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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변화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규모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하천 공간의 자연적인 변화도 발생하고, 

댐과 같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변화도 큰 변화를 유발시

킨다.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자연의 변화는 하천의 여

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하천 홍수량이나 수위 변화 

등의 수문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지형이나 어류, 곤충, 

식생 등 생태계 전반에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Resh et al. 1988). 이와 같은 하천변화의 영향은 대부

분의 경우에 예측하기 곤란하다. 외부의 변화에 대한 

하천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다.

낙동강의 1차 지류인 내성천은 대표적인 모래 하상 

하천으로서 모래하천 고유의 물리적, 생물적 특성을 유

지하고 있다 (Lee et al. 2013). 내성천에는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건설되기 시작하였

고, 2016년 7월에는 담수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댐의 건설은 하천에 많은 변화를 유발시키

므로 댐 건설 후의 하천변화에서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Williams and Wolman 1984, Gordon 

and Meentemeyer 2006, Park et al. 2008). 따라서 내성

천에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모래 하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연

속하여 나타나는 생태계의 다양한 변화는 타 하천의 경

우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모니터

링하여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

상되는 하천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차원을 넘

어 하천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내성천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분석

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KICT 2016).

이번 특별호에서는 대표적인 모래하천인 내성천에

서 영주댐 운영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댐 운영 이전에 수문, 지형, 하상변동, 어류, 곤충 등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먼저 Kim 

and Lee (2017)는 영주댐 운영전의 내성천 수문특성을 

분석하였다. 영주댐 공사가 시작되고 난 후 2016년 7월 

담수시까지의 수문자료와 지형 측량, 사진 모니터링 방

법을 이용하여 하천에 발생한 식생의 변화를 분석한 결

과 홍수 흐름과 식생발생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식생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내성천의 수로형태 변화도 

분석하였다 (Lee and Kim 2017). 2012 - 2016년 동안 

항공 라이다 및 하천 측량을 통해 수로의 변화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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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주가 확장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하상저하 경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2014 - 2015년의 갈

수기에 식생이 크게 활착한 현상도 확인되었다. Jang 

(2017)은 네성천의 급만곡부에서의 흐름 및 하도변화

를 2차원 수치모형인 Nays2DH를 이용하여 모의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사행하천의 강한 2차류의 영향으로 

연속적으로 사행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on 

et al. (2017)은 영주댐 운영전의 어류 군집 구조를 분석

하였다. 영주댐이 운영되기 이전에는 피라미가 우점하

였고 모래 하상에서 서식하는 누치, 참마자, 모래무지 

등이 발견되었고, 영주댐 건설 중에도 일부 구간에서 

자갈 하상에 서식하는 어류가 증가하는 변화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Cho and Cho (2017)는 내성천에서 식

생 침입과 육상곤충의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육상곤충

의 경우 나지사주에 식생이 정착함에 따라 서식 곤충의 

종다양성은 증가하고 초식 먹이사슬로 변화하며, 나지 

사주에 특이적인 곤충상과 쇄설물 기반 먹이사슬이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인 하천구조물로 인한 하천의 반응은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이 논문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반응

은 시간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적인 변

화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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