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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하천에 침입한 식생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장조사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천의 흐름이 식생

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의 하천에서 버드나무는 일열로 흐름방향에 평행

하게 이입되어 활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있으며, 이 연구는 실험실 개수로에 모형 나무를 일렬로 배열하여 식생

이 완전히 잠긴 경우와 부분적으로 잠긴 경우에 대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리모형 실험결과 나무의 개수에 따라 수위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빈 공간의 존재를 나타내는 나무의 간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식생의 개수, 잠긴 정도, 흐름 상태에 따른 유속과 수위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식생저항모형 개발과 이차원 흐름모형의 검보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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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천에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해 식생이 들어와서 생장

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이입, 활착, 천이, 퇴행 등의 과

정에 대한 연구는 국제 문헌에서 1980년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1] Bennett et al[2]은 반원형 식생영역을 교대

로 설정하고, 못을 사용하여 식생의 밀도를 조정해 가면

서 흐름의 변화를 측정한 바 있다. 식생 저항에 대한 실

험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로써 Rhee, et al[3]은 세 가지 

한국의 자생종인 고려잔디, 수크령, 한국갈대를 사용하여 

개수로 실험을 수행하여 흐름 저항에 대한 식생 영향을 

연구하였다. 

  국내 하천에서 버드나무는 일열로 흐름에 평행하게 이

입되어 활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런 목

본류의 배열 특징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

였다. 이 연구는 실험실 개수로에 모형 나무를 일렬로 

배열하여 식생이 부분적으로 잠긴 경우에 대하여 수리모

형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실험을 통하여 식생의 개수, 

잠긴 정도, 흐름 상태에 따른 유속과 수위 분포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Ⅱ. 식생저항 수리모형실험 

1. 모형 구축 및 실험 조건

  수리모형실험은 Figure 1과 같은 폭 0.40 m, 길이 

12.0 m인 실험실 개수로에서 수행하였다. 하부 탱크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상부 탱크로 물을 끌어올린 후 왼쪽 상

부 수조에 물을 공급하며, 공급받은 물은 밸브를 이용하

여 유량을 조절하게 된다. Figure 1(a)는 수로의 측면도

이며, Figure 1(b)는 평면도이다. Figure 2는 실험에 사

용한 관목모형이다. 하상에서 잎과 줄기가 나타나기 시

작하는 수관부 하단까지의 높이는 0.01 m, 수관부의 높

이는 약 0.05 m이며 폭은 약 0.03 m이다. 수로경사는 

영으로 실험하였으며, 정상상태의 유량은 7.18 L/s로 설

정하였다. 나무 모형의 잠김 정도와 설치한 나무의 개수

를 달리하여 실험하고 있으며, 수리모형실험 조건을 정

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수관부의 상단까

지 잠긴 경우에 대한 모형실험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다

른 경우는 향후 연구로 미룬다. 유속은 LSPIV기법을 사

용하여 표면 유속을 측정하였으며, 사진 촬영을 위한 입

자는 비누거품을 사용하였다. 수심은 포인트게이지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3은 수심 측정점의 위치를 

도시한 것이다.

  

2. 결과 분석

  Figure 4는 수로 중앙의 측정점(Figure 3의 C0~C8)

을 따라 수심을 실험조건별로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

서 나무의 개수에 따라 수위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무의 간격(빈 공간의 존재)에 따라서도 영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식생 주변의 우안

측 측정점에서 측정한 수심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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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trees
Configuration

Cases (submergence)

Just Half Fully

1 ⇒    ● J1 H1 F1

2 ⇒    ●● J2 H2 F2

3 ⇒  ●●● J3 H3 F3

4 ⇒  ●●●●● J4 H4 F4

5 ⇒  ●  ●  ● J5 H5 F5

6 ⇒  ●      ● J6 H6 F6

Remark performed scheduled

Table 1. Cases for hydraulic model experiment.

나무의 개수에 따라 수위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무의 간격(빈 공간의 존재)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및 향후 연구 

  하천에 침입한 식생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장조사

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천의 흐름이 식생에 미치는 영향 또는 상호작용에 대

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의 하천

에서 버드나무는 일열로 흐름방향에 평행하게 이입되어 

활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있으며, 이 

연구는 실험실 개수로에 모형 나무를 일렬로 배열하여 

식생이 완전히 잠긴 경우와 부분적으로 잠긴 경우에 대

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리모형 실험결과 나

무의 개수에 따라 수위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나무의 간격(빈 공간의 존재)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식생의 개수, 잠긴 정도, 흐름 상태에 따른 유속과 수위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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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flume facility showing (a) side and (b) 

plan views.

▶▶ Figure 2. Tree miniature.

▶▶Figure 3. Points measuring water depth.

▶▶Figure 4. Depth variation on center line.

▶▶ Figure 5. Depth variation on left side 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