

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값 대비 나머지 값들을 정성적으로 비

교할 수 있으며 Table 3에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값들을 측정 

성과에 따라 분류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Fig. 7과 

Fig. 5. Schematic for geometric properties of channel cross-section

Fig. 6. Schematic for curvatur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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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 단면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두 측정 성과 모두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나 No. 362과 No. 336, No. 345 단면에

서는 많은 차이(약 15%)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측정 성과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자료에서 미결측 자

료가 포함되어 본 측정 성과와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으

로 도출되었다. 각 단면별 면적은 평균 약 2%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측정 결과가 잘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과 2017년 자료의 비율을 평균적인 차이로 보면 좌

안 및 우안의 면적은 약 2%, 주수로 하폭 약 1%, 좌안으로 부터

의 주수로 하폭 중심까지의 거리 약 1%, 하천 중심으로부터 

단면의 도심까지 거리 약 5%, 단면 1차 모멘트 약 5%, 단면 

2차 모멘트 약 5% 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면적

(a) 2012 year (b) 2017 year

Fig. 7. Geometric properties for eac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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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대하천의 특성상 주수로 폭이 약 400∼ 500 m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단면이 바뀌거나 수심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면 그 면적의 오차는 크게 표현되므로 이러한 부

분은 결과 도출에서 감안해야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Table 3. Comparison of geometric properties from 2012 & 2017

Section 

No.

A (m2) AL (m
2) AR (m2) B’ (m) CL (x) d (x) Gy (m

3) Iy (m
4) k

2012 2017 2012 2017 2012 2017 2012 2017 2012 2017 2012 2017 2012 2017 2012 2017 2012 2017

324 3,643 3,517 1,644 1,594 1,999 1,923 469 466 380 385 17 15 61,777 52,060 47,584,850 44,688,308 

325 3,296 3,282 1,549 1,633 1,748 1,649 389 411 416 427 2 -5 6,427 -16,060 28,465,879 29,870,613 -0.00065 -0.00061 

326 2,880 2,763 1,408 1,356 1,471 1,407 356 353 405 405 3 2 8,904 6,245 24,056,055 22,038,515 0.00010 0.00010 

327 2,793 2,766 1,326 1,321 1,468 1,445 338 340 420 419 7 7 19,328 19,198 21,429,999 20,774,868 0.00031 0.00033 

328 3,243 3,083 1,764 1,601 1,479 1,482 424 408 468 460 -12 -5 -38,792 -14,353 33,457,805 29,021,627 0.00093 0.00106 

329 2,916 2,762 1,355 1,289 1,560 1,473 340 336 508 509 10 9 28,948 24,200 22,826,761 19,724,969 0.00051 0.00033 

330 2,852 2,810 1,076 1,043 1,776 1,766 290 307 568 560 24 24 67,837 68,065 17,973,361 16,937,557 0.00159 0.00164 

331 3,564 3,562 1,845 1,895 1,719 1,667 455 468 526 520 -5 -8 -17,719 -27,363 52,231,522 53,525,355 0.00036 0.00030 

332 4,028 3,881 2,565 2,355 1,463 1,526 587 598 491 486 -50 -41 -202,241 -157,817 77,658,040 70,641,894 0.00100 0.00102 

333 3,952 3,862 2,316 2,239 1,636 1,623 530 540 360 355 -27 -27 -107,125 -102,985 71,367,902 70,149,943 0.00032 0.00037 

334 4,068 3,877 2,507 2,359 1,561 1,519 576 574 368 361 -43 -37 -174,135 -144,199 87,463,678 82,051,813 -0.00015 -0.00026 

335 4,000 3,748 1,891 1,712 2,110 2,036 597 587 377 373 14 18 56,868 67,532 81,679,161 72,719,853 0.00008 0.00017 

336 3,508 3,046 1,386 1,126 2,122 1,920 610 604 368 367 40 42 138,804 127,524 76,269,745 58,104,335 -0.00004 0.00001 

337 3,340 3,115 1,327 1,171 2,013 1,944 547 546 580 579 30 37 98,627 114,215 62,001,549 55,300,593 0.00023 0.00022 

338 2,863 2,856 1,386 1,377 1,477 1,479 507 483 532 536 10 10 29,624 27,882 34,431,571 32,665,633 -0.00013 -0.00029 

339 2,223 2,119 1,244 1,184 980 935 272 272 491 491 -9 -9 -20,392 -18,509 9,414,755 8,917,045 -0.00014 0.00000 

340 2,493 2,426 1,166 1,121 1,327 1,305 308 312 447 444 7 8 17,883 20,183 17,582,367 16,963,009 0.00043 0.00037 

341 2,857 2,767 1,261 1,174 1,597 1,594 419 418 415 416 7 11 20,638 30,479 28,366,995 26,647,973 -0.00089 -0.00071 

342 2,618 2,576 1,105 1,170 1,513 1,407 449 423 374 387 16 6 40,604 15,159 29,974,304 27,360,761 -0.00123 -0.00144 

343 2,404 2,365 911 866 1,493 1,499 370 371 400 400 28 30 67,236 70,001 22,395,632 20,898,012 -0.00016 -0.00009 

344 2,220 2,247 689 689 1,531 1,559 284 274 380 385 33 30 73,279 68,478 11,299,110 10,611,309 -0.00025 -0.00016 

345 2,393 2,461 975 1,120 1,417 1,341 397 445 425 445 23 8 55,714 20,021 24,002,113 23,435,009 -0.00012 -0.00025 

346 2,365 2,368 1,151 1,122 1,214 1,245 395 384 383 376 5 8 10,749 19,192 20,095,604 20,450,166 -0.00002 0.00002 

347 2,250 2,211 903 925 1,348 1,286 345 340 293 295 24 19 53,003 41,826 15,767,061 15,035,552 -0.00009 -0.00006 

348 2,669 2,683 1,418 1,395 1,251 1,288 468 465 335 334 -8 -5 -21,676 -14,281 29,509,883 29,666,272 -0.00018 -0.00016 

349 2,667 2,963 1,599 1,818 1,068 1,144 583 632 388 415 -27 -32 -72,224 -93,953 39,282,345 62,925,726 -0.00070 -0.00075 

350 3,035 2,769 1,255 1,294 1,781 1,475 617 589 614 627 47 28 143,260 76,275 67,087,098 52,879,572 0.00047 0.00049 

351 2,866 2,797 1,426 1,385 1,440 1,411 530 528 626 626 0 1 1,073 1,789 47,942,298 45,208,701 0.00080 0.00078 

352 2,973 2,711 1,106 1,033 1,867 1,678 578 581 498 493 39 39 115,888 105,636 64,538,005 59,143,739 -0.00006 -0.00005 

353 2,475 2,369 1,314 1,332 1,161 1,037 402 411 356 366 -4 -12 -10,602 -28,637 29,275,812 27,237,632 -0.00011 -0.00009 

354 2,009 1,965 1,141 1,102 867 863 457 451 545 542 -8 -12 -16,177 -23,892 21,249,557 21,171,004 -0.00006 -0.00007 

355 2,584 2,352 1,314 1,166 1,270 1,186 544 529 400 396 -5 1 -12,928 1,727 37,132,288 32,284,042 -0.00069 -0.00070 

356 1,817 1,748 863 1,025 954 723 352 356 524 524 1 -17 2,355 -30,017 15,034,555 12,880,113 -0.00160 -0.00161 

357 2,239 2,262 1,246 1,220 993 1,042 452 469 243 234 -20 -18 -44,006 -40,982 27,797,876 30,702,894 -0.00017 -0.00013 

358 1,623 1,682 925 961 698 721 284 285 790 790 -11 -11 -17,871 -18,417 8,574,510 8,723,101 -0.00032 -0.00037 

359 1,331 1,460 895 888 436 572 289 301 1,048 1,032 -30 -17 -40,130 -24,438 7,099,780 7,704,851 -0.00070 -0.00065 

360 1,548 1,597 859 851 689 746 305 321 1,156 1,143 -9 -1 -13,700 -2,127 10,768,554 11,198,909 0.00011 0.00009 

361 1,814 1,664 1,067 896 747 768 387 398 1,098 1,091 -17 -10 -31,491 -15,824 18,670,791 16,661,263 0.00015 0.00021 

362 1,328 1,604 623 723 705 881 335 333 1,024 1,023 6 9 8,045 14,484 10,714,371 10,874,536 -0.00021 -0.00029 

363 2,274 2,415 1,058 1,164 1,216 1,251 449 484 809 826 13 7 30,166 16,373 31,602,308 35,751,775 

※ A : Total area, AL : Area of left side, AR : Area of Right side, B’ : Width, CL : Center Line, d : Distance from center line to centroid, Gy : First moment of area, 

    Iy : Second moment of area, k :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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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a)의 그림에는 No. 345 측선을 도시하였다. 2012년

도 측정 성과에는 좌안으로부터 주수로 우안까지의 거리를 

625 m 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그림(Fig. 8(a))에서 볼 수 있듯이 

측선이 주수로 우안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측

정되지 못한 결측 자료(Missing data)가 2012년 측정성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해 고찰

하면 당시의 위성사진 Fig. 8(b)을 보면 대하천 사업 준공 당시 

하안으로 둔치와 지류 유입의 물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현

재 Fig. 8(c)는 둔치가 없어지고 지류 폭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8은 대표적인 단면으로 도시하였다. 대체적으

로 일부 단면을 제외하면 본 연구의 측정 성과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Fig. 7과 Table 3에서 큰 값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앞 절에서의 경우라 사료된다. 이렇기 때문에 측정이 

잘 못된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도 지형이 변화하였거나 인

위적인 준설이 추가적으로 이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 분석

앞 절에서는 두 측정 성과를 비교하고 단면의 불일치 부분

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2012년도 자료를 제외

한 2017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 분석

을 수행하였다. Table 3의 8항목(총면적, 좌안 면적, 우안 면

적, 주수로 하폭, 좌안 제방으로부터의 주수로 하폭 중심까지 

거리, 도심,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7(b)은 2017년 측정 성과에 대한 단면의 특성 분포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상류 구간에서부터 하류 구간으로 갈수

록 단면적은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No. 363에서 No. 357 구간 이전까지 하중도, 금

호강 합류점, 습지가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주수로 구간이 하

류보다 면적이 작고 하폭이 좁게 도출된 이유는 본류의 특성

을 파악하고자 외측 구간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주수로의 

흐름은 상류로부터 하류로 총 3지점의 만곡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곡률의 변화는 10회 가량 회전 반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수로 하폭 구간을 기준으로 단면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에서부

터 나오는 오차로 보인다. 오차의 큰 이유로 보이는 점은 낙동

강하천기본계획(MOLIT, 2013) 수립 당시, 제방 측점을 대하

천 사업 이전과 동일 한 지점을 선택한 오류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업 이전의 대상 구간 상류에는 수중보만이 위치

하고 인위적인 대형 수공구조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천을 

자연 하천으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사업 이후에는 대규모 다

기능보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설을 통해 하천 환경이 

완전히 바뀜에도 불구하고 횡단면의 기준이 되는 제방 측점을 

변경하지 않음으로 주수로의 흐름을 반영한 곡률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2012년

과 동일한 제방 측점을 사용한 문제점으로 부터오차가 포함되

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Fig. 9와 같이 곡률과 지형 인자들의 

산점도를 통하여 그 관계를 정성적으로 추론하고자 도시하였

다. Fig 9(a)는 곡률과 전체면적과의 관계, Fig. 9(b)는 곡률과 

좌안 면적과의 관계, Fig. 9(c)은 곡률과 우안 면적과의 관계, 

Fig. 8(d)는 곡률과 좌안 제방에서부터 주수로 하폭의 중심까

지 거리 관계, Fig. 9(e)는 곡률과 도심과의 관계, Fig. 9(f)은 

곡률과 주수로 하폭과의 관계, Fig. 9(g)는 곡률과 단면 1차 모

멘트의 관계, Fig. 9(h)는 곡률과 단면 2차 모멘트의 관계를 도

시하였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전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하천의 만곡 특성을 기하학적으

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이용하여 정성적 변

화에 따른 곡률을 추론하였다. Fig. 6에서 상류부 No. 363에서 

No. 353지점까지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이후부터 No. 349

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첫 번째 만곡이 끝

나는 변곡점이라 판단된다. 변곡점은 수학적으로 단면의 기

울기가 바뀌는 구간이며 흐름이 바뀌는 구간으로 보아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선부를 지나 No. 349 구간에서부터 다

시 2번째 만곡부가 시작되는데 단면 2차 모멘트 또한, No. 349 

지점부터 현저히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후부터 직선

부가 시작되고 값도 커지며 3번째 만곡이 시작되는 No. 334 

지점부터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면 2차 모멘트로는 하천의 사행

도 판별에 근접한 이론 제시할 수 있지만, 곡률을 이용하여 사

행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

(b) Satellite map (2012)

(a) Section No. 345 (c) Satellite map (2017)

Fig. 8. Geomorphological features on section No.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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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수로 흐름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임의

의 횡단면을 구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

상 구간 상류 구간에는 금호강 합류점이 위치하는데 Fig. 1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금호강하천기본계획(MOLIT, 2010)에는 

하중도 시작부에 합류점으로 표기되어있다. 하지만, 낙동강 

주수로 흐름상 하중도 좌측에는 금호강의 흐름이 더 지배적이

고 현장 측정 당시에도 낙동강 본류 흐름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금호강 합류점은 낙동강 횡단면 

No. 357∼No. 358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는 현장 측정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중도 좌측 부는 

본류에서 분석에서 제외한바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하천 하도의 선형 및 단면의 형태학적 특

성을 파악하고 기하학적 특성치들을 활용한 하도의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강정고령보∼달성보 구간을 대상으로 수심 및 

하천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하천 하도의 형태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강정고령보∼달성보 구간을 대상으

로 음향측심기와 RTK-GPS를 이용하여 수심 및 하천구역에 

대한 3차원 정밀 지형 공간정보를 취득하였다. 대하천사업 종

료 후인 2013년부터 2년 간격으로 대상 구간에 대한 3차원 지

형 공간정보를 취득하였다. 실측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2012

년 대하천사업 준공성과와 비교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준공

성과 상의 일부 구간에 대한 지형의 왜곡 및 결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구간에 대한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하류단(달성

보) 관리수위(EL. 14 m)를 적용하여 유로단면을 설정하고, 설

정된 유로단면을 기준으로 하폭, 면적, 도심, 단면1, 2차 모멘

트 등의 기하학적 특성치들을 산정하였다. 또한 설정된 유로 

단면을 기준으로 대상 구간 내에 위치하는 하천기본계획 측선

별 유로중심선과 유로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로선

형과 각 구간별 곡률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선형 및 단

면 특성 인자들과 상관관계 등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단방향으로 유로선형의 변화(곡률)와 단면의 기하학

적 특성 간의 특별한 경향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하천기

본계획 상의 측선이 제방 및 육역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유로의 형상이나 유수 흐름과 직교하지 않고 선형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로 단면별 기하학적 인자

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하천 유로의 형상 특성과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다만, 대하

천사업 종료 이후 유의미한 지형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아직 충

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만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a) total area (A) (b) left side area (AL) (c) right side area (AR) (d) centerline location (CL)

(e) distance to centroid (d) (f) channel width (B’) (g) 1st moment of area (Gy) (h) 2nd moment of area (Iy)

Fig. 9. Relationship between curvature and geometr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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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형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적절하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준공성과 등 기수행 성과들은 기본계획 

측선에 대한 대횡단측량을 통한 성과로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

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공간 해상도가 낮고 범위도 좁아, 실제 

지형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대하천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제시한 방법에 의한 측량 및 유로변화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 대상 구간에 대한 정기적인 측량 

및 분석을 통해 대하천 사업 이후 유로변화 및 자연화 과정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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