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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mixing process of confluence for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a river on the other river, it has been crucial 

to analyze the spatial mixing patterns for main streams depending on various inflow conditions of tributaries. However, most 

conventional studies have mostly relied upon hydraulic or water quality numerical models for understanding mixing pattern analysis of 

confluences, due to the difficulties to acquire a wide spatial range of in-situ data for characterizing mixing process. In this study, 

backscatters (or SNR) measured from ADCPs were particularly used to track sediment mixing assuming that it could be a surrogate to 

estimate the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Raw backscatter data were corrected by considering the beam spreading and absorption 

by water. Also, an optical Laser diffraction instrument (LISST) was used to verify the method of acoustic backscatter and to collect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main stream and tributary. In addition, image-based spatial distributions of sediment mixture in the 

confluence were monitored in various flow conditions by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which were compared with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coustic backscatter. As results, we found that when acoustic backscatter by ADCPs were well processed, they 

could be proper indicators to identify the spatial patterns of the three-dimensional mixing process between two rivers. For this study, 

flow and sediment mixing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in the confluence between Nakdong and Nam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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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하천 합류부는 두 하천이 만나 형성되는 지역으로 합류부 구간의 혼합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류의 다양한 유입조건에 따른 본류와의 수

체혼합의 공간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류부 연구들은 실측을 통한 현장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리 및 

수질 수치모형을 통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류와 본류의 합류의 혼합 현상을 규명하는 인자로 유속과 수심 등 기본적인 수

리학적 인자들 외에 최근 하천 유사측정을 위해 부유사농도의 지표로 연구되고 있는 ADCP의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하여 합류부에서 상이한 유사특

성을 가진 두 수체가 혼합되는 양상을 측정하여 합류부의 혼합 특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초음파산란도는 부유사와 관련되는 인자로 SonTek 

ADCP 이동식으로 측정된 초음파산란도(SNR)자료를 빔퍼짐에 대한 보정, 물에 의한 흡수를 고려하여 보정한 후 3차원 혼합거동의 공간적인 분포

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측정기간 중 드론(UAV), LISST를 이용하여 합류부의 혼합양상을 모니터링하여 초음파산란도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

였다. 분석결과, ADCP로부터 제공되는 초음파산란도를 보정한 결과 합류부의 3차원적인 유사 혼합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적합한 인자라

고 할 수 있었고, 상이한 본류와 지류의 유입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혼합 거동을 분석하는데 지표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부에 대해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하여 합류부의 혼합 특성을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초음파도플러유속계(ADCP), 드론(UAV), LISST, 합류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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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의 합류부는 서로 다른 지형학적 특성과 수리학적 특

정을 가지는 두 개의 하천이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으로 급격

한 흐름의 변화 및 퇴적물의 유입과 수리학적 지형변화가 발

생하는 구간이다. 이러한 합류부에서는 흐름 구조와 유체의 물

리-화학적인 특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Stevaux et 

al., 2009), 침식과 퇴적으로 인한 하상변동과 같은 하도 변화

가 발생할 수 있다(Mosley, 1976; Kentworthy and Rhoads, 

1995; McLelland et al., 1996). 또한, 하천의 합류부는 두 지류

가 만나 형성되는 지역으로 하천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구간이다(Turra et al., 1999). 실제로 국내 낙동강 유역

의 중권역 기준 수질 측정망 중 지류 합류부 구간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합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합특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합류부의 혼합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흐름 및 지형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이 수행되어 왔다(Mosley, 1975, 1976, 1982; Ashmore 

and Parker, 1983; Best, 1986, 1987, 1988; Boyer et al., 2006; 

Best and Rhoads, 2008). 일반적으로 합류부의 중요 구간은 

CHZ (Confluence hydrodynamic zone)이라 하며(Kentworthy 

and Rhoads, 1995), Best (1987)는 합류부의 흐름특성을 구분

하기 위해 중요 구간을 흐름정체구역(Flow stagnation), 흐름

편향구역(Flow deflection), 흐름분리구역(Flow separation), 

최대유속발생구역(Maximum velocity), 흐름회복구역(Flow 

recovery)과 3차원 혼합구역(Three-dimensional shear layers)

의 6개로 나누어 합류부 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Fig. 1). 그리고 

합류부 중요 구간(CHZ)에서 발생하는 유사 이송은 흐름구조

를 통해 발생하며, 유사 이송으로 인해 합류부의 대표적인 지

형 특성인 세굴(Scour)과 같은 지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

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많은 합류부 연구들은 합류부의 수리특성 분석을 

위해 합류부의 흐름특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상변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합류부 구

간의 수체혼합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리특성과 지

형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류의 다양한 유입조건에 따른 본류

와의 수체혼합의 공간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류부 연구들은 실제하천에서 

실측에 기반한 혼합특성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내실험

(Best, 1988; Best and Roy, 1991; Biron et al., 1993, 2002) 

또는 수치모형(e.g., Bradbrook et al., 2000; 2001)에 의존하

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최근 하천 계측 기술의 발달로 일부 

연구들은 실제 합류부에서 측정을 통해 합류부의 흐름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Parsons et al., 2004, 2005, 

2007; Szupiany et al., 2009).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 째로 합류부를 분석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은 평면적인 수리특성 분석을 통해 합류부의 

수리학적 현상들을 규명하여 왔고, 두 번째로 합류부의 하상

변동을 규명하는데 흐름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 세 번째로 합류부에서 두 수체가 혼합되는 3차원 혼합

구역(Three-dimensional shear layers)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평면적으로 분석이 수행되어 실제 3차원적인 혼합의 공간적

인 분포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초음파산란도도플러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의 초음파산란도(Backscatter)을 활용하여 

직접 채집한 부유사 농도와의 관계를 통해 부유사 농도를 간

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부유사 농도를 산정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Thorne and Hardcastle, 1997; Hoitink and 

Hoekstra, 2005;  Wall et al., 2006; Guerrero et al., 2017). 이러

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부유사 농도가 높을 경우 발사된 초

음파가 유사에 부딪쳐 돌아오는 초음파산란도가 높아진다는 

Fig. 1. Typical flow regime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river confluence (Bes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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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이용한다. Dinehart (2003)는 ADCP의 초음파산란도

를 유사이송의 지표로 활용하여 합류부 구간에서의 수체혼합 

패턴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통해서 초음파산란도가 수체혼합

의 공간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대체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

부를 대상으로 시기별 ADCP 측정을 통해서 흐름 및 지형특성

과 함께 ADCP의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하여 수체혼합의 공간

적인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남강

과 낙동강의 합류부는 두 수체의 수리 및 수질 특성이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며, LISST를 통해 측정된 부유사 입도분포 결

과 남강의 경우 실트질의 입도가 작은 유사분포를 나타내는 

반면, 낙동강은 모래의 입도를 나타내고 있어 두 수체의 용존 

물질 및 부유사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ADCP의 

Backscatter를 부유사의 인자로 활용하여 합류부의 혼합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CP

를 활용하여 유속, 수심과 같은 수리량 분석과 함께 두 수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온도와 ADCP 초음파산란도를 부유사

의 인자로 활용하여 합류부 구간에서의 혼합양상을 분석하였다. 

2. ADCP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한 합류부 수체(부유사) 

혼합 분석

초음파를 이용한 부유사 농도 측정원리는 ADCP로부터 발

사된 초음파가 유체에 존재하는 부유물질에 의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비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부유사의 농도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 즉, 하천에서 부유사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ADCP로부터 발사된 초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량이 

커지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하천의 부유사 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ADCP의 초음파산란도를 이용하여 부

유사 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음파산란도의 

보정이 필요하다. 초음파산란도의 신호 보정에는 빔퍼짐에 

대한 보정, 물에 의한 흡수 보정, 부유물질에 의한 감쇄보정이 

필요하다. ADCP의 초음파산란도를 보정하는 방법은 Eq. (1)

과 같이 Urick의 소나방정식을 기초로 한다(Thevenot and 

Kraus, 1993; Reichel and Nachtnebel, 1994; Gartner, 2004; 

Wall et al., 2006; Topping et al., 2007). 

    (1)

여기서 RL (Reverberation level)은 측정된 초음파 신호, SL 

(Source level)은 실제로 발사된 초음파 신호를 의미하며 2TL 

(Two-way transmission loss)은 양방향으로 발생한 초음파의 

확산과 감쇄, TS (Target strength)는 부유입자에 의해 반사되

는 신호강도를 의미하며, TS는 데시벨 단위의 부유사농도

(log)를 의미한다. 양방향 초음파의 손실과 확산과 감

쇠에 대한 식은 Eq. (2)와 같다(Landers, 2011). 

 log   (2)

Eq. (2)의 오른쪽 첫 번째 항은 빔퍼짐에 대한 보정, 두 번째 

항은 각각 물에 의한 흡수, 유사에 의한 흡수보정을 의미하며, 

는 초음파의 거리에 따른 보정계수, 은 변환기로부터 측정

된 ADCP가 측정한 위치까지의 거리, 와 는 각각 물에 의

합 흡수 보정계수와 유사에 의한 감쇄 보정계수를 의미한다. 

Eqs. (1) and (2)를 활용하여 정리하면 Eq. (3)과 같다.

    (3)

이때, 발사된 초음파 신호를 의미하는 SL는 일반적으로 고

려되지 않으며(Thevenot and Kraus, 1993; Gartner, 2004), 우

항의 나머지 식이 부유사 농도와의 함수라고 가정하면 상대적

인 신호강도(relative backscatter, RB)는 Eq. (4)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log   (4)

여기서 우항의 RL (Reverberation backscatter)는 측정된 초

음파산란도 신호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RB는 측정된 초음

파산란도와 빔 퍼짐에 대한 보정, 물에 의한 흡수 보정, 유사에 

의한 감쇄 보정까지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보정된 초음파산란

도를 의미한다. 이때, 유사에 의한 감쇄보정을 수행하지 않고 

물에 의한 흡수 보정을 수행했을 때, 초음파산란도를 WCB 

(Water corrected backscatter)라하며, 하천에서 부유사 농도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유사에 의한 감쇄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유사에 의함 감쇄 보정을 제외하고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Wall et al., 2006).

 

 log (5)

Dinehart (2003)은 초음파산란도를 합류부의 혼합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빔 퍼짐에 대한 보정과 물에 의한 흡수

보정을 수행한 초음파산란도를 합류부에 적용하여 합류부의 

수체혼합에 대한 정성적인 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하천의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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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유사의 공간적인 농도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사의 

의한 감쇄보정도 함께 수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합

류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합류부 구간에서

는 혼합으로 인한 국부적인 유사특성의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합류부의 혼합양상의 공간적인 혼합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서 Dinehart and Burau (2005)와 같이 ADCP

로부터 측정된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하여 빔 퍼짐에 대한 보정

과 물에 의한 흡수 보정된 초음파산란도를 이용하여 하천의 

공간적인 분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수

심평균된 2차원 초음파산란도의 분포와 3차원 초음파산란도 

분포를 통해서 합류부의 수체혼합 특성을 분석하였다. 초음

파산란도의 빔 퍼짐에 대한 보정과 물에 의한 흡수 보정 방법

은 다음과 같다. 

빔 퍼짐에 대한 보정은 ADCP 변환기로부터 발산된 초음파

가 확산되는 것을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는 거리에 따라 균일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초기영역(Near field)에서는 초음파가 불규칙적(Irregular)이

고 비구형(Nonspherical)로 발사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보

정계수()를 산정하여 보정이 필요하다(Downing and others, 

1995). 이러한 초기영역은 일반적으로 Rayliegh distance라 

하며, 초기영역에 대한 보정계수 는 Eq. (6)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여기서, z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파장을 의미하고, 는 ADCP 초음파 센서의 유효 

반지름을 의미한다. 파장을 구하기 위한 파속을 구하는 방법

은 Eq. (8)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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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파속(m/s)를 의미하고, T는 섭씨 물의 온도를 의

미한다. 

물에 의한 흡수 보정은 물의 특성으로 인해 초음파가 발사

되어 멀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초음파산란도가 감소하는 것

을 보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정계수()를 계산하여 보정할 

수 있다. 물에 의한 흡수 보정에는 물의 염도, 이온 등의 유체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천을 대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정은 수행하지 않고 

물의 점성만을 고려하여 물에 대한 흡수보정을 수행하였다. 물

에 의합 흡수 보정계수 를 계산한 방법은 Eq.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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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ADCP의 초음파주파수(kHz)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DCP의 보정된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하여 

합류부의 유사특성을 통한 수체 혼합의 지표로 활용이 가능한

지 적용성 검토을 위해 ADCP를 이용함과 동시에 동일 측정 지

점의 실측 부유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equoia사의 레이저

부유사측정기 LISST-100X (Laser In-Situ Scattering and Trans-

missometry, LISST)을 사용하여 부유사 농도분포를 분석하

였다. LISST-100X는 부유 상태의 입자에 의해서 광원이 산란

되어 32개의 탐지 링에서 입자 크기 별 체적농도를 측정하고, 

발사된 광원이 산란되지 않은 투과도를 통해 부유물질에 의한 

광 감쇠를 계산한다. 현장 입도측정범위는 1.25 ~ 250 μm 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부유사의 농도, 입도 분포, 광 감쇠, 수심과 

수온이 자동적으로 측정, 저장이 가능하다. LISST는 일반적

으로 지점 측정 방식으로 측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지점으로 

측정을 수행할 경우, 측정시간이 지체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

동식 측정 방법을 통해 측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합

류부 구간에서의 부유사의 농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Haun et 

al. (2015)는 LISST-STX와 LISST-SL를 이용하여 동일한 단

면에서 고정식 측정과 이동식 측정 방법의 부유사 농도와 입

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이동식 측정방법은 고정식 측정 방법

에 비해 부유사의 농도를 작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형적인 관계를 띄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부유사의 농도의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ADCP 초음

파산란도를 두 하천의 수체혼합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

로 활용하여 수체혼합의 정성적이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식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ADCP와 동시에 측정을 

수행하였고, LISST의 부유사 농도 분포를 검증자료로 활용

하여 ADCP의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한 수체혼합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ADCP와 LISST를 이용한 합류부 수체혼합 분

석을 위한 측정방법은 보트측면에 ADCP와 현장용 입도분석

기(LISST-100X)를 연결하여 측선설치 없이 보트를 이용하

여 흐름에 직각인 방향으로 이동하며 ADCP와 LISST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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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때, LISST는 수표면에서 약 10 cm 

깊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 이동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LISST 측정자료의 위치정보는 동일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ADCP의 GPS를 활용하여 동기화 하였다. 

3. 대상지역 및 수리조건

3.1 대상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Fig. 2와 같이 4대강의 낙동강 유역

으로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부로 낙동강은 합천창녕보 하류 

30 km, 창녕함안보 상류 12 km에 위치해 있으며, 남강은 남강

댐으로부터 하류 약 79 km에 위치해 있다. 대상구간의 본류는 

평시에 합천창녕보의 의해 관리 수위를 유지하고, 지류인 남

강은 남강댐에 관리 수위를 유지하며 강우 시 보와 댐의 방류

를 통해 일정 유량과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상구간의 본류

인 낙동강은 평시에 4대강 공사로 유속이 느려 정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류인 남강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에 비해 수체의 

색이 갈색을 띄고 있었으며, 우안의 준설공사로 인해 유사가 

발생되어 탁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수체가 혼합되

는 합류부 구간에서는 본류와 지류의 색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었으며, 본류인 낙동강은 모래질의 입도분포를 지류인 남

강은 실트질의 입도분포를 보이고 있어 두 수체의 유사특성이 

다르고 두 하천의 유량비와 모멘텀비에 따라 수체 혼합이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강

과 낙동강의 합류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측정시기를 달

리하여 측정을 수행하였고, 측정시기의 수리량을 바탕으로 합

류부 구간에서 수리 및 지형특성과 혼합특성을 분석하였다. 

3.2 측정 시기별 수리조건

측정시기별 흐름 조건은 Table 1과 같다. Case I은 강우 직

후 측정한 시기로 남강의 유입유량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다음과 같이 합류부에서 남강의 탁수가 우안을 따라 혼합되고 

있는 상태이고, Case II는 강우직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측정

한 시기로 남강의 유입 유량이 최대로 증가하면서 남강의 탁

수가 유입된 상태이다. 이와 달리 Case III의 측정시기는 여름

철 낙동강의 녹조가 발생한 평수기 시기로 남강 탁수의 유입

이 강우 직후보다 적은 시기이다. 여기서 모멘텀비는 Eq. (10)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0)

Fig. 2. Study area where the confluence of Nam and Nakdong river is location and its various spatial scales: a) Nakdong River basin; b) regional 

location; c) the shape of the confluence in the higher spati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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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4.1 합류부 지형변화 특성 

합류부의 하상은 합류부의 흐름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ADCP 측정을 통해 합류부의 하상분포를 

나타낸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a)는 Case I와 Case II의 

측정시기인 4월 28 ~ 29일간 측정된 ADCP 수심자료를 활용

하여 합류부의 수심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이때, Case I과 

Case II의 측정기간 중 수심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른 지류와 본류의 수심변화로 인한 ADCP의 수심측

정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본류와 지류의 합류전에 목자판을 

설치하여 측정시간 중의 수심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를 활용

하여 Case I을 기준으로 수심을 맞추어 보정을 수행하였다. 

Case I, II의 측정시기에 대한 수심 분포 결과, 측정 기간 중

에 지류인 남강의 우안에서는 준설공사가 수행되고 있었고, 

합류부의 전체적인 수심 분포는 낙동강의 경우 본류의 우안에

서 비교적 수심이 깊게 측정되었고, 남강의 경우 좌안에서 가

장 수심이 깊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남강과 낙동강이 최대 수

심을 따라 합류하게 되는 지점 하류에서는 세굴이 발생하고 

있었다. Fig. 3(a)의 수심 분포를 바탕으로 합류부의 Shear 

layer를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Shear layer을 따라 발생하는 

세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Case I, II을 기준으로 분석한 

수심분포를 바탕으로 세굴범위를 도시하였다.

Fig. 3(b)는 Case III 측정시기인 6월 16일에 측정된 ADCP 

수심 분포를 도시한 결과로 Fig. 3(a)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

심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남강의 경우 준설공사의 

영향으로 인해 하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좌안부근의 수심이 

깊은 부분이 감소하고 있었으며(Fig. 3(b)), Case I, II의 수심

분포를 기준으로 도형으로 표시된 세굴 영역이 점차 하류로 

발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남강의 우안의 준설

공사로 남강의 하폭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흐름 방향의 

유속이 하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세굴의 범위가 점차 하류

로 이동되기 때문이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Hydraulic and geometric conditions for each measurement 

campaign

Case Reach
Nakdong 

upstream
Namgang

Nakdong 

downstream

I

Discharge 643.3 158.8 802.1

Mean flow velocity 0.31 0.18 0.34

Area 2088.5 901.0 2391.3

Width 305.7 283.7 356.7

Mean depth 6.83 3.18 6.70

Discharge ratio 0.25

Flow momentum ratio 0.14

II

Discharge 615.3 183.1 798.4

Mean flow velocity 0.29 0.20 0.32

Area 2105.7 921.6 2490.0

Width 317.5 291.7 366.0

Mean depth 6.63 3.16 6.80

Discharge ratio 0.30

Flow momentum ratio 0.20

III

Discharge 191.5 34.8 226.3

Mean flow velocity 0.09 0.04 0.09

Area 2123.4 871.6 2423.3

Width 317.8 257.3 344.4

Mean depth 6.68 3.39 7.04

Discharge ratio 0.18

Flow momentum ratio 0.08

Junction angle 102

(a) 

(b)

Fig. 3. Morphological representation of the confluence between Nam

and Nakdong River where bathymetric maps are interpolated 

based on ADCP measurements collected in: (a) April 28 ~ 

29; (b) Jun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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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의 측정시기별 수심 분포를 통한 지형변화 분

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측정 시기 중 우안의 준설공사로 인해 

지류인 남강의 하폭이 점차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합류부

에서 혼합이 발생하는 구역이 하류방향으로 넓어짐에 따라 

세굴 영역이 점차 하류쪽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측정시기 전, 후 세굴 영역의 각도는 약 횡방향 5도, Shear 

layer방향 1도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세

굴이 이미 발생한 합류부 구간에서의 하도 변화는 세굴영역의 

이동은 발생시킬 수 있지만, 세굴영역의 각도는 일정 각도가 

되면 안정하게 유지되는 안식각을 형성하여 이전 연구들과 

유사하게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Best and 

Ashworth, 1997; Szupiany et al., 2009). 

 

4.2 2차원 수심 평균 유속분포 

합류부의 흐름특성 분석을 위해 ADCP 측정 결과를 활용

하여 수심 평균한 유속 분포를 도시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Case I, II의 평균 유속분포는 약 0.3 m/s 이고, Case III는 평수

기 유속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기로 ADCP로 측정된 유속이 

0.1 m/s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수심 평균한 유속벡터를 분석한 

결과, 하류방향으로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유속

분포는 지류인 남강의 유속이 본류 낙동강에 비해 빠른 것으

로 나타났고, 남강의 유속벡터가 Shear layer로 접근하면서 급

격하게 유속벡터의 방향이 낙동강의 흐름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부를 전체적으로 측정한 시기인 Fig. 4(b)의 유속분포

를 기준으로 Best (1987)가 제시한 6개의 흐름 구간으로 나누

어 나타냈고, 이를 활용하여 계측시기별 합류부 유속분포의 패

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Case I의 유속분포의 결과는 Fig. 4(a)와 

같다. Case I의 유속분포를 Case II로부터 정의한 흐름구간과 

비교한 결과, 동일하게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부 코너에서는 흐

름정체구역(Stagnation zone)이 형성되어 유속분포가 느린 구

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남강의 우안에서는 흐름분리구역

(Flow separation)이 발생하여 유속이 느리게 나타나고 있었

다. 흐름분리구역(Flow separation)의 일부구간은 준설공사

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추후 준설공사가 완료되면 흐름 패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강의 유속분포는 

흐름정체구역(Stagnation zone)과 흐름분리구역(Flow sepa-

ration)을 사이로 중앙에서 유속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Shear layer에 접근하면서 낙동강과 합류되어 흐름편향구역

(Flow deflection)이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

구간의 하류에서 다시 유속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부의 하류까지 넓은 범위를 측정한 Case II의 흐름구간

과 유속분포는 Fig. 4(b)와 같다. 전반적으로 Case I과 유사한 

유속분포를 보이고 있었지만(Fig. 4(a)), 남강유역의 집중된 

강우로 남강댐의 방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남강에서 유입되는 

(a) 

(b)

(c)

Fig. 4. Hydrodynamic velocity distribution in the vicinity of the con-

fluence between Nam and Nakdong river, which were measured 

and depth-averaged by using ADCP moving boat measurements

at: (a) April 28; (b) April 29; (c) Jun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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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체의 유속이 점차 빠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흐름편향구역

(Deflection zone)을 지나서 최대유속이 발생하는 구역(Zone 

of maximum velocity)이 형성되고 하고 다시 흐름이 회복되는 

흐름회복구역(Recovery zone)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 III는 유속이 매우 느린 시기에 측정된 결과로 Fig. 4(c)

와 같이 평균유속분포 약 0.1 m/s이하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

이다. 전체적으로 유속벡터가 하류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하류방향으로의 흐름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

부 구간에서는 수심평균 유속벡터의 방향이 상류로 나타나는 

구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흐름정체구역(Stagnation zone)과 

흐름편향구역(Flow deflection)에서 유속벡터가 낙동강의 

상류 방향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상대

적으로 느린 두 수체가 만나게 되면서 혼합되는 과정에서 두 

수체가 분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흐름편향구역

(Flow deflection)에서 유속벡터가 상류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수심측정결과 세굴이 가장 깊게 발생한 구역으로 본류

와 지류의 흐름이 너무 느려서 하상부근에서의 유속이 분리되

어 상류방향을 나타내어 수심평균된 유속벡터가 상류방향으

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규모가 작은 합류부의 실제 하천 및 수리실험 결과, 합류부

의 세굴의 발생 위치는 두 개의 하천이 합류되는 운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고(Mosley, 1976; Best, 1987, 

1988), Szupiany et al. (2009)는 실제 합류부에서 세굴의 발생 

위치는 합류부의 주흐름 방향 유속의 분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합류부의 유속분포는 합류부의 하상변

동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데 본 연

구결과의 측정시기별 유속분포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두 지류

의 모멘텀비와 유량비, 유속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Case II

를 기준으로 분리한 흐름구간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

이고 있었다. 따라서 합류부의 흐름특성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모멘텀비와 유량비를 가지더라도 흐름구간을 따라 일정

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흐름편향구역(Deflection 

zone)내에서 세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초음파산란도를 이용한 합류부 혼합패턴 분석

ADCP로부터 측정된 초음파산란도를 보정한 결과의 정성

적인 패턴이 실제 합류부에서 수체혼합의 패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보정된 초음파산란도의 수표면 분포와 드론영

상, LISST 수표면 농도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s. 5 ~ 7은 

각각 측정 시기별 Case에 대해 수표면 WCB 분포와 드론영상, 

LISST 수표면 농도측정 결과를 도시한 결과이다.

Case I은 강우 직후 측정한 시기로 남강의 유입 유량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WCB 분포를 도시한 결과 남강에서 발생한 

탁수로 인해 남강과 합류후에 낙동강 본류 우안에서 초음파산

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a)). 그리

고 동일시기에 측정된 드론 영상도 초음파산란도와 동일하게 

남강과 합류후 낙동강 우안에서 탁수로 인해 수체의 색이 확

연이 구분되고 있어 WCB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b)). 

Case II는 강우직후 일정시간이 지나 남강의 유입 유량이 

최대로 증가하면서 남강의 탁수가 유입된 시기의 측정결과는 

초음파산란도와 드론영상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측정

결과 수표면에서 측정된 초음파산란도는 합류부에서 전체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Fig. 6(a)), 드론으로 측정된 영상

의 경우 합류후 좌안에는 탁도가 낮은 낙동강 본류의 수체가 

존재하고 있었다(Fig. 6(b)). 이와 같이 수표면의 초음파산란

(a)

(b)

Fig. 5.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visual inspection between 

ADCP backscatter near the water surface and UAV-based 

aerial mixing pattern monitored in the downstream vicinity 

of the confluence at a concurrent day of April 28: (a)derived 

spatial mapping of acoustical backscatter corrected for beam

spreading and water absorption based on interpolation ADCP 

moving boat measurements; (b) visual monitoring of two 

water bodies and their scale in the middle of the mixing 

captured by DJI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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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드론영상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남강의 유사 입도가 

상대적으로 낙동강의 본류에 존재하는 유사 입도보다 작은 

실트질로 구성되어 있고, 남강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ADCP를 이용하여 측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시간경

과에 따라 남강의 부유사가 합류부에서 수표면을 따라 유입되

어 수표면 부근의 초음파산란도의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초음파산란도는 부유사 농도에 대한 대체지

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드론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수체의 탁도 차이에 의한 시각적인 혼합양상과는 다르게 수표

면에서는 남강의 유사가 유입되어 드론영상과는 차이가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Case III의 측정시기는 여름철 낙동강의 녹조가 발생한 평

수기 시기로 수표면 초음파산란도 분포가 낙동강의 본류가 

남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7(a)). 낙동강의 본류의 

초음파산란도는 합류전에 높게 나타났고 합류후에는 점차 초

음파산란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강의 초

음파산란도는 좌안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우안에

(a) 

(b) 

Fig. 6.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visual inspection between 

ADCP backscatter near the water surface and UAV-based 

aerial mixing pattern monitored in the downstream vicinity 

of the confluence at a concurrent day of April 29: Captions 

for (a) and (b) are identical denoted in Fig. 5

(a) 

(b)

(c)

Fig. 7.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visual inspection between 

ADCP backscatter near the water surface, UAV-based aerial 

mixing pattern, and actual suspended sediment distribution 

monitored in the downstream vicinity of the confluence at a 

concurrent day of April 29: captions for (a) and (b) are identical

denoted in Fig.5, and (c) suspended sediment distribution 

measured near water surface interpolated by LISST, which 

was spatially dragged mounted on a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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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준설공사로 인해 유사가 발생하여 초음파산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Fig. 7(b)의 드론영상은 낙동

강 본류 좌안에서 녹조의 영향으로 초록색을 띄고 있었고, 점선

을 기준으로 수체의 색이 다르게 보이고 있어 Case II와 같이 

초음파산란도와 드론영상이 일치하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ISST로 측정된 수표면의 부유물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 초음파산란도와 유사하게 남강의 좌안에서는 농도가 작

게 나타났고, 준설공사구간에서는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7(c)). 그리고 낙동강은 합류전의 부유물질의 농도는 녹

조의 영향으로 인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합류부에서는 남

강의 수체가 수표면을 따라 혼합되어 수표면에서는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초음파산란도, 드론영상, LISST의 측정결과를 비교한 결

과, Case I는 WCB와 드론영상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

지만, Case II, III는 다른 혼합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과 

같이 WCB와 드론영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드론영상으

로는 수체간의 색 차이를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체의 물

리적인 유사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실제 합류부에서 두 수체

의 부유물질에 의한 혼합현상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혼합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에 WCB, 

LISST를 동시에 측정한 시기인 Case III의 결과에서는 드론 

영상과 달리 결과 모두 유사하게 합류부에서 두 수체의 존재

하는 부유물질이 혼합되는 경향을 재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CP 초음파산란도가 두 수체의 부유물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영상과는 다소 상이한 결

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LISST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합류부의 수체혼합을 분석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ADCP의 WCB결과를 활용하여 수표면의 혼합 

패턴뿐만 아니라 3차원의 수체 혼합패턴을 분석하였다. 

4.5 초음파산란도를 활용한 3차원 수체혼합 분석결과

ADCP의 보정된 초음파산란도 WCB를 활용하여 합류부의 

3차원 수체혼합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Case I은 

남강에서 탁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Fig. 8(a)와 같이 

남강의 탁수가 수표면을 따라 점차 유입되어 초음파산란도가 

합류부를 지나 낙동강 본류의 우안에서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남강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한 시기인 

Case II는 Fig. 8(b)와 같이 최대 세굴이 발생한 Shear layer 까

지는 이미 혼합이 완료된 상태이고, 남강의 탁수가 수표면을 

통해 점차 본류인 낙동강으로 혼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Case 

III는 낙동강의 녹조가 발생하는 평수기 시기로 낙동강의 녹

조로 인해 초음파산란도가 높게 측정되어 초음파산란도가 남

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플럭으로 인해서 낙동강 본류의 초음파산란도가 크게 측정되

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측정시기별 초음파산란도를 활

용하여 3차원의 수체혼합을 분석한 결과, 합류부의 혼합양상

(a) 

(b) 

(c) 

Fig. 8. Three-dimensional distribution of corrected acoustical back-

scatter as a surrogate of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for various flow regimes at the confluence of Nam and Nakdong

river: (a) processed by ADCP measurements collected at 

April 28; (b)April 29, and (c) Jun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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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유물질의 농도와 입도에 따라 혼합 양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류부의 중요구간중 하나인 

Shear layer을 기준으로 혼합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

었고, 3차원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류부의 3차원적인 혼합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속, 지형과 같은 수리적인 특성

과 함께 초음파산란도를 지표로 활용하여 합류부의 혼합양상

을 분석할 수 있었다. 

5. 토  의

Kentworthy and Rhoads (1995)는 합류부에서 두 수체의 

부유사농도의 혼합패턴은 모멘텀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지만, 연직방향으로의 부유사의 혼합패

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케

이스별 3차원 수체혼합 분석결과, 두 수체의 부유사 농도에 의

한 혼합은 Kentworthy and Rhoads (1995)가 제시한 바와 같

이 모멘텀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3차원

적인 혼합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모멘텀비 뿐만 아니라 하상의 

형태와 유속과 같은 수리특성과 부유물질의 특성과 같은 두 

수체의 물리화학적인 특성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혼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

부 주요혼합은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유속, 지형, 유사특성 

모두 Shear layer을 기준으로 혼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유량비와 모멘텀비에 따라 혼합양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ADCP의 초음

파산란도를 이용한 수체혼합의 분석은 초음파산란도가 두 수

체에 존재하는 부유사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수표면

의 초음파산란도의 분포와 3차원 초음파산란도의 분포를 통

해서 혼합양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Case III와 같이 녹조가 

발생한 시기의 경우에는 초음파산란도의 값이 녹조의 영향으

로 크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산란도가 부유사농도의 

특성만을 반영하여 실제 혼합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음파산란도의 보정

방법을 통해서는 실제 부유사 농도분포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수체에 존재하는 부유물질을 지표로 활용되어 분석이 수행되

었기 때문에 합류부에서 발생하는 부유사농도의 공간적인 분

포를 예측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부유사의 

농도분포는 이론적으로 하상으로 이동할수록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수표면의 초음파산란

도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부유사의 농도가 수표면에서 가장 

크다고 단정지을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수체간의 

혼합을 보기 위한 지표로 초음파산란도를 기존 이론을 활용하

여 보정을 수행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두 수체의 혼합양상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초음파산란도와 실측 

부유사농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밀한 초음파산란도의 보정

을 통해서 부유사 농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재현해보고 합류부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유사농도의 공간적인 분포의 분석

이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DCP를 활용하여 유속, 수심과 같은 수리

특성을 바탕으로 합류부의 수리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부가

적으로 ADCP로부터 제공되는 초음파산란도를 지표로 이용

하여 합류부의 혼합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성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합류부의 지형적인 특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Shear layer을 기준으로 세굴이 발생하고 있었으

며, 지류의 준설공사로 인한 하폭의 변화로 인해 세굴의 

위치는 하류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굴

의 각도는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합류부의 유속분포는 측정시기별로 유량비와 모멘텀비

에 따라 혼합의 양상은 변화할 수 있지만 Best (1987)의 제

시된 합류부의 주요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유사

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ADCP의 보정된 초음파산란도 WCB를 이용하여 혼합양

상을 분석할 결과 혼합이 발생하는 양상은 모두 Shear layer 

따라 혼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각각의 

인자들에 따른 물리화학적인 관계에 따라 혼합의 양상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ADCP의 WCB와 드론영상, LISST의 수표면 농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드론영상과는 시기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

었지만, 두 수체의 유사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수표면 부근

에서의 분포는 LISST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ackscatter의 3차원 공간분포를 통해서 시기

별 합류부의 혼합 패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량측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DCP를 활용하여 합류부의 흐름 및 지형특성과 함께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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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도를 통해 3차원적인 혼합양상을 분석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추후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ADCP의 Backscatter를 활용한 결과, 두 수체의 특성을 반

영하고 있어 합류부의 수체혼합의 3차원 공간적인 패턴분석

의 가능함을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물에 의한 흡수 보

정을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로 추후 부유물질(유사)에 의한 흡

수 보정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하천에서의 부유

사 농도의 공간적인 분포 분석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

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

니다(2020002650001). 본 논문에 저자로 참여하지 못하였지

만 실험에 도움을 준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명지대학교, 단

국대 토목환경공학과 하천정보연구실의 연구실 일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References

Ashmore, P., and Parker, G. (1983). “Confluence scour in coarse braided 

streams.”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19, No. 2, pp. 392-402.

Best, J.L. (1986). “The morphology of river channel confluences.” 

Progress in Physical Geography, Vol. 10, No. 2, pp. 157-174.

Best, J.L. (1987). “Flow dynamics at river channel confluences: 

Implications for sediment transport and bed morphology.” 

Developments in fluvial sedimentology , Edited by Ethridge, F. 

G., Flores, R.M., and Harvey, M.D., SEPM Society for Sedi-

mentary Geology: Tulsa, OK, U.S., Vol. 39, pp. 27-35.

Best, J.L. (1988). “Sediment transport and bed morphology at river 

channel confluences.” Sedimentology, Vol. 35, No. 3, pp. 481-498.

Best, J.L., and Ashworth, P.J. (1997). “Scour in large braided rivers 

and the recognition of sequence stratigraphic boundaries.” 

Nature, Vol. 387, No. 6630, pp. 275-277.

Best, J.L., and Rhoads, B.L. (2008). “Sediment transport, bed mor-

phology and the sedimentology of river channel confluences.” 

River confluences, tributaries and the fluvial network, Edited by 

Rice, S.P., Roy, A.G., and Rhoads, B.L., John Wiley & Sons, 

Chichester, UK, pp. 45-72.

Best, J.L., and Roy, A.G. (1991). “Mixing-layer distortion at the 

confluence of channels of different depth.” Nature, Vol. 350, 

No. 6317, pp. 411-413.

Biron, P., De Serres, B., Roy, A.G., and Best, J.L. (1993). “Shear 

layer turbulence at an unequal depth confluence.” Turbulence: 

Perspectives on flow and sediment transport, Edited by Clifford, 

N.J., French, J.R., and Hardisty, J., Wiley, Chichester, UK, pp. 

197-214.

Biron, P., Roy, A., Best, J.L., and Boyer, C.J. (1993). “Bed morph-

ology and sedimentology at the confluence of unequal depth 

channels.” Geomorphology, Vol. 8, No. 2-3, pp. 115-129.

Biron, P.M., Richer, A., Kirkbride, A.D., Roy, A.G., and Han, S. 

(2002). “Spatial patterns of water surface topography at a river 

confluence.” Earth Surface Processes and Landforms, Vol. 27, 

No. 9, pp. 913-928.

Boyer, C., Roy, A.G., and Best, J.L. (2006). “Dynamics of a river channel 

confluence with discordant beds: Flow turbulence, bed load 

sediment transport, and bed morphology.”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Earth Surface, Vol. 111, No. F4, F04007.

Bradbrook, K.F., Lane, S.N., and Richards, K.S. (2000). “Numerical 

simulation of three dimensional, time averaged flow structure 

at river channel confluences.”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36, 

No. 9, pp. 2731-2746.

Bradbrook, K.F., Lane, S.N., Richards, K.S., Biron, P.M., and Roy, 

A.G. (2001). “Role of bed discordance at asymmetrical river 

confluence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Vol. 127, No. 

5, pp. 351-368.

Dinehart, R.L. (2003). “Spatial analysis of ADCP data in streams.” 

Proceedings of the Federal Interagency Sediment Monitoring 

Instrument and Analysis Research Workshop, USGS, Denver, 

CO, U.S., pp. 9-11. 

Dinehart, R.L., and Burau, J.R. (2005). “Averaged indicators of sec-

ondary flow in repeat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crossings of bends.”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41, No. 9, 

W09405.

Gartner, J.W. (2004). “Estimating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s 

from backscatter intensity measured by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in San Francisco Bay, California.” Marine Geology, 

Vol. 211, No. 3-4, pp. 169-187.

Guerrero, M., Rüther, N., Haun, S., and Baranya, S. (2017). “A combined 

use of acoustic and optical devices to investigate suspended 

sediment in rivers.” Advances in Water Resources, Vol. 102, 

pp. 1-12.

Haun, S., Rüther, N., Baranya, S., and Guerrero, M. (2015). “Comparison 

of real time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measurements in 

river environment by LISST instruments in stationary and moving 

operation mode.” Flow Measurement and Instrumentation, 

Vol. 41, pp. 10-17.

Hoitink, A.J.F., and Hoekstra, P. (2005). “Observations of suspended 

sediment from ADCP and OBS measurements in a mud- 

dominated environment.” Coastal Engineering, Vol. 52, No. 

2, pp. 103-118. 

Kentworthy, S.T., and Rhoads, B.L. (1995). “Hydrologic control of spatial 

patterns of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at a stream 

confluence.” Journal of Hydrology, Vol. 168, No. 1-4, pp. 251- 

263. 

Landers, M.N. (2011). Fluvial suspended sediment characteristics 

by high-resolution, surrogate metrics of turbidity, laser-diffraction, 

acoustic backscatter, and acoustic attenuation Ph. D. disser-

tatio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tlanta, GA, U.S.



G. Son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3) 167-179 179

McLelland, S.J., Ashworth, P.J., and Best, J.L. (1996). The origin 

and downstream development of coherent flow structures at 

channel junctions. Coherent flow structures in open channels, 

John Wiley & Sons, Chichester, UK, pp. 459-490.

Mosley, M. (1982). “Scour depths in branch channel confluences, 

Ohau river, Otago, New Zealan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Civil Engineering 

Section, Vol. 9, No. 1, p. 17.

Mosley, M.P. (1975). An experimental study of channel confluence. Ph. 

D.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CO, 

U.S.

Mosley, M.P. (1976). “An experimental study of channel confluences.” 

The Journal of Geology, Vol. 84, No. 5, pp. 535-562.

Parsons, D.R., Best, J.L., Lane, S.N., Hardy, R.J., Orfeo, O., and 

Kostaschuk, R. (2004). “The morphology, 3D flow structure 

and sediment dynamics of a large river confluence: The Río 

Paraná and Río Paraguay, NE Argentina. In GRECO, M.; 

CARRAVETTA, A.; DELLAMORTE, R. River flow.”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uvial Hydraulics, 

Napoli, Italy, Vol. 1, pp. 43-48.

Parsons, D.R., Best, J.L., Lane, S.N., Orfeo, O., Hardy, R.J., and 

Kostaschuk, R. (2007). “Form roughness and the absence of 

secondary flow in a large confluence-diffluence, Rio Paraná, 

Argentina.” Earth Surface Processes and Landforms: The Journal 

of the British Geomorphological Research Group, Vol. 32, 

No. 1, pp. 155-162.

Parsons, D.R., Best, J.L., Orfeo, O., Hardy, R.J., Kostaschuk, R., and 

Lane, S.N. (2005). “Morphology and flow fields of three dimen-

sional dunes, Rio Paraná, Argentina: Results from simultaneous 

multibeam echo sounding an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ing.”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Earth Surface, Vol. 110, No. 

F4, F04S03.

Reichel, G., and Nachtnebel, H.P. (1994). “Suspended sediment 

monitoring in a fluvial environment: Advantages and limitations 

applying an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Water Research, 

Vol. 28, No. 4, pp. 751-761.

Stevaux, J.C., Amâncio, A., de Carlos Etchebehere, M.L., and Fujita, 

R.H. (2009). “Flow structure and dynamics in large tropical 

River confluence: Example of the Ivaí and Paraná Rivers, 

southern Brazil.” Geociências, Vol. 28, No. 2, pp. 5-13.

Szupiany, R.N., Amsler, M.L., Parsons, D.R., and Best, J.L. (2009). 

“Morphology, flow structure, and suspended bed sediment 

transport at two large braid bar confluences.”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45, No. 5, W05415.

Thevenot, M.M., and Kraus, N.C. (1993). “Comparison of acoustical 

and optical measurements of suspended material in the Chesa-

peake Estuary.” Journal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 No. 1, pp. 65-79.

Thorne, P.D., and Hardcastle, P.J. (1997). “Acoustic measurements 

of suspended sediments in turbulent currents and comparison 

with in-situ sampl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ol. 101, No. 5, pp. 2603-2614. 

Topping, D.J., Wright, S.A., Melis, T.S., and Rubin, D.M. (2007). 

“High-resolution measurements of suspended-sediment concent-

ration and grain size in the Colorado River in Grand Canyon 

using a multi-frequency acoustic system.”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iver Sedimentation, World 

Assoc. for Sediment. and Erosion Res., Moscow, Vol. 3, No. 470, 

p. 19. 

Turra, T.M., Marques, V.V., and Stevaux, J.C. (1999). “Confluence 

bar of the São Pedro Brook in the Paraná River: Genesis and 

environmental importance.” Boletim Goiano de Geografia, 

Vol. 19, No. 1, p. 8.

Wall, G.R., Nystrom, E.A., and Litten, S. (2006). Use of an ADCP 

to compute suspended-sediment discharge in the tidal Hudson 

River. No. 2006-5055, USGS, NY,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