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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hange in vegetation on bars was analyzed using the data on hydrology and river morphology with 

on-site photographic monitoring data for the sites of interest of the Naeseong Stream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013 to 

July 2016 when the impoundment of Yeongju Dam began. The effect of flow condition on burial and removal of vegetation 

covered on bar surfaces was elucidated by comparison of on-site photographic monitoring data with continuous water level 

plotted with on the cross-section profile. In 2014 burial happened due to late flood, while July flood caused burial and removal 

in 2016. On the contrary vegetation increased in 2015 due to low flow without flood. Results of this study showing natural 

changes in vegetation will be reference to changes which is expected to be caused by dam impou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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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은 연구대상 하천인 내성천에서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주댐이 담수되던 2016년 7월 중순까지 주요 관심 

지점에 대한 각종 수문자료와 지형 측량 그리고 사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사주에 형성된 식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 

홍수사상이 사주에 형성된 식생의 매립 또는 제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수위-단면 비교 그래프와 사진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모니터링 기간내 식생이 활착된 사주 위를 흐르던 홍수흐름이 식생의 매립 또는 제거에 기여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15년은 식생이 형성된 사주 위를 홍수흐름이 지나가지 않고 적절한 지하수위로 인해 수분 공급으로 식생이 

번성한 것도 알 수 있었다. 영주댐의 담수가 시작되어 인위적인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인 흐름이 발생하던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향후 담수로 인한 조절 상황과 비교하는데 중요한 분석 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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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자들이 과학적 판단을 하기 위해 어떤 사실 또는 

사물의 현상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유사 

사건을 분석해 단기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반면 자연 현상이나 그 프로세스가 느린 물리화학

적 현상들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단기에 해결책을 제

시하기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현대 사

회에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장기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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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in the Naeseong 
Stream, Korea.

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말하

고자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 프로세스를 

천천히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

며 유사 사례나 단편적인 자료로 채울 수 없는 것들 있

다. 이것이 장기 모니터링의 단점이자 장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성천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댐이라는 인공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

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의 지형 및 식생 변화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댐 건설로 인

한 문제점은 하류 충적하천이 상류에서 유사를 더 이상 

공급받지 않게 되고, 댐에 의해 홍수를 조절함에 따라 

하천 흐름은 과거 한계소류력 이상에서 하상을 쓸고 내

려가는 힘이 줄게 된다고 연구된 바 있다 (Woo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성천의 영주

댐은 2016년 7월 조절을 위한 담수에 들어가 이전과 다

른 수문변화가 예상된다. 댐에 의한 수문학적 특성 변

화가 식생 및 하천 경관의 변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

져 있기에 (Williams and Wolman 1984, Johnson 1994)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 예

상과는 달리 댐 완공 및 담수가 지연되어 현 시점에서는 

댐 건설 전 시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분석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댐에 의한 조절 즉, 영향이 발생하

기 이전인 2013년에서 2016년 7월까지 수문, 지형, 식

생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는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하천

본 연구의 대상은 내성천으로 낙동강의 제1지류하

천이다. 그 유역은 소백산맥 남부의 경북 북부 내륙 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 (Fig. 1). 내성천 본류는 경북 봉화

군 물야면 오전리에서 발원하여 낙화암천, 토일천, 영

주서천, 옥계천, 석관천, 한천, 금천을 차례로 합류한 후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유

역면적은 1,814.7 km
2
이며, 법정 유로연장은 108 km

이다. 내성천의 본류를 가로막아 건설한 영주댐은 영주

시 평은면 용혈리 만곡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은 496.6 km
2
이다 (MLTM 2013). 또한 연구 구간인 영

주댐 하류는 전구간이 모래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며, 하

상재료의 대표입경 (D50)은 0.92 - 1.63 mm 정도이다 

(Lee et al. 2015).

내성천 수문모니터링을 위한 본 연구의 대상 구간은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합류점에 이르는 56.8 km 구간

이다 (Fig. 1). 또한 그 중에서 수위관측, 유량조사, 사진

모니터링, 단면 측량을 통해 식생 모니터링을 실시한 

용혈 지점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용혈 지

점은 영주서천의 합류 전에 위치한 곳으로서 영주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만곡 지점이다.

2.2 수문자료 수집 및 분석

2.2.1 수위계 설치 및 운영

내성천 연구 구간은 56.8 km에 달하는 긴 구간으로

서 상하류 수위를 파악하고 침수빈도, 유황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위계 운영이 필요하다. 이

에 본류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존 국토교통부 수위관

측소 5개소 이외에 주요 모니터링 지점에 수위계를 설

치하고 운영하였다 (KICT 20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위계는 독일 OTT 사의 압력식 수위계 (Orpheus 

Mini)와 기포식 수위계 (Nimbus) 등이다. 수위계의 정

밀도는 1 mm 이며, 최대 10 m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천수위는 10분 간격으로, 지하수위는 30분 또는 1시

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중요한 측정 지점에는 2대의 

수위계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2016년 12월 현재 본 연구를 위한 수위계는 총 5개소

에 설치되어 있다. Fig. 2는 참조 수위계로 이용하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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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showing the water level gauging stations in the Naeseong Stream.

Table 1. Water level gauging station in this study.

Station name Location
Water level 
sensor type

Installation 
date

Measurement 
interval
(min)

Management 
office

Yonghyeol
Yonghyeol-ri 
Pyeongeun-myeon Yeongju-si

Pressure 28 March 2013 10 This study

Sudori
Sudori-ri Munsu-myeon 
Yeongju-si

Pressure 8 August 2015 10 This study

Joje
Joje-ri Munsu-myeon 
Yeongju-si

Floating Before 2013 10 MOLIT*

Miho
Miho-ri Bomun-myeon 
Yecheon-gun

Floating Before 2013 10 MOLIT

Wolpho
Weolpo-ri Homyeong-myeon 
Yecheon-gun

Floating Before 2013 10 MOLIT

Jukjeon
Sineum-ri Jaepo-myeong 
Yecheon-gun

Floating Before 2013 10 MOLIT

Sangwol 
(Left side)

Masan-ri Jibo-myeon 
Yecheon-gun

Pressure
(groundwater)

25 August 2010 60 This study

Sangwol 
(Right side)

Daeeun-ri Yongjung-myeon 
Yecheon-gun

Pressure 25 August 2010 60 This study

Heoryong
Masan-ri Jibo-myeon 
Yecheon-gun

Pressure
23 November 
2012

10 This study

Bubble 27 June 2013 10 This study

Hyangseok
Daeeun-ri Yongjung-myeon 
Yecheon-gun

Floating Before 2013 10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교통부 소속 수위계를 포함한 모든 수위계 설치 지점을 

나타내며, Table 1은 내성천 본류에 설치된 수위계 현황

을 보여준다. 또한 Fig. 3은 본 연구를 위해 설치한 5개소 

수위계 그래프를 도시하여 보았다. 5개소의 수위관측지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댐 하류의 수위-유량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용혈지점 수위계이다. 용혈지점 수위 관

측은 2014 - 2015년 동절기를 제외하면 중단 없이 기록

되었다. 향후에도 댐 운영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관측 지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또한, 

회룡, 수도리 지점의 경우 사주의 식생 피복 현상과 관련

해서도 중요한데,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지만, 수위계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장기간 결측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 지점을 용혈지점으로 선정하고 

수문 현장에 따른 지형 및 식생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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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logical data from the five water level gauging stations during the study period.

2.2.2 유량 측정

영주댐 하류에 대한 유량측정은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양한 유량대에서 측정

을 수행하였으며 용혈 지점의 수위 및 하상 저하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유량 측정 결과는 매년 수위-유

량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정밀한 측

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는 2016년 8월까지 총 28

회의 누적 유량 측정 성과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측정 유량 범위는 0.9 - 183.1 m
3
/s이다. 또한 불확실도

는 2.7 - 3.5%의 범위에 있다. 댐 운영에 따른 수위 – 유

량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2015년까지는 미림교 혹은 댐 

직하류에서 유량측정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5년 말 미

림교 - 서천 합류점 구간의 하천 제방 공사로 인해 미림 

지점의 수위계를 철거하고 용혈 사주에서만 유량 측정

을 수행하였다.

2.3 현장 조사

2.3.1 사진 모니터링

현장 사진에 의한 모니터링은 댐 담수 전후로 실제 

하천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

성천에서 현재 식생이 이입되지 않은 지점과 이입된 지

점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016년까지 총 13

개 지점에 대해 매년 5 - 6회의 촬영 자료를 확보하였다.

2.3.2 단면 측량

단면 측량은 식생의 활착 위치와 수위와의 관계를 보

기 위해 총 10개 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구간의 5개 단

면에서 댐 하류의 영향을 보기 위해 집중적인 측량을 수

행하였으나 2015년부터 이 구간에 시행된 하천 공사로 

인해 해당 구간에 있는 3개 단면에서는 2016년에는 측

량을 수행하지 않았다. 서천 합류점부터 회룡까지의 7

개 단면에서는 매년 1 - 3회 측량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지형 변화, 하상고 변동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지점인 용혈 지점은 2013

년 3회, 2014년 1회, 2015년 1회 및 2016년 2회의 성과

를 확보하였다.

2.3.3 수문 및 기상 자료

본 연구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수위계 이외 국

토부 5개 지점의 수위계 자료도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관측한 수위와 유량 자료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강

우량은 별도 관측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Table 3

과 같이 인근 기상청 소속 영주, 문경, 봉화 관측소 일자

료를 활용하여 홍수사상이 발생하였을 때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보면 2015년은 

다른 해와 달리 연강수량 1,000 mm에 못 미치는 강수

량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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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charge measurements used in this study.

Date
1 Starting 

time
2

Width 
(m)

Area 
(m

2
)

Velocity 
(m/s)

Discharge 
(m

3
/s)

Yonghyeol water 
stage (m)

Measurement 
method

2013-10-08 18:22:52 34.4 38.7 0.24 9.4 0.69 ADCP
3

2013-10-09 06:30:17 44.4 49.3 0.45 22.2 0.97 ADCP

2013-12-10 11:21:00 28.0 9.3 0.32 3.0 0.53 Velocity-area

2014-02-26 14:49:00 27.0 6.5 0.22 1.4 0.44 Velocity-area

2014-02-26 15:21:00 28.0 6.5 0.22 1.4 0.44 Velocity-area

2014-02-26 16:12:08 14.0 7.2 0.20 1.4 0.44 Velocity-area

2014-03-05 12:14:00 26.0 7.0 0.19 1.3 0.44 Velocity-area

2014-04-29 10:06:00 18.0 6.1 0.31 1.9 0.47 Velocity-area

2014-04-29 10:46:00 18.0 6.2 0.32 2.0 0.47 Velocity-area

2014-08-19 09:03:03 50.5 52.9 1.34 70.3 1.51 ADCP

2014-08-19 15:50:39 51.2 49.0 1.21 58.5 1.47 ADCP

2014-08-21 14:45:15 83.1 129.3 1.20 143.3 2.13 ADCP

2014-08-22 09:26:10 56.2 71.9 1.01 72.4 1.41 ADCP

2014-09-03 17:19:03 44.0 18.8 1.55 10.4 0.51 Velocity-area

2015-03-17 10:49:21 28.5 9.2 0.16 1.4 0.09 Velocity-area

2015-04-23 09:51:24 41.0 15.3 0.39 6.0 0.38 Velocity-area

2015-06-17 11:12:00 29.0 8.0 0.13 1.1 0.06 Velocity-area

2015-07-14 14:54:37 33.0 11.9 0.26 3.2 0.25 Velocity-area

2015-10-29 10:52:57 13.0 3.0 0.31 0.9 0.14 Velocity-area

2016-04-14 11:33:06 9.7 3.1 0.82 2.5 0.00 Velocity-area

2016-04-29 11:31:24 20.0 6.8 0.67 4.6 0.11 Velocity-area

2016-05-19 09:49:56 15.9 4.8 0.60 2.8 0.47 Velocity-area

2016-06-21 14:17:28 10.2 2.7 0.45 1.2 0.33 Velocity-area

2016-07-04 17:12:03 52.4 33.2 0.38 12.5 1.57 ADCP

2016-07-05 13:56:35 - - - 180.5 2.65 ADCP

2016-07-06 11:42:21 - - - 183.1 2.64 ADCP

2016-07-14 13:47:05 22.8 5.2 0.62 3.3 0.59 Velocity-area

2016-08-03 08:52:51 13.0 6.2 0.40 2.4 0.50 Velocity-area
1
Year-month-day

2
Hour-minute-second

3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Table 3. Annual precipitation (mm) around the Naeseong Stream.

Year
Measurement station

Yeongju Munkyeong Bonghwa

2013 1,181.4 1,274.9 1,071.7

2014 1,156.4 1,005.0 991.7

2015   768.7 764.7 587.1

2016 1,261.6 1,193.8 1,045.8

3. 결과 및 고찰

3.1 수위-유량 변동 특성

용혈 지점은 댐의 조절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받는 

지점으로 내성천 수문 모니터링 기간 중 가장 관심 받는 

지점이다. 본 지점에서 수문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주

의 식생 변화 관측은 댐 조절이 본격적으로 지속되는 

2017년 이후 모니터링도 계속될 예정이다.

유량 측정 결과를 이용한 수위-유량 관계 수립은 댐 

건설 전 유량자료 확보를 위한 개념으로 수행되었으며 

2013년 - 2016년에 수위 - 유량 관계 곡선을 Fig. 4와 같

이 용혈지점에 대해 개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 지점 운영으로 수위-유량 관계를 수립함으로 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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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discharge and water level at the Yonghyeol monitoring site of the Naeseong Stream.

Fig. 5. Discharge curve at the Yonghyeol monitoring site of the Naeseong Stream.

Table 4. Annual peak discharges (m
3
/s) in the Naeseong Stream.

Year
Measurement station

Yonghyeol Joje Hyangseok

2013 151.5 379.4 811.8

2014 138.8 497.8 538.4

2015 10.2 41.4 45.2

2016 271.3 756.1 1,128.5

저하에 의한 수위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용혈지점에서 개발된 수위-유량관계 곡선을 이용하

여 Fig. 5와 같이 연도별 유량 곡선을 작성할 수 있었다. 

2013년은 5월부터 발생한 홍수사상이 9월까지 주기적

으로 지속되었고 첨두 홍수는 6월 19일에 151.53 m
3
/s

를 기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반기인 7월 이전에 이

렇다 할 홍수 사상이 없었으나 8월 21일에 138.76 m
3
/s

의 첨두 홍수를 기록한 이후 2차례의 홍수 사상이 발생

하였다. 2015년의 경우 앞서 강수량자료에서 살펴 보

았듯이 기록적인 갈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6월 27일

에 첨두 유량 10.16 m
3
/s를 기록하였다. 2016년은 모니

터링 기간 4년 가운데 가장 큰 첨두 홍수량인 271.31 

m
3
/s (7월 7일)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7월 중순부터 영

주댐에 의한 담수가 이루어졌다.

용혈지점의 연도별 유량 곡선의 검증을 위해 국토부 

관할 조제와 향석 수위관측소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유량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상류 용혈 지

점에서 영주서천 합류 후 지점인 조제와 낙동강 합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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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s between water stage, elevation across the cross section and precipitation on year 2013 (a), 2014 
(b), 2015 (c) and 2016 (d) at the Yonghyeol monitoring site of the Naeseong Stream.

지점인 향석에서의 환산 유량을 검증한 결과 용혈지점

의 유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단면-수위-강우량 그래프에 의한 비교 분석

관심지점인 용혈지점의 단면 변화와 연도별 수위 변

화를 Fig. 6과와 같이 비교하여 도시해 보면 홍수위와 

식생 활착/매립 또는 제거 관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Fig. 7과 같이 각 연도별 모니터링한 사진에 명

확하게 홍수 전후 식생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6에

서 보듯이 용혈지점과 가까운 영주 기상관측소의 강수

량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 사상에 대한 상관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영주관측소의 연도별 연강수량은 앞서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1,181.4 mm, 2014년 

1,156.4 mm, 2015년 768.7 mm 및 2016년 1,261.6 mm

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은 다른 3개년

에 비해 월등히 강수량이 적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당시 식생 활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

도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은 관심지점인 용혈 사주에 식생이 이입되지 

않은 시기이며 첨두 홍수량을 기록한 6월말을 전후로 4

회 정도의 사주가 완전히 잠길 수 있는 홍수 사상이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해 식생이 이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첨두 홍수량이 발생한 6월 29일에 용혈 지점의 사주

를 통과한 흐름의 평균 유속은 1.46 m/s로 계산된다.

2014년의 경우 8월 홍수 사상이 발생하기 전에 홍수

사상이 없었는데 7월 11일 사진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

듯이 이례적으로 매우 밀집한 식생 활착을 보이고 있다. 

8월 21일 첨두 홍수가 지나간 후 9월 16일 사진에서 보

듯이 식생이 일부 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회

의 홍수 사상에 의해 11월 7일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식생이 많이 매립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식생에 의

한 조도 상승으로 인해 퇴적이 유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Hickin 1984). 결과적으로 2014년은 6월 이전의 홍수 

결여가 초기 식생의 밀집한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2015년은 특이하게 사주 위를 덮는 홍수사상이 발생

하지 않은 해로 첨두 유량이 10.16 m
3
/s를 기록했다. 따

라서 2014년 이후 사주 위 잔류하던 식생은 번성을 거

듭하여 사진 모니터링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한해 동안 용혈 사주를 뒤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생의 뿌리 부분이 지하수위에 닿아 수분 공급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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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y 2013 4 June 2013 24 July 2013 17 September 2013

10 April 2014 11 July 2014 16 September 2014 7 November 2014

8 April 2015 14 July 2015 8 September 2015 22 October 2015

4 April 2016 14 July 2016 13 October 2016 15 December 2016

Fig. 7. Photographs showing changes of the sand bar at the Yonghyeol monitoring site in the Naeseong Stream.

Fig. 8. Dimensionless shear stress for the annual peak 
discharge in the Naeseong Stream.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은 7월 홍수로 인해 용혈 단면의 심각한 변화

를 가져 왔다. 첨두 유량 271.31 m
3
/s를 기록할 정도로 

모니터링 기간 내 최대 유량을 기록하였다. 사주 위 번

성하던 식생은 7월 14일 사진에서 사주 끝부분을 제외

하고 완전히 매립되거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식생이 활착되어 있던 사주 부분이 홍수에 의해 유

실되고 식생은 제거되거나 모래에 덮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주요 홍수사상에 대해 하상재료 (D)인 모래의 이동

성을 판단하기 위해 첨두 홍수가 발생할 시기의 소류력 

(τ)을 계산해 보았다. 이에 무차원 소류력 (τ

)은 Eq. 1

에 의해 계산하였다.

                                        (Eq. 1)

여기서 ρ

는 하상재료인 모래의 밀도, ρ는 물의 밀도이

고 g는 중력가속도이다.

주요 홍수사상에 대한 시기별 무차원 소류력의 계산 

결과는 Fig. 8에 제시하였으며, 하상재료인 모래의 임

계 전단응력이 0.06임을 감안하면 (Choi et al. 2005, 

Woo et al. 2014) 2015년 발생한 첨두 유량을 제외한 

2013년, 2014년과 2016년 첨두 홍수량에서 10배 이상

의 높은 소류력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3년의 계산 결

과의 경우 임계 전단응력의 16배에 해당하는 소류력으로 

모래를 이동시켜 식생 매립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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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 분석 결과에 의해 사주 위의 식생은 2013년 

5월부터 지속된 홍수사상에 의해 식생 이입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2014년 6, 7월 사주 위를 월류하는 홍수가 

없을 때 식생 이입에 의한 활착이 이루어졌다. 8월 이후 

홍수에 의해 식생 조도에 의한 퇴적 유도로 식생이 모래

에 의해 매립이 되었으나 2014년 후반기까지 부분 매립

에 그쳤다. 이후 식생은 2015년에 왕성하게 활착하게 

되는데 2015년은 기상현상으로도 특이하게 연강우량

이 769 mm로 용혈지점을 통과하는 연간 첨두 유량이 

10.16 m
3
/s이었고 한해 동안 식생이 활착한 사주 위를 

한번도 월류하지 않았다. 2015년 이래 활착한 식생은 

2016년에도 이어졌으나 7월초 내성천 모니터링 기간 

이래 최고의 유량인 271.31 m
3
/s를 기록하여 많은 지형 

변화와 식생 제거 혹은 매립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식

생 변화 과정은 내성천 모니터링 기간 이전에도 유사한 

양상으로 발견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

안 댐 담수 이전의 수문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으며 이는 장기적인 수문모니터링의 장점을 반영한 결과

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

업의 연구비지원 (16TBIP-C112926-01)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References

Choi, S.U., Yoon, B.M. and Woo, H. 2005. Effects of dam 

induced flow regime change on downstream river 

morphology and vegetation cover in the Hwang River, 

Korea. River Research and Applications 21: 315-325.

Hickin, E. 1984. Vegetation and river channel dynamics. 

Canadian Geographer 28: 111-124.

Johnson, W.C. 1994. Woodland expansions in the Platte 

River, Nebraska: Patterns and causes. Ecological Monograph 

64: 45-84.

KICT. 2016. Analysis of Change in River Morphology and 

Vegetation Due to Artificial Structures. KICT Report 

2016-187,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Goyang, Korea. (in Korean)

Lee, C., Kim, J.S., Kim, K.H. and Shin, H.S. 2015, Analysis 

on fluvial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past 

and present data for river restoration: An application to the 

Miho River and the Naesung River.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8: 169-183. (in Korean)

MLTM. 2013. Basic Plan for the Downstream of the 

Naeseong Stream. Ministry of Land, Maritime and 

Transportation, Sejong, Korea. (in Korean)

Williams, G.P. and Wolman, M.G. 1984 Downstream effects 

of dams on alluvial channels, USGS Professional Paper 

1286, Department of the Interior, Washington, DC, USA.

Woo, H., Kim, J.S., Cho, K-H. and Cho, H. 2014. Vegetation 

recruitment on the ‘white’ sandbars on the Nakdong River 

at the historical village of Hahoe, Korea. Water and 

Environment Journal 28: 577-591.

Woo, H., Park, M., Cho, K-H., Cho, H. and Chung, S. 2010. 

Recruitment and succession of riparian vegetation in 

alluvial river regulated by upstream dams - focused on the 

Nakdong River downstream Andong and Imha Dams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3: 

455-469.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