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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하상변화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이다 이는 하상.

의 변화가 이 치수 및 생태계에 있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못한 하상변화의 예측은.

기 축조된 하천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위협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인공적으로 지어지는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의 축조는 하천의 상 하류간의 연결성을. ,

끊어놓음으로서 자연상태에서의 유사이송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하천의 급격한 자연상태와 비교(

하여 비교적 단시간동안 일어나는 하상변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 .

본 연구는 댐 축조에 의해 상류지역의 하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으로 충주댐 상류 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충주댐 축조 후 년 측량자료와 최근의 년 측량자, 1996 2007

료를 수집하여 충주댐 상류구간의 하상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토 입도분. ,

포 자료와 관련 수문자료를 수집하여 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상변화에 대한Hec-Ras Hec-6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측량자료와 비교하여 댐 상류지역의 하상변화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핵심용어 유사 하상변화핵심용어 유사 하상변화핵심용어 유사 하상변화핵심용어 유사 하상변화: , , Dam, Hec-6: , , Dam, Hec-6: , , Dam, Hec-6: , , Dam, Hec-6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하천에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이 건설되면 하천의 연속성이 소멸하면서 수공구조물 상하류에

유수특성 하상변화 하폭 및 생태계 등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하상변동의 경우 단기적으로 하천, , . ,

에서의 취수 배수 주운 등 하천관리에 직접 영향을 주며 장기적인 면에서는 홍수위 변화 지하, , , ,

수위 변화 홍수터 등의 하천부지 이용과 같은 유역관리 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효, (

섭과 유권규, 1991).

이러한 하천에서의 하상변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프로그램과 같은 수학 모형을 이용HEC-6

한 하상변동예측 수치해석모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장창례 외 인 하상변화예측 모의( 3 , 2000),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 시점과 비교적 장시간 후의 하상에 대한 실제 측량자료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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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빈약한 국내 자료로 인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년에 건설된 충주댐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댐 상류지역의 수공구조물 축조1985

후 년과 년의 하상 실측자료를 비교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댐 상류지역의 하상변1996 2007 , HEC-6

화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2.2.2.2.

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대상유역 현황2.12.12.12.1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충주댐 상류 약 45km

떨어진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약 상류의23.7km

단양군 사지원리 지역까지이다 그림 은 연구. 1.

대상 내 측량자료 지점번호를 나타낸다.

연구대상지역 내의 주요 지명으로 도담상봉,

별곡지구 시루섬이 있으며 충주댐의 수위에 의,

한 배수위 영향이 도담상봉 상류 측점 지No.165

점 이상까지 미치는 지역이다.

현장 조사 결과 육안으로 파악되는 하상재료의

성상은 만곡부에 따라 다른양상을 보이지만 대체

로 가곡리 지점 상류의 사지원리 지역은No.165( )

큰 자갈 등이 분포하며 시루섬, No.165 No.95( )～

구간은 모래가 충주댐 기점No.95 No.88( 45km～

지점 은 모래와 점토가 분포하였다 그림 는 대) . 2.

상유역에서 채취한 하상토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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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대상유역 현황그림 연구 대상유역 현황그림 연구 대상유역 현황그림 연구 대상유역 현황1.1.1.1.

도담삼봉도담삼봉도담삼봉도담삼봉

별곡지구별곡지구별곡지구별곡지구

사지원리사지원리사지원리사지원리

시루섬시루섬시루섬시루섬

충주댐 기점충주댐 기점충주댐 기점충주댐 기점
지점지점지점지점45km45km45km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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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측량자료 고찰신구 측량자료 고찰신구 측량자료 고찰신구 측량자료 고찰2.22.22.22.2

연구대상 유역의 년 충주댐 축조 년 후의 측량자료와 년 실측된 측량자료를 이용1996 (1985 ) 2007

하여 약 년 동안의 하상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림 은 구 측량자료와 신 측량자료를 비교한 것, 10 . 3.

으로 충주댐부터 충주댐 기점 지역은 새로히 측량된 자료가 없어 사No.88( 45km) No.88 No.200(～

지원리 까지의 하상변화를 살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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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 구 측량자료의 비교 최심하상고그림 신 구 측량자료의 비교 최심하상고그림 신 구 측량자료의 비교 최심하상고그림 신 구 측량자료의 비교 최심하상고3. ( )3. ( )3. ( )3. ( )

그림 에서의 신구 측량자료를 비교한 결과 댐 축조 후 년이 경과한 후 별곡지구3. 22 No.120(

직하류 도담삼봉 직상류 구간에서 약 가량의 현저한 하상 상승이 이루어 진 것) No.142( ) 5 7m～ ～

으로 나타났으며 구간을 지나 가곡리 직하류 지점에서도, No.142 No.148 No.148 No.164( ) 3 5m～ ～ ～

정도의 하상 상승이 일어나고 지점에서도 약 가량의 하상 상승이 나타났다No.182 No.196 5m .～

전체적으론 침식보다는 퇴적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상 상승이 나타난 구간의 하,

상토 특성은 대체로 모래가 대부분이었다 구간은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 No.200 No.220～

으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방법 및 결과적용 방법 및 결과적용 방법 및 결과적용 방법 및 결과2.3 Hec-62.3 Hec-62.3 Hec-62.3 Hec-6

모형을 이용하여 댐 상류부의 하상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대상 유역의 유입유사랑을Hec-6 ,

산정하였다 유입유사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류 경계조건으로 입력되는 수리 조건은 로. Hec-Ras

계산하였으며 상류 경계는 측량자료 검토 결과 하상변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곡리 지점,

을 하류 경계는 배수위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주댐 지점으로 하였다 표 은 충주댐(No.169) . 1.

수위에 따른 해석결과에 의한 수리 조건을 나타낸다Hec-Ras .

표 에서의 수리조건은 유량 유사량 곡선을 작성하기 위하여 충주댐으로 유입되는 가지 상황1. - , 7

의 유량을 년간 실측자료를 통계분석을 통해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유량에서의 댐지점1996 2007 ,～

수위를 하류경계조건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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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댐지점댐지점댐지점댐지점

수위수위수위수위(m)(m)(m)(m)

로 계산된 상류부 수리 인자로 계산된 상류부 수리 인자로 계산된 상류부 수리 인자로 계산된 상류부 수리 인자HEC-RASHEC-RASHEC-RASHEC-RAS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유량유량유량유량( /s)( /s)( /s)( /s)㎥㎥㎥㎥ 수위수위수위수위(m)(m)(m)(m) 수심수심수심수심(m)(m)(m)(m) 유속유속유속유속(m/s)(m/s)(m/s)(m/s) 하폭하폭하폭하폭(m)(m)(m)(m)

1 128.14 16.1 137.11 0.45 1.20 45.32

2 127.29 128.9 137.73 1.07 2.61 71.00

3 131.15 439.7 138.67 2.01 2.80 196.78

4 124.77 1,051.7 139.59 2.93 2.87 233.26

5 142.76 11,042.3 149.94 13.28 3.34 384.86

6 144.10 7,650.0 148.10 11.44 2.81 318.78

7 144.40 9,110.0 149.09 12.43 3.01 354.40

표 가지 유량값과 적용 수위에서의 상류부 의 수리인자표 가지 유량값과 적용 수위에서의 상류부 의 수리인자표 가지 유량값과 적용 수위에서의 상류부 의 수리인자표 가지 유량값과 적용 수위에서의 상류부 의 수리인자1. 7 (No.169)1. 7 (No.169)1. 7 (No.169)1. 7 (No.169)

해석결과 충주댐에 의한 배수위 영향으로 인하여 댐지점 수위와 유입유량에 따라 수심 유속, ,

하폭 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해석 결과의 수리조건을 이용하. , Hec-Ras

여 공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유량에서의 유사량을 추정하였으며 표 에 나타내었Einstein-Brown , 2.

다.

구 분
유 량

( /s)㎥

유입 유사이동량 ( tons/day )

ppm 비 고
소유사량 부유사량 전유사량

월 평균1 16.1 0.033 286 286 206

년 평균1 128.9 12.584 3,321 3,334 299

월 평균7 439.7 41.580 16,999 17,041 448

임의의 중앙값 1,051.7 62.852 26,078 26,141 288

일 최대유량 11,042.3 235.568 235,518 235,754 247

년 빈도25 7,650.0 73.710 42,275 42,349 64

년 빈도50 9,110.0 126.747 105,433 105,559 134

표 가지 유량값의 상류 경계조건에서의 유입유사량표 가지 유량값의 상류 경계조건에서의 유입유사량표 가지 유량값의 상류 경계조건에서의 유입유사량표 가지 유량값의 상류 경계조건에서의 유입유사량2. 72. 72. 72. 7

계산된 수위 및 유속 등의 수리 조건과 유량 유사량 관계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통해- Hec-6

연구 대상 유역의 하상변화를 모의하였다 모의기간은 개월 동안으로 하였으며 그림. 36912 ,

는 각각 모의기간 개월의 모의결과 하상변화를 나타낸다4 5 6, 12 He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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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의 결과 충주댐 구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춤주댐Hec-6 No.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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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배수위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유속이 작아지면서 유사를 이송시켜줄 소류력의

감소로 인하여 유사량 중 점토질 이상의 입경을 가지는 유사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하상No.88

으로 침강하고 점토류만이 이송되어 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채취된 하상토 입경 특성도 시루섬 지역 하류쪽부터는 점토류만이 채취되고 있어 댐에 의,

한 배수위 영향으로 유속 저하가 일어나는 지점 하류부터는 매우 작은 입경을 가진 유사만이 이

송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댐 상류에서 비교적 상류쪽인 시루섬 직상류 지점 상류부는 최초 지반고에서 모의 개월No.100( ) 6

후의 하상이 비교적 일정한 경사를 가지며 형성되다가 모의 개월 후에는 최초 지반고와 같이12

상하로 진동하는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식과 퇴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3.3.3.3.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상류지역의 하천측량자료를 검토하여 하상변화를 고찰하고 모형, Hec-6

을 통해 댐 상류지역의 하상변화를 모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댐 축조후 배수위의 영향으로 댐 상류쪽 유속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상류에서부터 하류 방,

향으로 소류력이 감소함에 따라 유사의 입경별로 퇴적지역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류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댐에 의해 저류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류 쪽은,

점토류가 주를 이루며 점토류보다 큰 입경을 가진 유사는 상류 쪽에서 대부분 침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모의 결과 댐으로부터 비교적 상류 쪽은 침식과 퇴적이 비교적 일정한 기간을 주, Hec-6

기로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댐 등의 수공구조물을 축조할 때 수리조건의 변화와 함께 예상되는 하상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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