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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터 식생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흐름저항계수 산정 및 흐름특성 변화
모의

Evaluation of Flow Resistance Coefficient based on Physical
Properties of Vegetation in Floodplains and Numerical
Simulation of the Changes in Flow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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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low resistance coefficient was calculated considering the physical properties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loodplain vegetation, and the effect of floodplain vegetation distribution on flow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by reflecting it in a two-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The three-dimensional point clouds of vegetation
acquired using ground lidar were analyzed to apply floodplain vegetation's physical properties to the existing formula for
vegetation flow resistance calculation. The floodplain vegetation distribution in the modeling was divided into locally
distributed and fully distributed conditions in the floodplain.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of the study site, the flow resistance
coefficient of floodplain vegetation was found to have a value of about five times or more compared to the flow resistance
coefficient of the main channel bed when the design flood occurs based on Manning’s n coefficient. Also, it affected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in the main channel and floodplain.
KEYWORDS: Floodplain flow analysis, Floodplain vegetation,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ing, Vegetated channel,
Vegetation flow resistanc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홍수터 식생의 물리적 특성과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흐름저항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2차원 수치모의에
반영하여 홍수터 식생분포가 흐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홍수터 식생의 물리적 특성을 기존의 식생 흐름저항산정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 지상라이다를 이용한 식생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홍수터 식생분포는 국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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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이 존재하는 경우와 홍수터 전체에 식생이 분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대상구간의 모의결과, 홍수터
식생의 흐름저항계수는 매닝의 조도계수를 기준으로 계획홍수량이 발생할 경우 주하도 하상 조도계수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하도와 홍수터의 수리특성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홍수터 흐름해석, 홍수터 식생, 2차원 수치모의, 식생하도, 식생 흐름저항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국지
성 호우 및 돌발 홍수의 발생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
며, 강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의 기존 하천정비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홍수가 발생할 경우 물이 넘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홍
수터 구역을 제내지의 수변구역으로 확장하여 예측하
기 힘든 극한홍수 발생시 침수되는 구역을 허용하는 방
식의 하천관리 방안들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홍수 예방과 하천관리가 비교적 잘 수립
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적인 홍수
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천 주변이 인간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하천관리 구역과 공간을 물길에 제한
하지 않고 큰 홍수가 발생할 경우 물이 범람하거나 침수
되는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검토해
야 할 시기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위험의 증가 문제 외에도 하천
의 홍수터는 하천변 개발과 제방 축조 등으로 인해 홍수
저류, 생태연결, 수질오염원 소산 기능의 상실 등의 다
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고 홍수터의 다양한 수환경 개선 효과를 누리고자 시도
된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의 ‘Room for the River’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위 상승과 해수면 상승
을 대비한 전통적인 홍수관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과 확장되는 홍수터 공간의 생태적, 친수적, 심미
적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10년 동안 수행된 사업이었다 (van Alphen 2020). 수리
적 안정성과 생태 건강성, 친수와 심미적 기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홍수 안전과 공간 기능의 질적 개
선을 추구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와 비슷
한 하천복원 및 홍수터 복원 사례들을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하천, 해안,

저수지 등의 수환경 개선과 기후변화영향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자연기반해법 (Nature-based Solutions)을 하
천복원과 홍수터 복원 사업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최
상위 개념으로서의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기술, 생태계
기반재해위험저감, 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 Blue-Green
Infra (BGI) 등을 포함하며, 특히 유럽에서는 종다양성
전략 (EC 2011) 목표에 ‘2020년까지 (블루)그린인프
라를 확립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최소 15%까지 복원하
여 유럽의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고 증대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 (EC 2013)과 일본 (MOE
2016)은 그린인프라 개념에 홍수와 지진해일 같은 자
연재해위험 저감을 위해 전통적인 제방, 댐과 같은 그
레이인프라 정책과 더불어 해안역 복원, 홍수터 연결,
습지복원, 농업지역 저수지 조성, 도시지역의 투수성
증대 등을 통해 자연의 함수능력을 복원 증대하는 것까
지 고려하고 있다 (Woo and Han 2020).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
화하고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하천구역을
수변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거나 일부 제방
고를 낮춰 극한홍수 발생시 허용침수 관리 구역으로 흐
름을 유도하여 일부 홍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방식
을 도입하는 경우 자연기반해법에 기초한 수변구역 관
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상수보호구간
수변생태벨트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변구역에서 경작
활동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공간을 홍수터로 확장 및
침수유도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연성 기반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수환경 개선효과, 침수피해 최소화,
홍수저류공간 확대, 식생구간 및 수변림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기반해법의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하천 및
수변 공간 조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홍수
터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다양한 식
생대 또는 수변림의 물리적 특성과 분포를 고려한 수리
해석 기술의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천변 식생 또는 수변 식생을 이러한 홍수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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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변공간 조성에 자연기반해법의 일환으로 적극 활
용할 경우 생태서식처의 제공, 강턱이나 하안 경사의
안정, 영양염류 또는 오염물 차단에 의한 수질 개선 등
의 효과가 있는 반면, 식생으로 인한 흐름저항의 증가
와 추가항력 발생으로 인해 홍수강도의 증가와 같은 부
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 (Augustijn et Al. 2008, Stone
et al. 2013, Wang and Zhang 2019). 물론 기존의 홍수
터를 확장함으로써 통수단면적이 증가한다는 점은 홍
수위 상승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침수피해
를 최소화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조성 공간 내
에 식생패치 및 수변림의 조성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
를 분석하고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의 대청댐과 용담댐 사이의 본류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만
곡부 내측의 수변구역을 홍수터 확장구간으로 조성할
경우 식생의 분포 특성에 따른 홍수터와 하도의 흐름 특
성 변화를 수치모델링을 통해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
모델링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홍수터 및 수변 구역의
식재된 식생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흐름저항 및 조
도계수를 산정하였고, 이를 수치모의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식생 흐름저항 공식은 단순히 실린더
형태의 식생 줄기만을 흐름 차단 요소로 고려하여 검증
된 모델이기 때문에 버드나무와 같은 나무의 가지와 잎
의 물리적 특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및 실
측 자료 기반의 흐름차단면적과 식생분포 밀도와 관련
된 변수 산정을 별도로 수행하여 흐름저항계수를 산정
하였다. 또한 식생의 물리적 특성을 정량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매뉴얼 조사와 함께 지상라이다 측량을
통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식생분포 구간을 제외한 대상구간의 조도계수 산정은
토지 피복 상태를 고려하여 수치모의에 적용하였다.

2. 대강구간의 개요 및 식생 흐름저항계수
산정 방법
2.1 대상구간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구간은 충청남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에 위치한 금강 대청댐 저류지 상류구간의 동대제 구
간으로 만곡부 내측 제내지 수변구역 (약 275,635 m2)
은 주로 농경지 및 일부 인삼 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저지대에 해당된다 (Fig. 1). 해당 구간은 금강
본류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시 내수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실제로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태풍 민들레, 2012년
태풍 볼라벤, 2020년 집중호우시 일부 내수침수 피해
가 발생하였다. 장시간 홍수가 지속될 경우 고수부지가
장기간 동안 침수되어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농경지 침
수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대상구간은
이러한 침수피해를 경감하고 하천으로의 오염원 유입
을 개선하고자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
변생태밸트 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구간이다. 또한
해당 수변구역은 매수토지 및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보
다 적극적인 생태연결성 회복을 위해 기존의 제방을 제
내지 측으로 후퇴하여 해당 수변구역을 하천 홍수터로
확장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구간이다.
2.2 식생의 물리적 특성 조사 및 흐름저항계수 산정
하천에 나무, 관목, 덤불 형태로 존재하는 식생은 높

Fig. 1. Study site and locations of water level monitor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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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s for vegetation manual survey (upper) and 3D scanning (lower).

은 흐름저항의 주요원인이 되어 유속을 감소시키고 수
위를 상승하게 한다 (Bennett et al. 2008, Shucksmith
et al. 2011).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식생이라도 흐
름저항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Nepf 1999). 식생의 흐
름저항은 식생의 물리적 특성, 식생패치의 형태, 흐름
조건에 따라 다르며 (Acrement and Schneider 1989,
Nikora et al. 2008) 식생종과 그 계절적 특성에 따라서
도 흐름저항 값이 달라진다 (Järvelä 2002a, De Doncker
et al. 2009). 식생의 흐름저항을 모의하는 이론적, 실험
적 연구는 개별식생을 원통형 모양의 실린더로 가정하
고 흐름저항을 평가한 연구 (Stone and Shen 2002,
Jordanova and James 2003, Tanino and Nepf 2008)가
상당히 많다. 반면, 잎이 많은 나무의 복잡한 물리적 특
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흐름저항을 평가한 연구 (Järvelä
2002a and 2002b, Armanini et al. 2005, Whittaker et
al. 2015)들도 보고되고 있다. Green (2005)과 Nikora
et al. (2008)은 현장연구를 통해 수중 식물의 물리적 특
성과 물에 잠긴 상대적 비율이 흐름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bayrak et al. (2014)
과 Biggs et al. (2019)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 해석
모형이나 실험실 실험결과를 실제 현장규모로 확대하

여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있다. 식생하
천의 실규모 과정은 개별 식생패치 형태의 이질성과 식
생자체가 흐름에 의해 그 형태가 바뀌는 재구성 효과 등
으로 인해 소규모 과정을 단순히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
는 문제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규모로 식생 흐름저항 공식
을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형이 갖고 있는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식생 흐름저항 및 조도계수 산정을
위해 대상구간의 수변구역에 조성되어 있는 식생 샘플
대상으로 3차원 지상 라이다 스캐닝을 수행한 후 포인
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물리적 특성치를 산정하였다
(Fig. 2). 식생 샘플링을 위한 대상영역은 3,303.5 m2이
며 식재된 식생 수는 총 169 그루이고, 이중 10 그루의
식생을 샘플링하여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식생의
형태는 현장조사에서 기록된 자료에 기반하며, 식생의
높이 및 최대 폭, 줄기 직경은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자
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식생 투명면적의 경우 3차
원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를 2차원으로 변환하여 면적
을 산출하였다. Fig. 3은 식생 샘플 8번의 투영면적 산
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총 599,127개 포인트를 2차
원으로 변환한 것이다. 샘플 8번 식생의 투영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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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stimation process for frontal projected area of vegetation.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vegetation samples in the study site
Sample
No.

Veg. Type

Height (m)

Width (m)

Stem diameter (cm)

Frontal projected
area (m2)

1

Single

3.02

1.55

8.33

2.947

2

Single

3.04

1.82

11.24

3.440

3

Single

2.83

1.90

11.29

2.665

4

Single

2.56

1.35

8.18

2.022

5

Single

2.97

2.16

10.67

4.413

6

Single

3.10

2.73

12.10

4.176

7

Single

3.50

2.08

9.59

4.150

8

Single

3.48

2.70

14.63

6.290

9

Single

2.54

2.56

15.04

3.864

10

Single
Average

3.99

2.69

15.66

6.668

3.10

2.15

11.67

4.064

6.29 m2로 산정되었다. 식생 10 그루에 대한 물리적 특
성 분석 결과, 식생 샘플의 평균 높이는 3.1 m, 식생의
최대 폭은 2.15 m, 줄기 직경은 11.67 cm, 투영면적은
4.064 m2로 나타났다 (Table 1).
대상구간의 식생 흐름저항 및 조도계수 산정은 정수조
건에서 적용 가능한 Baptist (2005) 모델을 적용하였다.

  

 λ

  






λ


(1)

(2)

여기서 Cr과 Cb는 각각 식생 부지 및 부지 내 바닥 흐름
저항을 나타내는 Chézy 계수이며, CD는 항력계수, λ는

식생 밀도, N은 식생부지 내 식재 수, Av는 식생의 개별
흐름 투영면적, AB는 부지의 바닥 면적이다. Chézy 계
수 C는 매닝계수 n으로 환산하여 수치모의에 적용하였
다. Baptist (2005) 공식을 이용하여 대상 수변구역 (홍
수터 확장 구역)의 흐름저항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대상
영역 식생의 대표 밀도 λ를 결정하였고, 이 때 식생의 개
별 흐름 투영면적 Av는 Table 1에서 제시된 표본 투영면
적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부지의 바닥 면적 AB는 식
생 물리적 특성 분석 대상영역의 면적인 3,303.5 m2을
적용하였고, 해당 구역 내 식재된 식생의 수 N은 169 그
루가 적용되었다. 산정된 대상 수변구역 식생 밀도 λ는
0.208 m-1이다. CD는 일반적인 목본성 식생의 대표 값
으로 Järvelä (2004)가 제시한 1.5를 적용하였다. 바닥
흐름저항계수 Cb는 대상구간의 금강 주하도의 흐름저
항계수 (매닝계수 n으로 환산했을 경우 0.035)와 같다
고 가정하였다. 해당 구간의 수변구역의 식재된 식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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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tion of the grid (black section) of the
current geometry condition

(b) Initial bed elevation of the current
geometry condition

(c) Generation of the grid (black section) of
the expanded floodplain geometry

(d) Initial bed elevation of the expanded
floodplai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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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wo geometry conditions for numerical simulation.

물리적 특성과 분포를 고려하여 산정된 최종 흐름저항
계수는 매닝계수 n으로 환산 (최대홍수량 조건일 경우)
할 경우 0.19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수치모의 입력조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치모형은 하천의 흐름 특성과
하상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Mississippi 대학의 NCCHE
(National Center for Computational Hydro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개발한 2차원 수치모형 CCHE2D
(Center for Computational Hydroscience and Eng-

ineering 2-Dimensional)이다 (Jia and Wang 2001).
CCHE2D 모형은 합류부 구간, 사주 구간, 기타 하천 구
조물 지형에서도 지형 생성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대상구간
의 제방을 제내지 측으로 후퇴하여 해당 수변구역을 하
천 홍수터로 확장하기 위한 지형 작업과 그리드 작업이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 대상구간의 수치모의를 위한 지
형구축을 위해 국토정보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
는 금강유역의 해상도 5 m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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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data for CCHE2D simulation
Variables

Input Conditions

Turbulent Model Condition

Mixing Length Model

Wall Slipness Coefficient

0.5 m

Depth to Consider Dry

0.04 m

Time Step

60 Second

Simulation Time

86,400 Second

(a) Bed roughness coefficients based on the
current land use of floodplains

(b) Bed roughness coefficients with fully
vegetated floodplains

Fig. 5. Two conditions of Manning’s n coefficients for the extended floodplains.

상구간은 고당제2세월교 하류부터 이원대교 상류까지
약 5.26 km이며, 이 구간의 하폭은 만곡부에서 약 300 m
이다. 그리드는 해당 지형 조건과 DEM 해상도, 계산 시
간 등을 고려하여 종횡방향 모두 20 m 간격의 그리드를
생성하였다. 특히 홍수터 확대가 예상되는 수변구역을
포함한 추가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지형 조건과
제방을 후퇴하여 수변구역이 홍수터로 포함되었을 경
우의 이 두 가지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그리드 작업과
초기 지형을 구축하였다 (Fig. 4).
CCHE2D의 흐름 모델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
류 경계조건의 유량과 하류 경계조건의 수위 외에도 조
도계수, 총 모의 시간, 계산 간격, 마름 구간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극한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제방 후퇴
전후 수리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 발생한 홍
수사상까지 반영된 개정된 계획홍수량 (7,948 m3/s)과
이 때의 하류 경계조건 수위 86.87 El.m를 적용하였다.
기타 설정값 및 입력 조건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수치모의 대상지역의 홍수터 구간 중 현재
식재된 구간의 조도계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
에서 조사된 식생 샘플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된 매닝 조도계수 0.19를 적용하였고, 그 밖의 농지는
0.05, 초지는 0.035 값이 매닝 조도계수 값으로 사용되
었다. 이는 Chow (1959)가 제시한 자연하천과 홍수터
의 구성재료에 따른 매닝 계수 지표를 참고한 값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홍수터 조성 후 구간 내 대부분의
농지와 초지에 식생이 활착 될 것으로 가정한 모의를 수
행하였으며, 이때 홍수터 전 구간에 0.19의 식생 조도계
수를 적용한 케이스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제방을 후퇴
하여 수변구역을 홍수터 구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의
두가지 수치모의 시나리오 조건에서의 조도계수 값 분
포는 Fig. 5와 같다.

3. 홍수터의 식생분포에 따른 수리특성
변화 분석
홍수터 식생분포에 따른 수치모의는 현재 제방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의 조건과 제방을 후퇴하여 수변구
역을 홍수터 구간으로 포함시켰을 경우로 크게 나누어
수행되었다. 또한 제방의 이설로 인해 홍수터가 수변구
역으로 보다 확장되는 조건에 대한 모의의 경우 확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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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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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low velocity

Fig. 6. Simulation results of the current geometry condition without levee retreat: (a) water depth (m) and (b) flow velocity
(m/s) distributions

(a) Water depth for partia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b) Flow velocity for partia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c) Water depth for fu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b) Flow velocity for fu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Fig. 7. Simulation results of water depth and flow velocity distribution for partially and fully vegetated conditions in the
floodplains

홍수터 구간의 식생분포 상태가 현재 수변구역에 식재
되어 있는 식생조건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와 수변구
역에 현재 일부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식생분포 조건이
전체 홍수터로 확대되었을 경우, 두 가지로 더욱 세분
화하여 모의되었다.

첫번째, 현재 제방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형 조건에
서 계획홍수량이 발생할 경우를 모의한 결과, 전체 모
의 구간의 평균 수심은 약 10.59 m였으며, 평균 유속은
2.4 m/s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그러나 모의구간
상류 접근수로에서 상대적으로 하폭이 감소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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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velocity for partia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b) Specific discharge for partia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c) Flow velocity for fu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b) Specific discharge for fully vegetated
condition in the floodplain

Fig. 8. Simulation results for the expanded floodplain of flow velocity and specific discharge distribution for partially
and fully vegetated conditions in the floodplains

에서는 국부적으로 4 m/s 이상의 유속이 발생하였고,
평균 수위는 101.24 El.m로 동대제 평균 제방고인
101.82 El.m와 비교하였을 경우 0.58 m의 여유고가 확
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방의 이설로 인해 홍수터가 수변구역
으로 보다 확장되는 조건에 대해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확장된 홍수터 구간의 식생분포 상태가 현재 수변구역
에 식재되어 있는 식생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수치
모의 결과는 평균 수심이 약 9.7 m, 평균 유속은 2.02 m/s
로 모의되었으며, 현재 제방선을 그대로 유지한 모의
결과보다 홍수터가 확장된 경우 평균 수심과 유속의 감
소가 확연히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수심과 평균유속
값의 저하는 홍수터 확장구간의 얕은 수심과 느린 유속
값들이 평균 값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통수단면적 증
가로 인해 주하도의 유속 저하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a), 7 (b)).
제방후퇴로 인해 수변구역까지 확장된 홍수터에 현
재 식재된 식생의 물리적 특성과 밀도가 동일하게 전체
홍수터 구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모의 결
과는 평균수심이 약 9.7 m, 평균유속이 2 m/s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c), 7 (d)). 모의구간 전체의 평균수심
과 평균유속 값은 홍수터 일부구간에 식생이 분포하는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홍수터 전체가 식생으로
분포하는 조건에서 홍수터의 유속저하가 확연히 나타
났다.
홍수터 확장 구간의 수치모의 결과 (Fig. 8)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홍수터 확장 구간의 식생분포가 현재 수
변구역에 조성된 식생 상태와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구
성된 경우와 현재 수변구역의 국부적인 식생 밀도가 전
체 공간에 대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의 수치모의 결
과가 국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
수터 확장 구간에 국부적인 식생분포가 있는 경우는 식
생이 조성된 위치와 그렇지 않은 지점의 유속 차이가 크
게 나타났으며, 비유량 값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홍수터가 확장된 구간 내에서의 유속은
일부구간 식생이 분포하는 조건에서는 0.819 m/s, 홍수
터 확장 전체 구간에 식생이 분포하는 조건에서는
0.662 m/s로 0.157 m/s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비유량
은 5.33 m2/s와 4.638 m2/s로 전체 식생이 분포하는 경
우 0.629 m2/s 비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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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는 홍수터 일
부 구간을 대상으로 식생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흐름
저항계수 산정을 위해 지상라이다 측량을 통해 획득한
식생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분석하여 식생 흐름
저항계수 산정을 위한 변수 값을 정량화 하였다. 이는
실제 현장규모로 기존의 식생 흐름저항 공식을 확대 해
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형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개
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는 Baptist
(2005) 공식을 이용하여 홍수터 식생분포에 따른 흐름
저항계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식생 흐름
저항계수는 계획홍수량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매닝 조
도계수 값 기준으로 0.19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주하도의 흐름저항계수인 매닝 조도계
수 0.035에 비해 5배 이상 되는 값이다.
대상구간에 대해 현재의 수변구역이 홍수터 확장구
간으로 포함되어 식생분포 특성이 현재상태를 유지하
는 부분적인 식생이 분포하는 경우와 홍수터 전체 구간
에 식생이 동일한 조건으로 분포하는 경우에 대해 2차
원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홍수터 식생의 흐름저항
은 홍수터의 수리특성 뿐만 아니라 주하도의 유속 저하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수터 구
간에 식생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와 전 구간에 걸쳐 분포
하는 경우의 국부적인 유속 분포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비유량 값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구간에 대한 홍수터 식생 흐름저항계
수와 흐름특성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생의 물리적
특성과 밀도 및 분포 특성은 홍수터 및 주하도의 전체뿐
만 아니라 국부적인 수리특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식생분포 특성에 따른
흐름저항 산정은 기존의 개발 공식을 활용할 경우 적용
되는 변수 값의 산정을 위해 보다 개선된 방법들이 활용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생 흐름
저항계수 산정 모델 활용 방법은 Baptist (2005) 공식을
적용할 경우에 한정된 방법이며, 식생하도의 흐름특성
분석을 위해 선택되는 흐름저항계수 산정 모델에 따라
변수화 방법과 정량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Albayrak, I., Nikora, V., Miler, O. and O’Hare, M.T.
2014. Flow–plant interactions at leaf, stem and shoot
scales: drag, turbulence, and biomechanics. Aquatic
sciences 76(2): 269-294.
Arcement, G.J. and Schneider, V.R. 1989. Guide for
selecting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s for natural
channels and flood plains. Denver: USGS.
Armanini, A., Righetti, M. and Grisenti, P. 2005. Direct
measurement of vegetation resistance in prototype scale.
Journal of Hydraulic Research 43(5): 481-487.
Augustijn, D.C., Huthoff, F. and van Velzen, E.H. 2008.
Comparison of vegetation roughness descriptions. Altinakar, MS, Kokpinar, MA, Aydin, I., Cokgor, S. Kirkgoz,
S.(eds.) River Flow, 2008, 343-350.
Baptist, M.J. 2005. Modelling floodplain biogeomorphology.
PhD thesi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Faculty of
Civil Engineering and Geosciences, Section Hydraulic
Engineering, Delft.
Bennett, S.J., Wu, W., Alonso, C.V. and Wang, S.S. 2008.
Modeling fluvial response to in‐stream woody vegetation:
implications for stream corridor restoration. Earth Surface
Processes and Landforms: The Journal of the British
Geomorphological Research Group 33(6): 890-909.
Biggs, H.J., Nikora, V.I., Gibbins, C.N., Cameron, S.M.,
Papadopoulos, K., Stewart, M., Fraser, S., Vettori, D.,
Savio, M., O’Hare, M.T., Kucher, M. and Hicks, D.M.
2019. Flow interactions with an aquatic macrophyte: a
field study using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Journal of Ecohydraulics 4(2): 113-130.
Chow, V.T. 1959. Open Channel Hydarulics. McGraw
Hill, New York, NY.
De Doncker, L., Troch, P., Verhoeven, R., Bal, K., Meire,
P. and Quintelier, J. 2009. Determination of the Manning
roughness coefficient influenced by vegetation in the
river Aa and Biebrza river. Environmental fluid mechanics
9(5): 549-567.
EC (European Commission). 2011. Biodiversity strategy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biodiversity/strategy/
Accessed 19 December 2019.
EC (European Commission). 2013. Building a green
infrastructure for Europe. Catalog.
Green, J. C. 2005. Comparison of blockage factors in
modelling the resistance of channels containing submerged
macrophytes. River research and applications 21(6):

222

U. Ji et al.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21) 8(4): 212-222

671-686.
Järvelä, J. 2002a. Flow resistance of flexible and stiff
vegetation: a flume study with natural plants. Journal
of hydrology 269(1-2): 44-54.
Järvelä, J. 2002b. Determination of flow resistance of
vegetated channel banks and floodplains. In River flow
2002, 311-318.
Järvelä, J. 2004. Determination of flow resistance caused
by non‐submerged woody veg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iver Basin Management 2(1): 61-70.
Jia, Y. and Wang, S.S.Y. 2001. CCHE2D: Two-dimensional
Hydrodynamic and Sediment Transport Model for Unsteady
Open Channel Flows Over Loose Bed. NCCHE-TR2001-1, School of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Jordanova, A.A. and James, C.S. 2003. Experimental
study of bed load transport through emergent vegetation.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29(6): 474-478.
MO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16. 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in Japan. A handbook for
The Government of Japan.
Nepf, H.M. 1999. Drag, turbulence, and diffusion in flow
through emergent vegetation. Water Resources Research
35(2): 479-489.
Nikora, V., Larned, S., Nikora, N., Debnath, K., Cooper,
G. and Reid, M. 2008. Hydraulic resistance due to
aquatic vegetation in small streams: field study.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34(9): 1326-1332.
Shucksmith, J.D., Boxall, J.B. and Guymer, I. 2011. Bulk
flow resistance in vegetated channels: Analysis of

momentum balance approaches based on data obtained
in aging live vegetation.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37(12): 1624-1635.
Stone, M.C., Chen, L., Kyle McKay, S., Goreham, J.,
Acharya, K., Fischenich, C. and Stone, A.B. 2013.
Bending of submerged woody riparian vegetation as a
function of hydraulic flow conditions. River Research
and Applications 29(2): 195-205.
Stone, B.M. and Shen, H.T. 2002. Hydraulic resistance
of flow in channels with cylindrical roughnes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28(5): 500-506.
Tanino, Y. and Nepf, H.M. 2008. Laboratory investigation
of mean drag in a random array of rigid, emergent
cylinder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34(1):
34-41.
van Alphen, S. 2020. Room for the river: innovation, or
tradition? The case of the Noordwaard. Adaptive strategies
for water heritage, 309.
Wang, J. and Zhang, Z. 2019. Evaluating riparian vegetation
roughness computation methods integrated within HECRA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45(6): 04019020.
Whittaker, P., Wilson, C.A. and Aberle, J. 2015. An
improved Cauchy number approach for predicting the
drag and reconfiguration of flexible vegetation. Advances
in water resources 83: 28-35.
Woo, H. and Han, S. 2020. Typological System of
Nature-based Solutions and Its Similar Concepts on
Water Management.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7(1):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