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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low characteristics and bed changes with discharge using a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 Nays2DH. The water depth at the outer part of curved channel is formed deeper from the narrow part after 

passing through the curved part. The point bar is developed in the wide section and water depth is shallow in the inside of the 

curved section. The flow is concentrated in the outer pater of the meandering section, which leads to the deep water. In the 

downstream section where the straight line formed, the flow is concentrated at the center of the bed. Alternating deep water 

and shallow places are generated due to the continuous formation of meandering. These characteristics are formed by the 

influence of strong two-stream flow in meandering stream. The dimensionless tractive force is also large in the region where 

the flow velocity is concentrated. However, in the narrow and sharp meandering river reaches, the pattern of bed change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flow velocity and dimensionless tractive force are inconsistent in the narrow and sharp 

meandered reaches due to the strong secondary flow.

KEYWORDS: Bed change, Discharge change, Numerical simulation, Sharped meandering channel 

요  약: 본 연구에서 내성천 만곡부에서 유량의 변화에 의한 흐름 및 하도 변화를 2차원 수치모형인 Nays2D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만곡부를 통과 된 후에 하폭이 좁은 구간에서 만곡부 외측으로 수심이 깊게 형성되었다. 하폭이 넓은 구간에서는 점사주가 형성된 

만곡부 내측에서는 수심이 얕게 형성되었다. 흐름이 집중되는 만곡부 외측에서는 수심이 깊게 형성되었다. 직선이 형성된 하류 

구간에서 흐름은 하도 중앙에 집중되었다. 연속적으로 사행이 형성되면서 번갈아 가며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사행하천에서 강한 2차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무차원소류력도 유속이 집중된 부분에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폭이 감소하고 급만곡부가 형성된 곳에서는 유속과 무차원소류력의 변화에 대한 하상고 변화가 일치되지 않았다.

핵심어 : 하상변동, 유량변화, 수치모의, 급만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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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study area.

1. 서 론

자연하천은 직선하천으로 이루어진 구간보다는 사

행으로 형성된 구간이 많이 있으며, 다양한 수리학적인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적하천에서 사행구간은 흐름

이 집중되면서 하안침식이 발생하고, 하폭이 증가하며, 

사행 외측으로 하도가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사행하천

은 수문학적, 수리학적, 지형학적 및 생태학적인 상호 

복잡한 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하천의 형상을 창출하고, 

역동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 이외에, 홍수로부터 하안 침

식과 침수 등 피해를 저감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사행하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사행하천에서 사행의 변화 과정과 수리학적인 변화 과

정은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 특히, 급

만곡부에서 사행의 곡률에 의하여 만곡부 외측에서 형

성되는 2차류와 재순환 형성, 만곡부 내측에서 수평적

으로 발생하는 순환 흐름은 사행이 작거나 완만한 하천

에서 변화와 많이 다르다 (Hickin 1978, Nanson 2010, 

Blanckaert 2011). 급만곡 내측에서 발생하는 흐름의 

분리는 흐름과 유사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며, 만곡부 외측에서 세굴심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증가시킨다 (Blanckeart 2011). 이러한 흐름의 구조는 

하상 전단응력 분포, 하안 침식과 사행의 이동, 만곡부

에서 유사의 입도분급 현상을 만들어 내는 데 많은 영향

을 준다. Engel and Rhoads (2016)는 만곡부에서 하상

토의 입도 분포는 하상전단응력의 공간적 분포 크기와 

일치하는 사실을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특성은 소규모 실내실험과 현장조사를 통하

여 제시되었으나, 규모가 큰 실제하천에서 조사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주의 거동(Jang and 

Shimizu 2005, Kang et al. 2016), 수리구조물에 의한 

하상변동 (Lee and Jang. 2016), 하도식생에 의한 지형

변화(Jang and Shimizu 2005, Iwasaki et al. 2016, 

Schuurman et al. 2016)를 예측할 수 있는 2차원 수치

모형인 Nasy2DH를 이용하여 모래로 구성된 내성천을 

대상으로 급만곡부에서 유량의 변화에 의한 흐름의 공

간적인 분포 특성과 하상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하상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폭 대 수심 비는 

상대적으로 크고, 급만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유량 

변화에 의한 수리학적 변화와 하도의 지형변화가 다양

하게 나타내는 역동적인 특성이 있다. 

2. 대상 유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제 1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위

치하고 있는 영주댐에서 4 km 하류인 서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부터 하류로 6 km 구간에서 댐에 의한 하류 하

천의 변화를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모의 하였다 

(Fig. 1). 내성천은 모래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댐 

건설에 의하여 하류로 공급되는 유사가 감소되면, 하상



26 C.-L. Jang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17) 4(1): 024-033

(a) September 13, 1971 (b) September 10, 1988

(c) October 13, 1995 (d) March 27, 2009

Fig. 2. Aerial photographs of the study reach from 1971 to 2009.

이 저하되고 하상토 크기가 굵어지며, 저수로의 역동성

이 감소되는 등 하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유사공급 방안 검토되고 있다 

(Kang et al. 2016). 

Fig. 2는 영주댐 직하류에 위치한 수도리 지구에서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저수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좌안에서 서천이 합류되고 있으며, 흐름이 좌

안에 집중되고 있으며, 1971년부터 2009년까지 만곡

부에서 저수로의 이동은 거의 없다. 만곡부가 끝나는 

직선구간에서는 저수로 이동이 활발하며, 좌안과 우안

으로 번갈아 가며 사주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상류의 

만곡부에 영향을 받아서 하류로 이동하지 않는 고정사

주이다. 또한 이 구간에서 저수로의 분열과 합류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구간에서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저수로폭 대 하폭의 

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저수로 

폭의 감소는 유량의 변화, 하상고의 변화, 유입유사량

의 변화, 저수로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으며, 하도의 역

동성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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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ratio of lower channel width (LCW) 
to channel width (CW) with time.

3. 수치모형의 적용

3.1 수치모형의 특징

Nays2DH 모형은 iRIC 모형에 탑재되어 있으며, 직

교좌표계를 경계적합좌표계로 변환하여 형상이 복잡

한 하천을 모의하는데 적합하도록 하였다. 본 모형은 

하천의 지형 및 수리구조물을 고려한 2차원 흐름특성

을 계산하고, 하안침식과 식생의 영향을 고려한 하도 

변화와 유사의 분급 현상을 모의할 수 있다.

본 모형은 2차원 흐름 거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흐름

의 지배방정식은 수심 적분된 연속 방정식 및 운동량 방

정식을 이용하였다. 직교좌표계에서 경계적합좌표계

로 좌표 변환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Eq. 1)

운동량방정식

(Eq. 2)

(Eq. 3)

여기서 ξ와 η은 일반좌표계에서 공간 좌표 성분이며, 

ξ와 는 η와 η방향의 유속이다. H는 수위 ()이

고, 는 수심 (m)이며, 는 하상고 (m)이다. 는 단위

체적당 식생에 의해 차단되는 단면적이며, 

는 식생

에 의한 항력계수이다. 는 하상마찰계수이고, n은 

Manning의 조도계수이며, J는 Jacobian이다. 계수 

는 다음과 같다.

(Eq. 4)

(Eq. 5)

위 식의 운동량 방정식에서 확산항  ξ와  η는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q. 6)

                     (Eq. 7)

여기서  ξ와  η는 ξ와 η에 대한 확산항이며, ξ와 η

는 일반좌표계에서 격자의 크기와 국소격자의 크기 비

를 나타낸다 (Jang and Shimizu 2005).

Nays2D모형에서는 난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zero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하상마찰속도와 수

심 지배적 운동량 이송을 고려한 와동점성계수 ν는 다

음과 같다.

                                    (Eq. 8)

여기서 는 비례상수로서 실험에 따라 수직방향의 운

동량이송에 관련된 값으로 약 0.07이다. 일반좌표계에

서 2차원 유사의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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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culation conditions for numerical simulation.

Case Discharge (m
3
/s) Sediment inflow condition Remarks

Run-1 15.13
40.7% of equilibrium

(Trap efficiency: 98.7%)
Bankfull discharge

Run-2 25.20
40.7% of equilibrium

(Trap efficiency: 98.7%)
Water supply 

             (Eq. 9)

여기서 는 하상고이고, λ는 하상재료의 공극률이다. 


ξ와 

η는 ξ와 η방향에 대한 단위폭당 소류사량이며, J

는 Jacobian 이다. 유사량은 Ashida and Michiue 

(1972)의 공식으로 계산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Eq. 10)

여기서 는 소류사량이며, 는 수중에서 하상토의 비

중이다. 는 중력가속도이고, 는 하상토의 평균입경

이다. τ는 무차원 소류력이며, τ는 무차원 한계 소

류력이다. 는 마찰속도이고, 는 한계 마찰속도

이다.

3.2 수치해석 기법

수치해석 기법으로는 엇갈린 격자 (staggered grid) 

상에서 이류항은 CIP (cubic interpolated pseudoparticle)

법을 적용하였으며, 확산항에는 중앙차분법을 적용하

였다. 경계조건으로 상류에는 유량과 유사량을 설정하

였으며, 하류에는 등류수심을 설정하였다. 측벽에서는 

측벽에 유속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활동 조건 (no 

slip)을 적용하였다 (Jang and Shimizu 2005).

3.3 수치모의 조건

댐 하류하천에서 하도의 지형변화와 하상보호공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2차원수치모형을 적용하였으

며, 수치모의를 위한 수리학적 조건은 Table 1에 설명

되어 있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량과 유사량의 비는 

Table 1에서 제시된 수치모의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하

였다. 특히, 댐 하류 하천에서 하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댐에 의한 유사의 포착율을 고려하여 댐 하류

하천에 공급되는 유사량을 변화시켰으며, 지류인 서천

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본류의 면적비로 산출된 

서천에서 유입되는 유사량과 댐 하류하천에서 유입되

는 유사량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하도 구간은 6 km 이며, 하상토 경사는 0.001이다. 

하상토의 평균입경은 1.61 mm이며, 하상토의 표준편

차는 3.03이다. 하상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며, 흐름의 

상태를 나타내는 Manning의 n 값은 0.031을 적용하였

다. 하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우의 지속시간과 

댐하류로 방류할 수 있는 방류량과 댐의 운영 시간을 고

려하여 48 시간 동안 모의하였다. 수치모의 계산을 위

한 계산 시간 간격은 수치분산을 피하고 안정적인 해를 

얻으며, 정교한 하상변동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0.01 

초를 설정하였다. 

안정적인 수치모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산 격

자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격자는 흐름

방향의 격자크기 대 흐름의 횡방향 격자크기의 비가 2

배에서 10배정도 될 때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하상경사가 상대적으로 급하고 사행이 많

이 형성된 지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흐름방향의 격자

크기 대 흐름의 횡방향 격자 크기의 비를 2배로 설정하

였다. 흐름방향으로 격자 크기 (Dx)는 0.2 m 이며, 흐름

의 횡방향 격자 크기 (Dy)는 0.1 m로 하였다 (Table 2).  

Fig. 4는 수치모의를 위한 계산 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3.4 수치모형의 적용성 검토

수치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형을 적용성을 검토

해야 한다. Kang et al. (2016)은 Cui et al. (2003)의 실

내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Nays 2DH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한 후에 영주댐 하류 하천에서 유사공급에 의한 하

도의 지형변화와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다. 영주댐 하류

에서 토사가 공급되었을 때, 하류로 이송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잘 모의하였다. 특히 토사가 공급되는 댐 직하



C.-L. Jang / Ecol. Resil. Infrastruct. (2017) 4(1): 024-033 29

Table 2. Parameters for numerical simulations

Parameter Unit Value

Channel length km 6.0

Bed slope 0.001

Mean diameter of sediment mm 1.61

Standard deviation of sediment 3.03

Manning n value 0.031

Time step s 0.01

Run time hr 48.0

Grid size (Dx x Dy) m 0.2 x 0.1

Fig. 4. Computational grids for simulations. 

Fig. 5. Numerical simulation of water depth for Run-1.

Fig. 6. Numerical simulation of flow velocity distribution 
for Run-1.

류 만곡부에서 하도 변화 과정과 흐름 특성을 잘 모의하

였다. 따라서 사행하천에서 흐름 및 하도변화 과정을 

잘 모의한 Nays2DH 모형을 본 연구에서 직접 적용하

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만곡부에서 수심 및 유속의 변화

급만곡부에서 유량의 변화에 의한 하도의 변화와 수

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5는 서천 합류 후에 수

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천이 합류된 후, 만곡부 내

측으로 수심이 0.5 m 이상 깊게 형성되고 있다. 만곡부

를 통과 된 후에 하폭이 좁은 구간에서 만곡부 외측으로 

수심이 깊게 형성되고 있다. 만곡부에서 하폭이 넓은 

구간에서 점사주가 형성된 만곡부 내측에서는 수심이 

얕게 형성되었으며, 만곡부 외측에서는 0.5 m 보다 깊

게 형성되었다. 연속적으로 사행이 형성되면서 번갈아 

가며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이 형성되었다. 직선이 

형성된 하류 구간에서 흐름이 좌안에서 우안으로 치우

게 되며, 흐름은 우안에 집중되었다 (Fig. 6). 이러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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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int 2 (b) Point 3

(c) Point 4 (d) Point 5

Fig. 7. Flow velocity and dimensionless tractive force at each point shown in Fig. 4.

인은 하상고가 높고 하도 단면이 평평한 지형적인 특성

에 의하여 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류의 만곡부 

구간에서 흐름은 만곡부 외측으로 집중되었다 (Fig. 6). 

사행이 형성된 구간에서 만곡부 외측에 수심이 깊으며 

수충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행하천에서 

강한 2차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만곡부의 유속 분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지점에서 횡방향 유속 분포와 하상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원소류력을 파악하였다 (Fig. 7). Fig. 2에

서 보여준 2지점에서 흐름은 만곡부 우안으로 집중되

어 흐르고 있으며, 무차원소류력도 유속이 집중된 부분

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7 (a)). 그러나 3지점은 하

폭이 감소하고 급만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흐름이 집

중되는 구간으로써, 유속은 2지점보다 우안으로 집중

되었다. 이것은 강한 2차류에 의하여 발달한 것이다. 4

지점에서는 하폭이 넓고 만곡부가 형성된 구간이며, 흐

름이 좌안으로 편향되었다. 5지점은 흐름으로 하도의 

중앙에 형성된 구간이며, 흐름이 하도 중앙에 집중되었

으며, 이 지점에 무차원소류력도 증가 되었다.

4.2 만곡부에서 하도의 변화

Fig. 8은 서천 합류 후 구간에 대하여 수치모의를 통

한 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리를 통과한 직후 

하폭이 좁아지는 만곡부에서 흐름이 집중되고 강한 2

차류에 의하여 하상이 깊게 세굴되었다. 만곡부가 끝나

고 직선하천 구간에서 하폭이 넓어지면서 하상고가 퇴

적되었다. 시간이 증가하면서 하상고가 퇴적되는 면적

이 넓어졌다. 또한 하류에서 사행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수충부가 형성되면서 하상이 깊게 세굴 되었다.

유량이 증가하면 만곡부에서 외측에서 깊게 세굴되

었으며, 만곡부 내측에서는 하상고가 많이 상승되었으

며 (Fig. 8 (b)), 하상고 저하 및 상승의 변화량이 증가하

며, 하상의 기복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유량의 증가에 의

하여 하도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9는 만곡부에서 하상변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주요지점에서 횡방향 유속 분포와 하상고 변

화를 파악하였다.  3지점은 우안 측벽에서 20 m 지점은 

하상고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나, 유속은 크지 않다. 유

속이 증가하는 구간에는 하상고가 덜 저하되고 있다 

(Fig. 9 (b)). 이것은 강한 2차류에 의하여 유속과 하상

고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4지점도 좌안에서 흐

름이 집중되지만 하상고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흐름의 분포와 하상고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Blanckaert (2011)의 실내실

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5지점은 직선구간이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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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n-1

(b) Run-2

Fig. 8. Numerical simulation of bed changes for each run.

(a) Point 2 (b) Point 3

(c) Point 4 (d) Point 5

Fig. 9. Cross sectional change and flow distribution at each point shown in Fig. 4.

속이 큰 지점에서 하상이 저하되며, 흐름의 분포와 하

상고의 변화가 일치된다 (Fig. 9 (d)). 이 지점은 2차류

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4.3 유량의 변화에 의한 하도의 변화

유량의 변화에 의한 만곡부에서 하도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하여 흐름의 분포와 하상변화를 파악하였다 

(Fig. 10).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속은 증

가하며, 하상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우안 측벽에서 하

상고 크게 저하되고 있다. 횡방향 무차원소류력은 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Fig. 11). 하상고는 유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무차원소류력이 크지 않은 우안 

측벽에서 하상이 크게 저하되며, 우안에서 좌안으로 20 

m 지점으로 가면서 유속과 무차원소류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하상고 저하는 감소한다. 20 m 지점 이후에서

는 유속과 무차원소류력이 감소하면서 하상고 저하는 

증가하며, 유속과 무차원소류력의 변화에 대한 하상고

의 변화가 불일치되고 있다. 이는 Blanckaert (2011)의 

실험결과와 Engel and Rhoads (2016)의 현장조사 결

과와 잘 일치한다. 즉,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상고는 

크게 저하되며, 2차류의 영향이 더 크게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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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ross sectional change and flow distribution with 
discharge at the point 4 shown in Fig. 4.

Fig. 11. Cross sectional change and dimensionless 
tractive force (DTF) with discharge for Run 2 at the 
point 4 shown in Fig. 4.

5. 결 론

본 연구에서 내성천 만곡부에서 유량의 변화에 의한 

흐름 및 하도 변화를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만곡부를 통과 된 후에 하폭이 좁은 구간에서 

만곡부 외측으로 수심이 깊게 형성되었다. 하폭이 넓은 

구간에서는 점사주가 형성된 만곡부 내측에서는 수심

이 얕게 형성되었다. 흐름이 집중되는 만곡부 외측에서

는 수심이 깊게 형성되었다. 직선이 형성된 하류 구간

에서 흐름은 하도 중앙에 집중되었다. 하류의 만곡부 

구간에서 흐름은 만곡부 외측으로 집중되었다. 사행이 

형성된 구간에서 만곡부 외측에 수심이 깊으며 수충부

를 형성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사행이 형성되면서 번갈

아 가며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이 형성되었다. 이러

한 특성은 사행하천에서 강한 2차류의 영향을 받아 형

성된 것이다. 무차원소류력도 유속이 집중된 부분에 크

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폭이 감소하고 급만곡부가 형성

된 곳에서는 강한 2차류의 영향을 받으며, 유속과 무차

원소류력의 변화에 대한 하상고 변화가 불일치 되었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2차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

러한 특성이 나타났다.

향후에는 연속적으로 발달한 사행하천에서 하상전

단응력의 공간적인 분포와 유사의 분급 현상의 상호 관

계를 분석하고, 여울과 웅덩이의 형성과정을 정량적으

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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