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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of streams was conducted for Ji Stream, a tributary to the Geum River and Yo Stream, a tributary
to the Seomjin River, and in addition, channel evolution model to the same streams was applied. The classification approaches
suggested by Rosgen and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were conducted. The channel evolution model
suggested by Schumm et al. (1984) was applied. Based on the application results of Rosgen approach, Ji Stream and Yo stream
show the characteristics of mountainous stream with pebbles. The application results of channel evolution model indicated that
the current condition of Ji Stream and Yo Stream is a state of equilibrium, balancing the sediment supply and sediment trans-
port capa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data for water control project, river restoration and appro-
priate channe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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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의 제1지류인 지천과 섬진강유역의 제1지류인 요천에 대해서 하천분류를 실시하고 하도진화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Rosgen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안된 하천분류방법을 적용하여 하천분류를 수행하였고, Schumm
등 (1984)에 의해서 연구 제안된 하도진화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지천과 요천 연구구간의 하도진화단계를 비교·검토하였다.
Rosgen 하천분류 적용결과에 따르면 지천과 요천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갈이 혼재하는 산지하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
도진화모형 적용결과 지천 및 요천의 현재 하천상태는 Schumm 등 (1984)에 의해서 제시된 하도진화과정에 따르면 유사공
급과 유사이송능력 사이에 평형이 발생하여 동적 평형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수사업의 계획, 하천복원
사업, 바람직한 하도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용어 : 하천분류, 자연하천, 하도진화모형, 강턱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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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하천생태계의 물리

적 서식공간으로 하천이 재인식되면서 하천설계에서 자연상

태의 하천형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향으로 하천

분류는 전통적, 학문적인 차원에서 탈피하여 하천의 설계 및

관리에서 하천의 형태를 결정하고 하도의 진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초의 하천분류는 Davis(1899)가 하천의 발달시기에 따라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한 것이며, 이후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서 하천분류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Horton, 1945;

Strahler, 1952; Leopold와 Wolman, 1957; Schumm, 1963;

Rosgen, 1994; 양희경, 2001; 건설기술연구원, 2001).

하도진화모형은 하천의 변화양상을 일련의 과정으로 제시

한 모형으로 Schumm 등(1984)에 의해서 제안된 바 있으

며, 이후 Simon과 Hupp(1986), Simon(1989)에 의해서 수

정된 모형이 제안되었다. 하도진화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가

정은 여러 형태의 하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서 하상의 침식 또는 퇴적이 발생하지만, 하천의 변화요인

이 존재하는 경우 하상침식, 하폭증가, 퇴적에 따른 평면

및 종·횡단변화가 발생한 후 다시 안정하상 조건으로 회

복되는 것과 같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하도변화가 진행한다

는 것이며, 이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다

(Davis, 1902; Ireland 등, 1939; Schumm과 Hadley,

1957; Emerson; 1971; Keller, 1972; Schumm 등, 1984;

Simon, 1989). Schumm의 하도진화모형 외에도 하상세굴에

*정회원·교신저자·청운대학교 철도행정토목학과 부교수 (E-mail : csrim@chungwoon.ac.kr)
**국토해양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시설연구사 (E-mail : sof814@mltm.go.kr)
***정회원·㈜진영엔지니어링 대표 (E-mail : jwj6345@hanmail.net)
****정회원·경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E-mail : syyoon@kyonggi.ac.kr)

 



− 616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이어 하폭이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연구되었으며

(Liebault와 Piegay, 2002), 하천양안에서 발생하는 측면부

붕괴와 함께 하상퇴적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Underwood

(2002)와 Barg(2002) 및 King county(2003)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Harvey와 Watson(1986) 그리고 Watson 등(1988)은 하도

진화단계와 수리학적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하도진화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Bledsoe 등(2002)은 미국 미시시피주 Yazoo유역 내 26개

지류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Schumm 등(1984)에 의

해서 제안된 하도진화모형의 진화단계와 에너지경사, 유사농

도 및 비소류동력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수

리학적 인자로부터 하도진화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 지천의 구룡수위표 지점과 섬진강 요

천의 번암수위표 지점 상하류 구간의 하도진화과정을 살펴

보기 위하여 Bledsoe 등(2002)이 Schumm 등(1984)에 의해

서 제시된 하도진화모형을 미국 미시시피주 Yazoo유역 내

26개 지류에 적용하여 비교 검토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Rosgen(1994)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안된 하천

분류방법(건설교통부, 2001)을 적용하여 하천분류를 수행하

였다. 

공학적으로 유용한 하천분류 및 하도진화모형의 적용은 다

양한 국내하천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적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하천분류 및 하도진화 연구에 적용되고 있

는 여러 모형들을 분석하고 국내하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함으로써 안정하도의 설계, 농경지 침식대책, 하천형태가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대상하천 및 입력자료 

연구수행을 위하여 대상하천으로 금강 지천과 섬진강 요천

을 선정하였다. 연구분석에 필요한 수위자료를 수집하고, 하

천단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하상재료와 하천특성요소들

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1 대상하천

연구 대상 하천으로는 지천과 요천을 선정하였다. 지천은

금강 하구부로부터 약 65.0 km 상류지점에서 금강 본류 우

안측으로 유입하는 금강의 제1지류로써 유역면적은 252.52

km2, 유로연장은 51.5 km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 하천구

간에서 구룡수위표가 위치한 지천교지점의 유역면적은

208.52 km2이고, 유로연장은 43.90 km이다. 요천은 섬진강

본류 우안측으로 유입하는 섬진강의 제 1지류로써 유역면적

은 486.67 km2, 유로연장은 60 km이다. 본 연구 하천구간

에서 번암수위표가 위치한 요천교 지점의 유역면적은 219.88

km2이고 유로연장은 37 km이다. 구룡수위관측소는 197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위관측이 실시되고 있고, 번암수위관측

소는 1973년 1월에 관측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수위관측이

실시되고 있다(그림 1).

2.2 하천 단면 조사

본 연구에서는 지천의 충적하천 구간인 구룡수위표지점을

중심으로 상·하류 각 1 km 구간의 20개 횡단측점(50~200

m 간격)에 대하여 2004년 9월 21~24일에 걸쳐서 하천 종·

횡단측량을 실시하였으며(그림 2), 요천 번암수위표지점을 중

심으로 상·하류 각 1 km 구간의 20개 횡단측점(50~200

m 간격)에 대하여 2004년 9월 21~24일에 걸쳐서 하천 종·

횡단측량을 실시하였다(그림 3). 국립지리원의 기준수준점(1

등수준점) 성과를 이용, 구룡 및 번암수위표 상하류 각 1

그림 1. 지천 및 요천 유역 수위관측소 위치도

그림 2. 지천 횡단측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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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구간에 대하여 50~200 m 간격으로 양안 제방 상단에

측량용기점 말목을 설치하여 좌·우안 양안을 왕복 측량하

였다(표 1).

2.3 하상재료 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저수로에 대한 조사와 고수부지에 대한

구성재료 조사로 구분하였다. 하상재료 조사는 하천설계기준

에서 유사조사의 ‘하상재료 조사’에 따라 실시하였다. 고수부

지 구성재료 조사는 재료의 성층 여부와 층별 재료의 성분

을 분석하는데, 저수로 하상재료와 유사한 재료가 노출되는

깊이까지 채취하는 방법과 수 cm의 표면재료만 채취하는 방

법이 있다. 전자는 고수부지 형성기원과 하안침식특성 규명

에 이용된다. 후자는 고수부지의 형성과정, 유사특성 등의 규

명에 이용되며, 실제 하도계획에서 자주 활용된다. 저수로 하

상재료조사의 목적은 시료의 입경을 분석하여 하도의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도의 구분, 저수로 조도계수의

산정, 유사이송 특성 등을 조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상재료의 채취는 시료채취 시 사주, 여울이나 웅덩이 등

국부적으로 하상재료 변화가 심한 구역은 피하며, 가급적 그

구역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하상재료를 선택하였으며, 채취는

수위가 낮은 기간(갈수기)에 실시하고, 재료를 채취할 때는

표면에서 약 30 cm 정도 굴삭한 후 그 아래에 있는 시료

를 채취하였다.

하상재료의 채취는 지천의 경우, 지방1급 하천구간 중 구

룡수위표지점을 기준으로 상·하류 약 2 km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요천의 경우 번암수위표지점을 기준으로 상·하

류 약 2 km 구간에 대하여 100 m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하상재료의 단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간에

대하여 지천의 경우 홍수 전(2004년 3월 27일)과 홍수 후

(2004년 10월2일)에 하상재료를 수집하였으며, 요천의 경우

홍수 전(2004년 3월 14일)과 홍수 후(2004년 9월 25일)에

하상재료를 수집하였다. 지천의 경우 대상구간의 고수부지에

는 전반적으로 잔디를 식재하고 있어 대표적인 지점에서만

재료를 수집하였으며, 요천의 경우 저수로부는 거의 하상재

료가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사진을 이용하여 평균입경을 구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구룡 및 번암 수위관측소 지점에 대

해서는 금회 실시한 유량, 유사량 측정자료를 수정아인쉬

타인 공식에 적용하여 유량-유사량 관계곡선식을 산정하였다.

(그림 4)는 유량-유사량 곡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2.4 하천특성요소 조사

하천분류법 적용과 하도진화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특성 요소들에 대한 산정을 실시하였다. 하천분류법과

하도진화모형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특성 요소는 하천

경사, 하폭, 하폭-수심비, 굴입비, 사행도, 곡저폭지수, 에너지

경사, 유사농도, 비수류력 등이다. 굴입비의 경우 강턱유량

유하시 수심의 2배에 해당하는 하폭을 강턱유량 유하시 하

폭으로 나누어 굴입비를 산정하였다. 하폭/수심비의 경우 강

턱유량 유하 시의 각 횡단면의 하폭을 수심으로 나누어 하

폭/수심비를 산정하였다. 표 2~3은 요천과 지천에서의 수리

특성 및 강턱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강턱유량은 계측지점의

경우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이용하였으며, 이로부터 강턱수

그림 3. 요천 횡단측점 위치도

표 1. 수준기준점 성과표

표 석 명 위 치 설치년도 높이(m) 비 교

청양 10-03-0-0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359-2 1994.7 17.328 2등수준점 (지천)

남원 4-20-1 전남 남원시 식정동 1-17 1992.6 138.794 1등 수준점(요천)

그림 4. 구룡 및 번암지점의 유사량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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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유량을 적용하였다. 사행도는 하천의 유로연

장/직선길이로 산정하였으며, 하천경사는 강턱유량 유하시 평

형하상고 종단도에서 하상경사로 산정하였다. 하도구성재료

는 흙의 통일분류법에 의해 d50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곡저폭지수는 하곡의 단면에서 하폭과 범람원의 폭을 합한

값으로, 하곡의 단면은 산지사면-하안단구-범람원-하도를 연

표 2. 요천의 수리특성 및 강턱유량

측점
누가거리

(km)
최심하상고

(EL.m)
강턱수위
(EL.m)

강턱수심
(m)

강턱유량
(m3/s)

흐름단면적
(m2)

수면폭
(m) 비고

0 0.000 125.72 127.19 1.47 197.08 72.98 83.44

1 0.130 126.79 128.22 1.43 185.24 92.99 92.96

2 0.245 129.25 130.25 1.00 278.88 97.23 116.18

3 0.325 128.70 130.88 2.18 249.49 164.66 153.74

4 0.475 129.35 131.65 2.30 362.27 150.00 151.57

5 0.675 129.49 132.25 2.76 200.11 127.95 145.13

6 0.775 131.11 132.77 1.66 215.77 99.54 142.24

8 0.940 132.05 134.30 2.25 97.41 105.17 145.61

9 0.990 132.08 134.51 2.43 130.81 103.97 122.57

10 1.015 131.50 134.11 2.61 232.22 119.66 142.91 번암수위표

11 1.070 132.01 134.49 2.48 239.03 91.05 128.93

12 1.130 132.56 134.83 2.27 173.88 119.57 154.18

13 1.210 133.18 135.63 2.45 366.83 181.54 169.00

14 1.305 133.10 135.97 2.87 298.37 160.55 186.64

15 1.410 134.17 136.31 2.14 253.04 155.70 146.29

16 1.560 134.77 136.50 1.73 135.46 60.15 71.66

17 1.705 135.07 137.91 2.84 249.49 116.01 91.07

18 1.865 137.02 138.52 1.50 168.39 81.89 126.06

19 1.980 137.02 139.31 2.29 121.84 84.60 136.56

20 2.085 137.76 140.03 2.27 191.10 109.14 129.21

표 3. 지천의 수리특성 및 강턱유량

측점
STA.

누가거리
(m)

최심하상고
(EL.m)

강턱수위
(EL.m)

강턱수심
(m)

흐름단면적
(m2)

흐름폭
(m)

강턱유량
(m3/sec) 비고

0 0 4.88 8.35 3.47 152.57 81.20 183.14

1 115 4.97 8.69 3.72 179.95 89.64 221.81

2 215 5.17 8.76 3.59 180.25 115.77 219.14

3 325 5.25 8.94 3.69 166.19 100.49 231.26

4 425 5.13 9.01 3.88 198.62 104.30 221.81

5 525 4.93 9.05 4.12 244.74 124.99 215.16

6 625 4.61 9.11 4.50 164.22 89.60 221.81

7 755 4.97 9.03 4.06 114.94 64.21 188.12

8 875 5.83 9.40 3.57 230.17 102.24 217.81

9 970 5.94 9.67 3.73 186.52 92.44 257.69

10 1,020 6.58 9.97 3.39 260.15 161.89 289.71 구룡수위표

11 1,080 6.44 10.03 3.59 269.09 102.78 294.20

12 1,130 6.65 10.93 4.28 421.74 217.31 439.39

13 1,220 6.76 10.80 4.04 288.71 169.91 413.30

14 1,320 6.74 10.82 4.08 323.50 239.17 397.96

15 1,420 6.82 10.70 3.88 382.96 186.29 363.07

16 1,530 7.09 10.67 3.58 426.31 224.80 350.11

17 1,660 7.21 11.12 3.91 660.46 327.57 416.74

18 1,790 7.13 11.02 3.89 481.19 296.70 396.27

19 1,905 8.40 11.00 2.60 332.40 236.20 3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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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단면으로 이때 사면과 과거에 범람원이었으나 현재는

침수되지 않는 하안단구를 제외한 부분을 곡저폭으로 정하

였다(건설교통부, 2001). 유사농도의 계산에는 Brownlie

(1981)식이 이용되었고, 비수류력(W/m2)은 단위폭당 수류력

이며, 비수류력은 P=ωQS로 주어진다. 여기서 P는 비수류력,

ω는 물의 단위중량, Q는 유량, S는 에너지경사이다
(Bledsoe, 2001).

3. 하천분류 및 하도진화모형

연구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수위, 하천단면, 하상재료 그리

고 하천특성량 요소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

천분류를 실시하였으며, Rosgen(1984)에 의해서 제안된 하천

분류방법과 건설기술연구원(2001)에서 제안된 하천분류방법

을 적용하였다. 하도진화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Schumm

(1984)에 의해서 제안된 하도진화모형을 Bledsoe 등 (2002)

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1 하천분류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하천분류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모든 하천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하천분류방법은 없으며,

특정 하천분류는 특정한 목적에 맞게 개발되므로 일반적인

적용은 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Rosgen(1994)에 의해서 제안된 하천분류방법과 국내에서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안한 하천분류방법을 적용 검토하였

다(건설교통부, 2001).

3.1.1 Rosgen 하천분류법

Rosgen(1994)의 하천분류는 하천경사, 굴입비, 하폭과 수

심의 비, 사행도, 하도의 수 등 하천형태와 하상재료를 조합

하여 100개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41개로 요약하였다. 여기

서 굴입비는 강턱수위의 2배 높이에 대응하는 하천단면의 폭

과 강턱유량의 하폭과의 비이다. 하천은 수위에 따라 하폭,

수심 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사행도도 달라진다. 하천경사

의 경우에도 실제 하천의 사항은 변화가 심하므로 수면경사

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하천경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하폭, 수심, 사행도 등을 결정하는 기준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하천의 특성인자는 크게 달라지게 되며,

Rosgen의 하천분류는 강턱수위를 기준수위로 하여 하천분류

를 하게 된다. 하천분류는 하천분류체계에 따라 각 횡단면의

굴입비, 하폭/수심비와 사행도, 하도경사, 하도구성재료 순서

로 하천을 분류한다.

Rosgen(1994)의 하천분류체계는 총 4단계의 계층적 구조

로 이루어지게 되며, 하도에 대한 실제적인 분류는 2단계

과정으로 3단계와 4단계는 대상 하천의 여러 가지 특성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하천의 상태를 평가

하게 된다.

① 1 단계 :하천 주변 지형의 유형화(Geomorphic Characte-
rization)

② 2 단계 :하도의 형태분류와 기술(Morphological Descri-
ption)

③ 3 단계 :유사, 식생 등을 통한 하천의 상황 평가(Stream

State or Condition)

④ 4 단계 :측정을 통한 검증(Validation Level)

3.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분류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안된 분류체계 1차안(건설교통

부, 2001)은 대부분 Rosgen의 하천분류 체계와 유사하다.

Rosgen의 하천분류에서는 1단계로 하천 주변 지형을 유형화

하고 2단계로는 이를 계량화하면서 하도의 구성재료를 중심

으로 구분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첫 번째 분류인

자로 하곡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곡저폭 지수를 개발하

였으며 곡저폭 지수가 만제 하폭의 2배 이내인 경우에는 산

지형, 5배 이상인 경우에는 평지형, 그리고 두 유형의 중간

값을 갖는 경우, 중간형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분류인자

는 하도의 구성재료를 이용하였으며, 기반암 위주, 전석 위

주, 자갈 위주, 모래 위주, 실트-점토 위주 등 5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분류인자를 결합하면 15개 하도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하천에서는 15개 유형의

하천군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군을 재조

정하였다. 그 결과, 산지형이면서 실트·점토의 하도재료를

갖는 경우, 중간형이면서 기반암으로 하도가 이루어진 경우,

평지형이면서 기반암 하도가 나타나는 경우, 평지형이면서

전석위주의 하상재료를 갖는 경우는 국내에서 실제하천이 거

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여 총 11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건설교통부, 2001).

Rosgen의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하천에 적용한 1차안

과는 달리 2차안은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에 초점을 맞추었

다. 따라서, 하도지형 체계의 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류인자인

하곡의 단면형태 변수를 1단계 분류인자로 채택했던 1차안

과는 달리, 2차안에서는 현재 하도의 기하학적 형상인 평면

형을 1단계 분류인자로 채택하였다. 2단계 분류인자는 1차안

과 마찬가지로 하도 구성재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1차안에

서 하곡의 단면형은 현재 하도체계의 기능적 관계를 보장하

거나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조정하여 3단계 분

류인자로 적용하였다. 2차안은 총 19개 군으로 하도를 분류

하였다(건설교통부, 2001).

3.2 하도진화모형 

본 연구에서는 금강 지천의 구룡수위표 지점과 섬진강 요

천의 번암수위표 지점 상하류 구간의 하도진화과정을 판단

하기 위하여 Bledsoe 등(2002)이 Schumm 등(1984)에 의해

서 제시된 하도진화모형을 미국 미시시피주 Yazoo유역 내

26개 지류에 적용하여 비교 검토한 연구결과를 적용하였다.

Schumm 등(1984)은 미국 북 미시시피주 Tippah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절개하도

의 진화과정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하도진화

과정은 하천의 지형학적 변화가 유역내 유사의 유입이나 상

류지역에서의 개발 등과 같은 외부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

서 하상저하와 같은 단일한 원인에 의한 시간적 변화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형 구간은 유사의 이송능(sediment transport capacity)

이 유사공급(sediment supply)보다 크고, 제방높이(bank

height)가 안정제방높이(critical bank height)보다 작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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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c), 하천은 U자형 단면형태를 보인다. 또한, 하상의 토사

가 충분히 점착성이 있다면 하천바닥에는 작은 붕괴점 전조

를 보이고, 하상에는 토사의 퇴적이 적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제2형 구간은 주 붕괴점 바로 하류에 나타나며, 유사공급

보다 유사이송능이 더 크다. 제방높이(bank height)는 안정제

방높이(critical bank height)보다 크고(h>hc), 하상에는 토사

의 퇴적이 적거나 거의 없다. 제1형 구간보다 하천경사가

더 작고, 제방의 붕괴없이 하천의 바닥깊이가 깊어지므로 제

1형 구간보다 폭-깊이비(width-depth ratio)가 더 작다.

제3형 구간은 제2형 구간의 하류에 나타나며, 유사공급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유사이송능을 보인다. 제방높이(bank

height)는 안정제방높이(critical bank height)보다 크고

(h>hc), 세굴은 주로 석판형 붕괴(slab failure)의 형태를 보

인다. 제방 유실은 최대치를 보이고, 하상의 토사퇴적은 일

반적으로 약 0.6 m 이하이며, 하천은 제방의 유실로 인하여

폭이 점점 넓어진다. 

제4형 구간은 제3형 구간의 하류에 나타나며, 유사공급이

유사이송능을 초과하여 하상바닥에 퇴적이 발생한다. 제방높

이는 제3형 구간보다 더 작은 제방붕괴 정도를 보이면서 안

정제방높이에 접근하고, 결국 사다리꼴형 단면형태를 보인다.

이 경우에 하폭-깊이비가 제2형 구간보다 크다. 제4형 구간

의 주된 특징은 하상에 퇴적이 발생하고, 제방높이가 감소한

다는 것이다. 제방붕괴는 하천폭을 증가시키고, 하천의 유효

유량에 해당하는 수심부를 따라서 소단이 시작되는 것을 일

부 발견할 수 있다.

제5형 구간의 특징은 제4형 구간의 하류에 나타나며, 유효

유량 하천구간에서 유사이송능과 유사공급 사이에서 역동적

인 균형상태를 이룬다. 기존의 안식각에 대하여 제방높이는

안정제방높이보다 더 작은 값을 보이고, 강가에는 식생들이

군락을 형성하며, 퇴적된 토사의 깊이는 약 0.9 m를 초과한

다. 하폭-깊이비는 제4형 구간보다 크고, 일반적으로 새로 형

성된 홍수터에는 복합단면이 형성된다. 하천은 역동적 평형

상태를 보이고, 안식각은 붕괴된 제방과 소단의 토사가 제방

바닥경사에 쌓여서 점점 감소한다.

하도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에너지경사, 유사농

도와 비수류력(specific stream power)이다. Bledsoe 등 (2002)

은 미국 Yazoo유역의 26개 하천에 대해서 Schumm 등

(1984)에 의해 제안된 하도진화모형을 적용한 바 있으며, 유

량산정을 위하여 2년의 재현기간을 적용하였다. 또한 에너지

경사, 유사농도, 비수류력을 Schumm에 의해서 제안된 하도

진화모형과 연계시켜 연구한 바 있으며, 하도진화모형 형태

별 에너지경사, 유사농도, 비수류력의 분포는 각각 Box-

Wisker 도표로 나타내었다(그림 6). 도표에 따르면 II형에서

V형으로 진화함에 따라 에너지경사, 유사유동, 비수류력이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류

력은 하도의 안정상태를 예측하는 데 훌륭한 수리학적 인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하도의 경우 대부분 30 W/m2보

다 작은 비수류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 분석

4.1 하천분류

4.1.1 Rosgen하천분류법

Rosgen(1994)에 의해서 제안된 하천분류 방법을 지천과

요천수위표 지점을 중심으로 상·하류 약 2 km에서 적용하

였다. 적용결과 지천의 경우, 하류구간에서는 C Type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류로 이동할수록 D Type이나 DA Type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40 이상의

하폭-수심비를 보이고 있고, 사행도의 경우 1.2이하인 1.19를

보이고 있어, D Type이나 DA Type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하폭-수심비가 40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고, 굴입비가 2.2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C Type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4~5). 그림 7과 그림 8

은 지천과 요천의 대표적인 단면으로서 Rosgen의 C~DA

형태의 단면(그림 9)과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4.1.2 건설기술연구원 하천분류법

그림 5. 절개하도의 진화과정(Schumm 등, 1984)

그림 6. Schumm 등의 하도진화모형 형태별 Box-Wisker 도표 (Bledsoe 등, 2002)



第28卷 第6B號 · 2008年 11月 − 621 −

건설기술연구원 하천분류의 1차안을 지천과 요천의 대상구

간에 적용한 결과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I3와

M3의 하천으로 분류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 하천분류의 2차

안을 지천의 대상구간에 적용하면 표 8과 같이 지천은 주로

N3u의 하천으로 분류되었고, 요천의 대상구간에 적용하면 표

9와 같이 주로 S3c의 하천으로 분류되었다.

4.2 하도진화모형 적용

금강 지천의 구룡수위표 지점과 섬진강 요천의 번암수위표

지점 상하류 구간의 하도진화과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Bledsoe 등(2002)이 Schumm 등(1984)에 의해서 제시된 하

도진화모형을 미국 미시시피주 Yazoo유역 내 26개 지류에

적용하여 비교 검토한 연구결과를 적용하였다. 과거 하도진

화과정 연구사례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Schumm 등(1984)

에 의해서 제안된 하도진화모형을 적용하되, 하천제방 조건

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 미시시피주 Yazoo유역에서

Bledose 등(2002)에 의해서 연구 수행된 하도진화과정과 비

교 검토하였다. 

Schumm 등(1984)에 따르면 하천의 현 상태는 유사공급과

유사이송능력 사이에 평형이 발생하여 동적 평형상태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안식각에 대하여 제방높이는 안정

제방높이보다 더 작은 값을 보이고, 강가에는 식생들의 군락

을 형성하게 된다.

지천의 경우 에너지경사, 유사농도 그리고 비수류력을 구

하기 위하여 적용된 유량은 강턱유량 290 m3/sec이다. 에너

지경사는 0.00048 이고, 이에 따른 하도진화단계는 V단계

정도로 분포되었다. 비수류력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비수

류력은 5.7 W/m2로써 V단계로 분류되었다. 유사농도를 고

려하여 하도진화과정을 분류한 바에 의하면 유사농도는

328.04 mg/L로써 하도분류 V단계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에

너지경사, 비수류력 그리고 유사농도에 따른 지천수위표지점

의 하도진화과정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천수위표지점은 현

재 하도진화 V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요천의 경우 에너지경사, 유사농도 그리고 비수류력을 구

하기 위하여 적용된 유량은 강턱유량 233 m3/sec이다. 에너

지경사는 0.000695이고, 이에 따른 하도진화단계는 V단계

정도로 분포되었다. 비수류력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비수

류력은 10.38 W/m2로써 V단계로 분류되었다. 유사농도를

고려하여 하도진화과정을 분류한 바에 의하면 유사농도는

204.43 mg/L로써 하도분류 V단계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에

너지경사, 비수류력 그리고 유사농도에 따른 요천수위표지점

의 하도진화과정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요천수위표지점은 현

재 하도진화 V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천 및 요

천의 현재 하천상태는 Schumm 등(1984)에 의해서 제시된

진화과정에 따르면 유사공급과 유사이송능력 사이에 평형이

발생하여 동적 평형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의 제1지류인 지천과 섬진강유역의

그림 8. 요천의 하상단면

그림 9. Rosgen의 하천분류에서 C~E 분류의 단면형태(건교부,
2001)

그림 7. 지천의 하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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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류인 요천에 대해서 Rosgen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안된 하천분류방법을 적용하여 하천분류를 수행하였고,

Schumm 등에 의해서 연구 제안된 하도진화모형 결과를 바

탕으로 지천과 요천 연구구간의 하도진화단계를 비교·검토

하였다. 

Rosgen에 의해서 제안된 하천분류방법 적용결과 지천의

표 4. Rosgen 하천형태 분류 (지천)

측점
상류방향누가거리

(m)
1단계 2단계

하천분류
하천경사 하폭-수심비 굴입비 사행도 하상재료

0 0 0.0038 19.3 3.32 1.36 모 래-자 갈

C, D, DA

1 115 0.0017 20.4 3.00 1.36 모 래-자 갈

2 215 0.0076 28.1 1.67 1.36 모 래-자 갈

3 325 0.0003 28.9 1.90 1.36 모 래-자 갈

4 425 0.0012 24.5 1.52 1.36 모 래-자 갈

5 525 0.0004 22.0 3.56 1.36 모 래-자 갈

6 625 0.0011 16.2 4.01 1.36 자 갈-호박돌

7 755 0.0005 21.7 3.37 1.36 자 갈-호박돌

8 875 0.0080 28.6 2.38 1.36 자 갈-호박돌

9 970 0.0116 23.1 2.34 1.36 자 갈-호박돌

10 1020 0.0013 34.2 1.79 1.36 자 갈-호박돌

11 1080 0.0072 33.7 2.03 1.36 자 갈-호박돌

12 1130 0.0019 27.7 1.96 1.36 자 갈-호박돌

13 1220 0.0003 21.6 1.49 1.36 자 갈-호박돌

14 1320 0.0008 23.0 2.19 1.36 자 갈-호박돌

15 1420 0.0022 40.0 2.82 1.36 자 갈-호박돌

16 1530 0.0024 43.9 2.75 1.36 자 갈-호박돌

17 1660 0.0005 60.3 2.95 1.36 자 갈-호박돌

18 1790 0.0073 53.7 1.80 1.36 자 갈-호박돌

19 1905 0.0048 75.3 1.72 1.36 자 갈-호박돌

표 5. Rosgen 하천형태 분류 (요천)

측점
상류방향

누가거리

1단계 2단계
하천분류

하천경사 하폭-수심비 굴입비 사행도 하상재료

0 0 0.0072 33 2.13 1.19 자 갈, 호박돌

C, D, DA

1 130 0.0030 46 1.75 1.19 자 갈, 호박돌

2 245 0.0179 1.19 자 갈, 호박돌

3 325 0.0060 51 1.60 1.19 자 갈, 호박돌

4 475 0.0014 52 1.63 1.19 자 갈, 호박돌

5 675 0.0155 24 3.78 1.19 자 갈, 호박돌

6 775 0.0073 47 2.08 1.19 자 갈, 호박돌

7 820 0.0100 1.19 자 갈, 호박돌

8 940 0.0008 45 1.89 1.19 자 갈, 호박돌

9 990 0.0032 56 1.61 1.19 자 갈, 호박돌

10 1015 0.0085 100 2.45 1.19 자 갈, 호박돌

11 1070 0.0108 36 3.57 1.19 자 갈, 호박돌

12 1130 0.0085 30 4.08 1.19 자 갈, 호박돌

13 1210 0.0012 36 5.40 1.19 자 갈, 호박돌

14 1305 0.0071 49 2.06 1.19 자 갈, 호박돌

15 1410 0.0071 95 1.73 1.19 자 갈, 호박돌

16 1560 0.0011 47 2.42 1.19 자 갈, 호박돌

17 1705 0.0104 29 2.73 1.19 자 갈, 호박돌

18 1865 0.0010 45 3.94 1.19 자 갈, 호박돌

19 1980 0.0059 31 3.20 1.19 자 갈, 호박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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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하류구간에서는 C Type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류로 이

동할수록 D Type이나 DA Type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40 이상의 하폭-수심비를 보이고 있

고, 사행도의 경우 1.2이하인 1.19를 보이고 있어, D Type

표 6. 1차안에 의한 지천의 하천분류

하천
1단계 2단계 하천분류

(예)측점 누가거리 하폭×2 곡저폭지수 하폭×5 하상재료

지천

0 0 94 156 235

자갈

I3

1 115 106 159 265 I3

2 215 242 202 605 M3

3 325 208 198 520 M3

4 425 258 196 645 M3

5 525 178 317 445 I3

6 625 152 305 380 I3

7 755 152 256 380 I3

8 875 168 200 420 I3

9 970 160 187 400 I3

10 1020 214 191 535 M3

11 1080 200 203 500 I3

12 1130 210 206 525 M3

13 1220 114 85 285 I3

14 1320 74 81 185 I3

15 1420 100 141 250 I3

16 1530 144 198 360 I3

17 1660 152 224 380 I3

18 1790 246 221 615 M3

19 1905 218 187 545 M3

표 7. 1차안에 의한 요천의 하천분류

하천
1단계 2단계

하천분류
측점 누가거리 하폭×2 곡저폭 지수 하폭×5 하상재료

요천

0 0 156 166 390

자갈

I3

1 130 194 170 485 M3

2 245

3 325 204 163 510 M3

4 475 196 160 490 M3

5 675 80 151 200 I3

6 775 146 152 365 I3

7 820

8 940 162 153 405 M3

9 990 196 158 490 M3

10 1015 58 71 145 I3

11 1070 74 132 185 I3

12 1130 78 159 195 I3

13 1210 60 162 150 P3

14 1305 194 200 485 I3

15 1410 238 206 595 M3

16 1560 106 128 265 I3

17 1705 112 153 280 I3

18 1865 72 142 180 I3

19 1980 88 141 220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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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DA Type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하폭-수심비가 40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고, 굴입비가 2.2이

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C Type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기술연구원 하천분류의 1차안을 지천과 요천

대상구간에 적용한 결과 주로 I3와 M3의 하천으로 분류되

었다. 건설기술연구원 하천분류의 2차안을 지천의 대상구간

에 적용하면 주로 N3u의 하천으로 분류되었고, 요천의 대상

구간에 적용하면 주로 S3c의 하천으로 분류되었다. 

지천 및 요천의 연구구간에 에너지경사, 비수류력 그리고

유사농도에 따른 하도진화과정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천

및 요천 모두 현재 하도진화 V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따

라서 지천 및 요천의 현재 하천상태는 Schumm 등(1984)에

의해서 제시된 하도진화과정에 따르면 유사공급과 유사이송

능력 사이에 평형이 발생하여 동적 평형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형 하천정비 기법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의 하천 설계

에서도 하천의 자연상태에서의 평면형, 종단형, 단면형의 도

입이 시도되고 있다. 하천분류체계는 그 자체로 하천의 설계

에서 하천형태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기초

적인 형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

연적인 하천의 형태란 하도의 치수적인 측면에서의 안정과

생물서식처 제공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이며, 이는 현재까지의 공학적인 메커니즘과 설계기법이 명

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의 설계에서 하천분류 및 하천진화모형

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공학적으로 유용한 하천

분류체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다양한 하천에 대한

형태자료의 수집 및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법을 기초로 다양한 자료수집과

국내하천의 적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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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하도의 평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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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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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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