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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하천의 대부분은 단일 하천이 아닌 여러 개의 지류가 본류와 만나는 복
잡한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하천에서와는 달리 합류부를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흐름 특
성 및 지형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유입 유사로 인해 형성된 사주에는 식생의 고착화로 통수 단면
적이 축소되고,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효과도 발생되어 치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합류부에서의 정확한 흐름 특성 및 하상 변동의 특성 분석은 본래 하천의 기능을 유
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재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2차원 수치모형을 활용하여 합류부의 하상변동 특성을 분석하였
으며, 여러 입력변수 중 하상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유사 입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부를 대상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먼저 기본적인 유속 및 수
위 등의 하도 특성량을 산정하여 합류부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흐름장에 유사 입자를
입력하여 하상 변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도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상 하천의 평균입경(Case 2)과
최대 크기의 입자(Case 3:통과율 90～100 %)가 하도로 유입되는 경우와 최소 크기의 입자(Case
1:통과율 0～10 %)가 유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하상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여 실제 측량 자료와 비
교하였다. 합류부에 형성된 지류 사주, 정체구간 및 배수위 영향으로 합류부에 접근할수록 유속은
감소하고, 수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상 변동은 Case 1이 -0.36～1.38 m, Case 2는
-0.18～1.88 m, Case 3에서 -0.04～1.43 m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된 유속에 영향으로
3개의 경우에서 모두 퇴적이 우세한 특성이 나타났다. 하상에 특성 중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최심 하상고의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가 산정되었다. 실제 측량자료와의 비교에서는 Case 2의
평균 입경으로 모의한 결과가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적이 우세한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대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구간과 입경별 모의조건의 민감
도에 대해서 수치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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