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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댐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의 면적변화 변화지수 변화정도와 경년변화를 분석하였다 사주면, , .

적은 댐 건설후 가 감소하였으며 변화지수는 이었다 식생면적은 댐 건설후16.73 % , -0.2599 -0.9921 . 12.84～

가 증가하였으며 변화지수는 이었다 안동 임하 합천의 개 댐의 연 최소유량과 사주와% , 0.2699 12.0736 . , , 3～

식생의 경년 변화를 분석 하였다 연 최소유량변화 분석결과 일 최소유량은 안동댐이 임하댐이. , 1 203 %, 167

합천댐이 가 증가하였으며 일 최대유량은 안동댐이 임하댐이 합천댐이 가 감소하%, 677 % , 1 84 %, 63 %, 81 %

였다 사주와 식생의 경년변화 분석결과 사주면적은 연평균 씩 감소하였으며 식생면적은 연평균. , 42,600 ,㎡

씩 증가하여 사주면적의 감소 보다 식생면적의 증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이 하류하천의 사51,700 .㎡

주와 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첨두 홍수량 감소와 저유량 증가 등의 유량변화이다.

핵심용어 사주 식생 변화지수 변화정도핵심용어 사주 식생 변화지수 변화정도핵심용어 사주 식생 변화지수 변화정도핵심용어 사주 식생 변화지수 변화정도: , , ,: , ,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국내에서 댐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에 관한 연구는 여운기 등 이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2004)

인한 하류하천의 하상변동 식생 발달과 홍수소통 저감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최성욱 등 은 합, , (2004)

천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댐 건설로 인한 유황변화와 지형학적 변화 식생피복에 관한 변화를 연구,

하였다 이삼희와 옥기영 의 낙동강 안동댐 하류 하회지구의 이동상 모래하천의 식생변화 과정. (2007)

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만곡부 사주의 거동특성을 연구하였다.

외국에서는 등 이 미국의 의 건설로 교란과 스트레스를 받고Shafroth (2002) Arozona Alamo dam

있는 와 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 하천식생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Williams River Santa Maria River

하였다 가 유역 의. Gordon and Meentemeyer(2006) California Russian River Warm Springs Dam

건설과 토지이용 변화가 하류하천의 지형과 식생변화에 미치는 시간적 공간적 영향을 분석제시

하였고 등 은 미국 주 의 건설에 따라 하류, Richard (2005) Wyoming Snake River Jackson Lake Dam

하천에 홍수터의 지형과 식생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댐들이 건. 1960

설되었지만 댐 건설 이후 하류하천의 식생변화에 관한 정량적인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양강댐 등 개 댐을 대상으로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의 면적21

변화 변화지수 변화정도와 경년변화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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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자료수집 및 분석방법2.2.2.2.

본 연구에서는 댐 하류하천에서 사주와 식생의 시간적공간적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

양강댐 등 개 댐을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사주와 식생의 시간적공간적 변화 특성은 국토지21 .

리정보원으로부터 댐 설치 전후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사주.

와 식생 분석은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사주와 식생 면적의 증가 및 감소 등의 추세를 파악,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촬영시기 촬영방법 분석방법 등에 따라 정량화하는데 한계가 있, , ,

다 따라서 분석의 정밀. 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수문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비행촬영정보와 하천

정비기본계획의 도면정보를 병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댐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의 발달현황댐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의 발달현황댐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의 발달현황댐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의 발달현황3.3.3.3.

변화지수변화지수변화지수변화지수3.13.13.13.1

사주와 식생의 면적은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하천별로 분석,

구간과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차원화 또는 표준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정. 도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화지수 를 도입하여 분석하였다(Degree of alteration) (Richter et al., 1996).



  
(1)

여기서 는 변화지수D , Apost는 댐 건설후, Apre는 댐 건설전 사주 또는 식생의 면적이다 변화지.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변화정도가 높고 에 가까울 수록 변화정도가 낮다 양수의 경우는 증가의 추, 0 .

세를 음수의 경우는 감소 추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주와 식생의 변화정도를 변화지수의 절대값이 범위 일때 낮은 변화0 0.33 “～

은 중간 변화 이상은 높은 변화(Low alteration : L)”, 0.33 0.67 “ (Moderate alteration : M)”, 0.68 “～

로 분류하였다(High alteration : H)" (Richter et al., 1996).

사주현황 분석사주현황 분석사주현황 분석사주현황 분석3.23.23.23.2

댐 건설전 사주의 면적은 분석구간내 하천면적의 평균 이었으나 댐 건설후 로37.60 % , 20.89 %

가 감소하였다 변화지수의 분석결과는 소양강댐과 횡성댐은 과 로 사주면적이16.73 % . 0.9123 2.9528

증가하였으나 충주 등 개 댐은 로 사주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변화지수는 달, 19 -0.2599 -0.9921 .～

방 섬진 주암 수어 안동 화북 남강의 개 댐이 낮은변화 장흥 합천 밀양의 개댐이 중간변화, , , , , , 7 (L), , , 3

소양강 등 개 댐이 높은정도 로 분류되었다 횡성댐은 변화지수 가 이 넘어 변(M), 11 (H) . (2.9528) 1.000

화 정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생현황 분석식생현황 분석식생현황 분석식생현황 분석3.33.33.33.3

댐 건설전 식생의 면적은 분석구간내 하천면적의 이었으나 댐 건설후 로11.00 % , 23.85 % 12.84 %

가 증가하였다 변화지수의 분석결과는 광동과 달방댐은 과 로 사주면적이 감소하였. -0.2820 -0.8908

으나 소양강 등 개 댐은 으로 식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변화지수는 횡성 광, 19 0.2699 12.0736 . ,～

동 화북의 개 댐이 낮은변화 충주 섬진의 개댐이 중간변화 소양강 등 개 댐이 높은정도, 3 (L), , 2 (M), 15

로 분류되었다(H) . 소양강댐이 으로 가장 높고 화북댐이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12.0736(H) , 0.1625(L)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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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

Pre-impact

(A)

Pre-impact

(B)

Alteration

(A-B)
Degree of Alteration

area× 1,000
( )㎡ % area× 1,000

( )㎡ % area× 1,000
( )㎡ % degree state

So Yang 385.1 12.56 736.3 25.57 351.3 13.01 0.9123 H

Chung Ju 2,167.2 35.84 714.0 8.46 -1,453.1 -27.38 -0.6705 H

Hoing Sung 63.1 7.05 249.2 36.19 186.2 29.14 2.9528 H

Koang Dong 264.5 199.77 79.1 137.59 -185.3 -62.19 -0.7009 H

Dang Bamg 84.8 73.04 71.1 47.08 -13.7 -25.95 -0.1620 L

Dae Chung 1,380.4 18.36 399.5 5.51 -980.9 -12.85 -0.7106 H

Young Dam 1,503.9 32.59 301.8 6.51 -1,202.2 -26.08 -0.7993 H

Bo Rung 328.9 16.51 16.8 0.75 -312.1 -15.76 -0.9489 H

Sum Jin 69.0 2.55 51.0 1.97 -17.9 -0.58 -0.2599 L

Ju Am(main) 522.4 14.74 4.1 0.11 -518.3 -14.63 -0.9921 H

Ju Am(bojo) 30.2 2.42 21.4 1.71 -8.8 -0.71 -0.2920 L

So Ea 1,211.8 48.52 1,120.4 51.02 -91.4 2.50 -0.0754 L

Jang Hung 381.2 15.33 132.0 5.04 -249.1 -10.29 -0.6536 M

An Dong 3,774.3 43.57 815.6 9.41 -2,958.7 -34.15 -0.7839 L

Im Ha 1,924.8 34.31 456.7 8.14 -1,468.1 -26.17 -0.7627 H

Hwa Buk 527.8 24.73 442.6 20.74 -85.2 -3.99 -0.1615 L

Young Chun 1,125.3 47.84 276.8 11.77 -848.4 -36.07 -0.7540 H

Hab Chun 1,859.2 45.99 799.7 19.78 -1,059.5 -26.21 -0.5699 M

Nam Gang 2,082.0 15.59 2,092.4 15.67 10.4 0.08 0.0050 L

Un Mun 2,551.5 47.23 371.7 6.88 -2,179.8 -40.35 -0.8543 H

Mil Yang 1,719.3 51.05 617.5 18.33 -1,101.8 -32.71 -0.6408 M

AverageAverageAverageAverage ---- 37.6037.6037.6037.60 ---- 20.8920.8920.8920.89 ---- -16.73-16.73-16.73-16.73 ---- ----

Table 1. Analysis of Sandbar Area

Dam

Pre-impact

(A)

Pre-impact

(B)

Alteration

(A-B)

Degree

of Alteration

area× 1,000
( )㎡ % area× 1,000

( )㎡ % area× 1,000
( )㎡ % degree state

So Yang 9.5 0.31 123.9 4.30 114.4 3.99 12.0736 H

Chung Ju 311.7 5.15 429.0 5.08 117.3 -0.07 0.3763 M

Hoing Sung 410.0 45.87 520.7 75.61 110.7 29.73 0.2699 L

Koang Dong 28.4 21.43 20.4 35.42 -8.0 13.99 -0.2820 L

Dang Bamg 23.0 19.79 40.9 27.13 18.0 7.34 0.7821 H

Dae Chung 72.2 0.96 540.5 7.46 468.2 6.50 6.4819 H

Young Dam 79.6 1.72 559.8 12.08 480.2 10.36 6.0363 H

Bo Rung 110.3 5.54 486.4 21.57 376.0 16.03 3.4090 H

Sum Jin 666.8 24.66 252.8 9.78 -413.9 -14.89 -0.6208 M

Ju Am(main) 180.8 5.10 628.9 16.72 448.1 11.62 2.4791 H

Ju Am(bojo) 14.9 1.19 35.6 2.85 20.7 1.66 1.3970 H

So Ea 195.2 7.82 21.3 0.97 -173.9 -6.85 -0.8908 H

Jang Hung 271.9 10.94 811.6 30.98 539.7 20.04 1.9848 H

An Dong 289.7 3.34 2,121.6 24.49 1,831.9 21.15 6.3245 H

Im Ha 389.8 6.95 1,921.7 34.26 1,531.9 27.31 3.9298 H

Hwa Buk 565.2 26.48 657.1 30.79 91.8 4.30 0.1625 L

Young Chun 79.4 3.38 976.1 41.50 896.7 38.12 11.2900 H

Hab Chun 383.3 9.48 1,183.2 29.27 799.9 19.79 2.0871 H

Nam Gang 1,572.1 11.77 2,651.6 19.86 1,079.5 8.08 0.6867 H

Un Mun 758.6 14.04 1,873.4 34.67 1,114.8 20.63 1.4695 H

Mil Yang 179.2 5.32 1,217.3 36.14 1,038.2 30.82 5.7937 H

AverageAverageAverageAverage ---- 11.0111.0111.0111.01 ---- 23.8523.8523.8523.85 ---- 12.8412.8412.8412.84 ---- ----

Table 2. Analysis of Vegetation Area

사주와 식생의 경년변화 분석사주와 식생의 경년변화 분석사주와 식생의 경년변화 분석사주와 식생의 경년변화 분석5.5.5.5.

연 최소최대유량 변화연 최소최대유량 변화연 최소최대유량 변화연 최소최대유량 변화5.15.15.15.1

수문변화 지표법(Richter et al., 1996)을 적용하여 안동 임하 합천댐의 운영에 따른 최소최대유, ,

량 변화 분석하였다. 댐 운영으로 하류하천에 방류하는 일 최소유량은 안동댐이 에서1 0.59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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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 증가하였다1.78 /sec 203 % .㎥ 임하댐은 에서 로 가 증가하였으며 합0.17 /sec 0.46 /sec 167 % ,㎥ ㎥

천댐은 에서0.54 /sec 4.16㎥ ㎥/sec로 가 증가하였다677 % .

댐 운영으로 하류하천에 방류하는 일 최대유량은 안동댐이 에서 로1 1,090.00 /sec 174.80 /sec㎥ ㎥

가 감소하였다 임하댐은 에서 로 가 감소하였으며 합천댐은84 % . 1,141.00 /sec 424.30 /sec 63 % ,㎥ ㎥

에서648.20 /sec㎥ 121. 로 가 감소하였다90 /sec 81 % .㎥

식생 및 사주현황 분석식생 및 사주현황 분석식생 및 사주현황 분석식생 및 사주현황 분석5.25.25.25.2

안동댐의 사주면적은 년1971 3,774 × 103 에서 년에는2005 816 × 10㎡ 3 으로 연간 씩84,534㎡ ㎡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식생면적은 년. 1971 290 × 103 에서 년에는2005 2,122 × 10㎡ 3 으로㎡

연간 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년부터 식생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52,340 . 1991 .㎡

임하댐의 사주면적은 년1979 1,925 × 103 에서 년에는2005 457 × 10㎡ 3 으로 연간 씩, 54,375㎡ ㎡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식생면적은 년. 1979 390 × 103 에서 년에는2005 1,922 × 10㎡ 3 으로㎡

연간 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56,738 .㎡

합천댐의 사주면적은 년1976 1,725 × 103 에서 년에는1982 2,119 × 10㎡ 3 년에, 1993 1,859 × 10㎡ 3

년에, 2004 800 × 10㎡ 3 으로 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연간1982 ,㎡

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생의 면적은 년과 년에는 거의 없었으며 년31,917 . 1976 1982 , 1993㎡

에 383 × 103 년에, 2004 1,183 × 10㎡ 3 으로 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간 씩1991 , 40,880㎡ ㎡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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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oral variation of the sandbar and vegetation

a) 1971 yr. b) 1981 yr. c) 2005 yr.

Fig. 7. Aerial photographs of the pre & post dam (An Dong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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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79 yr. b) 1991 yr. c) 2005 yr.

Fig. 8. Aerial photographs of the pre & post dam (Im Ha)

결론결론결론결론7.7.7.7.

하천계획에 주된 관심 대상이 하천단면 하상경사 하상재료 등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와 특성이었, ,

으나 최근 하도내 식생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양강등 개, . 21

댐을 대상으로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의 면적변화 변화지수 변화정도와 경년변화를 분석하였다, , .

본 연구 결과 댐이 하류하천의 사주와 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첨두 홍수량 감소

와 저유량 증가 등의 급격한 유량변화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댐 하류하천에서 사주와 식생의 면적.

변화에 한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향후 댐 하류하천의 사주 발달과 소멸 사주내 식생종의 다양성. , ,

우점도 등을 정밀조사 하여 댐이 하류하천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여운기 임기석 이승윤 지홍기 이순탁 댐하류 하도의 식생 매카니즘과 홍수소통능력 저, , , , (2004). “ 감

특성 한국수자원학회.” , 년 학술발표회논문집년 학술발표회논문집년 학술발표회논문집년 학술발표회논문집2004200420042004 , pp. 922-926.

이삼희 옥기영 이동상 하도의 모래사주에서 토양조사를 통한 식생역 발달과정 한국수자(2007). “ .”

원학회, 년 학술발표회논문집년 학술발표회논문집년 학술발표회논문집년 학술발표회논문집2007200720072007 , pp. 1050-1062.

최성욱 윤병만 유효섭 조강현 댐건설에 의한 유황변화에 따른 하류 하도에서 하천지형, , , (2004). “

학적 변화 및 식생피복의 변화 황강 합천댐 사례 한국수자원학회: .” ,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제 권 제 호37 , 1 , pp. 55-66.

Gordon, E., Meentemeyer, R.K. (2006). "Effects of Dam Operation and Land Use on Stream

Channel Morphology and Riparian Vegetation." Geomorphology, Vol. 82, pp. 412-429.

Richard, A. M., Mills, J. D., Wrazien, D. R., Bassett, B., Splinter, D. K. (2005). "Effects of

Jacjson Lake Dam on the Snake River and its Floodplain Grand Teton National Park,

Wyoming, USA." Geomorphology, No. 71, pp. 79-98.

Richther, B. D., Baumgartner, J. F., Powell, J., Braun, D. P. (1996). "A Method for Assessing

Hydrologic Alterations within Ecosystems." Conservation Biology, Vol. 10, No. 4, pp.

1163-1174.

Shafroth P. B., Stromberg J. C., Patten D. T. (2002). "Riparian Vegetation Response to Altered

Disturbance and Stress Regimes." Ecological Applications, Vol. 12, No. 1, pp. 107-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