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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하천유형분류의 기초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

우 이를 위한 하천의 조사는 매우 드물며 국부적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생태적 물리적 특성을 근거로 한 하천, .

유형적 특성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을 더욱 효율.

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차적 연구로 자연환경이 유사한. 1

하천들을 일시에 선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각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대상 하천의

공통적 특성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물리적 구조조사법을 유럽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국내하천의 하천환경조사를 위한 적용성 여부도 진단하고자

하였다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이란 하천의 공간적 환경과 저수로 하상재료의 물리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천 자체는 물론 하천범람지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기능의 수리 특성 하천의 물리 특성 수생태 특성 등을 포, ,

괄하게 된다 따라서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은 하천구조의 생태적 질과 하천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동적 과정.

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수계의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을(dynamic process) . , ,

대상으로 물리적 구조조사법과 식생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이로부터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이 수질등급과 정량

적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하천의 생태성 또는 자연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물리적 구조등급 생태성 하천환경 식생핵심용어 물리적 구조등급 생태성 하천환경 식생핵심용어 물리적 구조등급 생태성 하천환경 식생핵심용어 물리적 구조등급 생태성 하천환경 식생: , , ,: ,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특히 이러한 특.

성을 이용한 하천의 유형분류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하천유형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에 의해 시작되. Borne(1877)

었으며 그는 출현하는 어종을 이용하여 하천의 구역 을 나누었다 그 이후 어종에 의한 어류구역은 많은(zone) .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의 경우 어류는 물론 대형부착동물과 물리적 요인인. Illies(1952, 1953, 1958, 1961)

온도 물의 유동 하상재료를 고려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하천의 종적분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 .

어종 및 물리적 요인을 이용한 하천의 특성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Leopold

등 와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중규모 하천의 물리적 구조특성(1964), Mangelsdorf Scheuermann(1980) . ,

즉 하상형태 하상의 안정성 하천의 종적 발전형태 하안구조 하안식생 등을 척도로 한 하천특성에 대한 것이, , , ,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소규모 하천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처럼 하천의 생태적 물리적 평가. .

는 매우 발전하여 현재 유럽공동체 에서는 독일에서 개발한 평가척도에 의거 각국이 년에 번씩 하천의(EU) 3 1

물리적 구조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더욱 효율적인 하천의 계획과 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를 위한 하천의 조사는 매우 드물며 국부적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 .

생태적 물리적 특성을 근거로 한 하천 유형적 특성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유형을 분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을 더욱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조사 및 분석 방법조사 및 분석 방법조사 및 분석 방법조사 및 분석 방법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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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하천의 선정기준대상 하천의 선정기준대상 하천의 선정기준대상 하천의 선정기준2.1.2.1.2.1.2.1.

본 연구에서 차 하천 규모에 해당하는 중규모 하천을 선정하였다 이는 소하천의 경우 유로연장이 짧아서 하4 .

천의 종적 동태 가 잘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하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위적 영향으로 하천의 자연( )動

성이 많이 손실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천의 다양한 종적 횡단적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유속이 느리고 하상. ,

재료의 입경이 작은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모래질의 하상재료와 완만한 하상경사를 가진 평지형

하천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비도시 지역에서 자연성이 일부 구간이라도 존재.

하는 하천을 선택하였다 하천의 자연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유역의 지질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 동일 수계에서.

대상 하천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적으로 경기지방 남한강 수계의 청미. 1

천 양화천 복하천을 대상 하천으로 선정하였다, , .

대상 하천의 특성조사 및 분석방법대상 하천의 특성조사 및 분석방법대상 하천의 특성조사 및 분석방법대상 하천의 특성조사 및 분석방법2.2.2.2.2.2.2.2.

대상 하천 전 구간에 걸쳐 유럽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하천의 물리적 구조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의 구조등급과

생태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장 자연성이 우수한 구간을 중점조사구로 선정하였고 그 구간에 대하여 생물.

학적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일부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공통성을 찾아보았다, .

각 항목별 조사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1)(1)(1)(1)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이란 하천의 공간적 환경과 저수로 재료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천 자체는“ ( ) ”

물론 하천범람지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기능의 수리 특성 하천의 물리 특성 수생태 특성 등을 포괄한다 따라, , .

서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이란 하천구조의 생태적 질과 하천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동적 과정“ ( ) ” (dynamic

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하천구조등급의 조사항목은 개 범주에 걸친 개 항으로서process) (LAWA, 2000). 6 25

평가기준에 의거 식생이 무성하지 않은 봄철에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구조등급 의미 지표 범위 EU-WRR )※의한 생태성

1 자연 그대로 1.0-1.7
매우 양호함

2 약간 변경시킴 1.8-2.6

3 보통 변경시킴 2.7-3.5 양호함

4 변경한 것이 두드러짐 3.6-4.4 보통임

5 크게 변동시킴 4.5-5.3 결여됨

6 아주 크게 변동시킴 5.4-6.2
불량한 상태

7 모두 변경시킴 6.3-7.0

표표표표 1111 종합평가표종합평가표종합평가표종합평가표....

유럽공동 물관리 가이드라인)※

식물 및 식생식물 및 식생식물 및 식생식물 및 식생(2)(2)(2)(2)

식물 및 식생조사는 중점조사구에 한하여 실시하였는데 식물상은 하천의 양안을 걸으면서 수생 정수 하원, , ,

역에 출현한 모든 식물의 종을 동정하여 정리하였다 식생은 에 의한 우점도 및 피도등급. Braun-Blanquet(1964)

계급을 따르고 방형구의 크기는 에 의거하여 하천식생조사에 적절한 로 실시하였다 조, Dierschke(1994) 5×5 m .

사 시기는 장마 전과 후인 월과 월에 실시하였다5 8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수서곤충류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수서곤충류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수서곤충류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수서곤충류(3) ( )(3) ( )(3) ( )(3) ( )

수서곤충의 채집은 본 대상 하천 중점조사구의 유속과 서식지를 고려하여 정량채집망(50×50 cm, mesh size

으로 채집하였고 또한 과 를 이용하여 정성채집 한 후 로 현장에서 고500 m) , hand-grab collector 90 % alcoholμ

정하여 실험실에서 해부현미경 하에서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종목록과 출현빈도를 정리하여 군집분×40, ×80 .

석으로 우점도 다양도 균등도를 구하고 종의 환경질점수 를 이용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서 환경부, , (Qi) “ ”( , 2001)

에 의한 지수 를 구하였다ESB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

하천수의 화학성 및 기타하천수의 화학성 및 기타하천수의 화학성 및 기타하천수의 화학성 및 기타(4)(4)(4)(4)

하천수의 화학성은 년 월까지의 환경부 수질측정망자료를 중점조사구와 근접한 측정망의 자료를2001 2004 4～

활용하였다 비교 하천의 하천수의 화학성도 환경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타 유역의 지질 및 인문사회적 현. . ,

황은 경기도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2003 a, b, c) .

조사 및 분석 결과조사 및 분석 결과조사 및 분석 결과조사 및 분석 결과3.3.3.3.

대상 하천의 일반적 특성대상 하천의 일반적 특성대상 하천의 일반적 특성대상 하천의 일반적 특성3.1.3.1.3.1.3.1.

대상 하천은 남한강수계의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으로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충북 음성군에, , , , , ,

포함된다.



청미천은 유역면적이 595 km
2
유로연장 약 로 이 중 국가하천구간은 이며 나머지 구간은 지, 60.8 km 25 km

방 급 하천이다 청미천의 하상경사는 이며 사행도는 이다 청미천유역의 토지이용은 농경지가 전체면2 . 1/477 , 1.7 .

적의 임야가 대지 및 기타가 이다33.92 %, 52.86 %, 13.22 % .

양화천의 유역면적은 183.82 km
2
유로연장은 이며 지방 급 하천이다 양화천의 사행도는 이고 중, 29.8 km 2 . 1.27

류 구간에서의 하상경사는 으로 완만하다 유역의 토지 이용성은 농경지가 임야가1/470 550 . 42.7 %, 36.7 %,～

기타 이다1.64 % .

복하천의 유역면적은 308.5 km
2
유로연장 로 이 중에서 구간은 지방 급 하천이며 그 외의, 38.5 km 17.3 km 2

구간은 국가하천이다 하상경사는 중류부에서 이며 복하천의 사행도는 이다 유역의 토지이용은 전체. 1/833 1.54 .

의 가 농경지로 임야가 대지와 기타가 를 차지하고 있다39.0 % , 46.18 %, 14.45 % .

대상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및 생태적 등급대상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및 생태적 등급대상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및 생태적 등급대상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및 생태적 등급3.2.3.2.3.2.3.2.

청미천청미천청미천청미천(1)(1)(1)(1)

청미천의 물리적 구조조사 결과 하천의 가장 두드러진 종적 특성은 저수로가 사행을 하며 사주의 형성이 비,

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천의 종적 연속성은 여러 구간에 설치된 보로 인하여 물의 흐름이 단절되.

고 물의 정체가 많았다 횡단면상의 특징은 횡단 수심이 얕으며 폭의 변화가 작은 편이다 하상재료는 모래이며. .

하안 및 하천변은 농경지의 이용이 많아 인위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청미천의 물리적 하천구조등급은 등. 3

급 과 등급 이 가장 많아 인간에 의한 하천변경이 보통 두드러진 것 으로 평가되며 생태성(32.2 %) 4 (40.8 %) “ ”～

은 보통에서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EU-WRRL) “ ” .

그림 청미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청미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청미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청미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3.3.3.3.

양화천양화천양화천양화천(2)(2)(2)(2)

양화천의 종적 특성도 청미천과 유사하게 저수로의 사행성과 사주가 많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횡적으로.

는 양안에 제방이 축조되어 횡단형이 얕은 사다리꼴 형태로서 획일적이며 하폭의 변화는 미미하다 하상재료는, .

모래와 굵은 모래가 대부분이다 양화천의 물리적 구조등급의 종합은 등급 과 등급 이 가장 많. 3 (43.1 %) 4 (35.7 %)

아 인위적인 변경이 보통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생태성 은 양호 보통 으로 평가된다“ ” (EU-WRRL) “ ” .～ ～

그림 양화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양화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양화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양화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4.4.4.4.



복하천복하천복하천복하천(3)(3)(3)(3)

복하천의 물리적 구조의 대표적 특성도 청미천 양화천과 유사하게 하천의 사행성과 사주가 많이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로 인하여 물의 정체가 더욱 심하며 횡단폭의 변화가 미미하다 하상재료는 상류의 경우 거친. .

굵은 재료로 구성되었으나 중하류구간에서는 모두 모래 하상을 나타내었고 인위적 하상보호물은 없었다 하안( ) .

과 하천변은 강한 인위적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종합적인 등급은 등급의 분포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나, 4 58.8 %

변경이 두드러진 하천으로 평가되고 생태성 은 보통 이다“ ” (EU-WRRL) “ ” .

그림 복하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복하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복하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그림 복하천 물리적 구조등급 종합5.5.5.5.

개 하천의 공통적인 물리적 특성개 하천의 공통적인 물리적 특성개 하천의 공통적인 물리적 특성개 하천의 공통적인 물리적 특성(4) 3(4) 3(4) 3(4) 3

개 하천 중에서 양호한 등급 등급 의 빈도가 높은 순서는 양화천 청미천 복하천3 (3 ) (43.1 %), (32.2 %), (20.1 %)

으로 양화천이 청미천이나 복하천보다 양호하고 청미천은 복하천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하천수, .

의 경우 예를 들면 함량에서 양화천 청미천 복하천 로서 역시 양화천이 청BOD 2.1 mg/L, 2.8 mg/L, 5.4 mg/L

미천과 복하천보다 양호하고 복하천이 가장 양호하지 못한 수질을 나타내어 수질로 본 하천순위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하천의 물리적 구조조사가 수질조사와 같은 유사한 항목들이나 조사의 정량성은 없지만 전반적인.

하천의 생태성을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점조사구의 물리적 생물생태적 유사성중점조사구의 물리적 생물생태적 유사성중점조사구의 물리적 생물생태적 유사성중점조사구의 물리적 생물생태적 유사성3.3.3.3.3.3.3.3.

대상 하천 전 구간에 대한 하천의 물리적 구조등급 결과에 따라서 가장 생태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점조사구

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구간은 각 하천의 하류 구간에 해당되었다. .

물리적 구조의 특성물리적 구조의 특성물리적 구조의 특성물리적 구조의 특성(1)(1)(1)(1)

개 하천 중점조사구의 물리적 공통성은 전체 조사 하천의 평균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사행침식 횡단침3 . ,

식은 작고 등급 횡단사주가 많으며 등급 하도의 사행성이 의 보통사행 등급 으로 전체 구간보“ (1 ),” “ (1 )” “80 % (2 )”

다 사행성이 보다 더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하상구조의 특이사항은 개 등급 개 등급 정도. “1 (4 )” “2 (3 )” ,～

하상구조의 다양성은 보통 등급 이며 파랑의 다양성 깊이의 다양성 횡단폭의 변화 항목에서 작다 등급“ (4 )” , , “ (5 )”

의 등급을 보이고 있어 전체구간에서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및 식생의 특성식물 및 식생의 특성식물 및 식생의 특성식물 및 식생의 특성(2)(2)(2)(2)

년 장마 전과 후 월 월 의 회 조사에서 중점조사구에서 관찰된 식물의 종은 청미천이 과 종 양2004 (6 , 8 ) 2 59 138 ,

화천이 과 종 복하천이 과 종으로 대상지 전체에서 출현한 종은 모두 과 종이다 벨트 내의37 111 , 39 99 62 189 . (belt)

1 m2당 출현 식물수는 복하천에서 개로 많았다 아울러 청미천에서는 년초의 선구식물종이 가장 적게 출9.4 . 1 2

현하였고 생태적 안정성이 높음을 가리키는 수목류의 출현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다른 개 하천과 대조, 2

를 이루었다 특히 하천의 자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귀화종의 비율에서도 청미천이 양화천. 8.7 %, 12.6 %

복하천의 로 복하천에서 가장 높았다, 14.1 % .

저서생물의 특성저서생물의 특성저서생물의 특성저서생물의 특성(3)(3)(3)(3)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개의 중점조사구에서 청미천이 과 종 개체로 가장 많은 종이 조사되었으며, , 3 19 28 1,251 ,

양화천이 과 종 개체 복하천이 과 종 개체의 순으로 복하천에서 가장 종수와 개체수가 작았22 27 1,330 , 25 25 1,091

다 청미천은 양화천보다 저서생물의 종수가 종이 더 많았으나 개체수는 양화천에서 더 높았다 군집분석 결. 1 .

과 우점도 지수는 개의 하천 중 복하천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화천이 청미천이 의, 3 0.32 , 0.29, 0.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도 지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청미천이 으로 가장 높고 양화천이 복하천이. 2.83 , 2.77,

으로 청미천에서 가장 종 다양도가 높았다 균등도 지수는 개의 하천 모두 로 비교적 낮게 나타2.70 . 3 0.84 0.85～



나고 있으며 풍부도 지수는 청미천이 양화천이 복하천이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수, 3.79, 3.61, 3.43 . ESB

는 청미천이 복하천이 로 서로 같고 양화천이 점으로 수질측정결과에서와 같이 다른 개 하천보다 약55, 55 , 58 2

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질 평가등급은 모두 다소양호 에 해당되었다. “ ” .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의 대상 하천들은 이미 인위적 영향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변형되어져 대상 하천 본래의 자연적 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개 하천은 하천유형적 측면에서 자연환경은 평지이며 하상재료는 모래가 주를 이루며 하도는 사행을 하(1) 3 , ,

나 샛강이 발달하지는 않았고 유출률은 많지 않으나 도시하천에서와는 반대로 지속성이 있으며 유출의 변, ,

동은 많다.

하천의 물리적 구조측면에서 보면 저수로의 폭은 평수기를 기준으로 내외를 나타내며 계곡의 형태는(2) 100 m

비교적 넓게 발달하였다 하도의 사행도는 평균 이며 하도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침식과 퇴적의 물리. 1.5

적 구조는 침식보다는 퇴적구간이 공통적으로 더 우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상재료는 대부분이 모래이나.

드물게 자갈 또는 호박돌이 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상구조는 상하류 하상재료의 구별이 비교적 뚜

렷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하상구조의 특이성 웅덩이 나무뿌리 유속이 빠른 곳 정체구간 수생식물 등 은. ( , , , , )

드물고 단순한 편에 속한다 하천의 횡단면은 제방이 없는 중점조사구의 일부에서는 매우 완만한 하안과 매.

우 가파른 하안을 동시에 가지는 다양성을 보이나 다른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횡단폭과 깊이의 변화가 다양

하지 않다 홍수터는 인위적 영향이 없는 구간에서 높이와 폭이 일정하지 않은 매우 부정형적 지형상을 나.

타내었다.

저서성생물의 특성은 여러 가지의 교란에 의하여 하천종 보다는 호소종이 우점종과 아우점종으로 나타났으(3)

나 청정지역을 서식처로 하는 무늬하루살이 검은 물잠자리가 공통종으로 출현하였다, , .

하안식물의 특성은 물과 인접하여 갈풀군락이 발달하고 그 뒤를 이어 달뿌리풀 갈대군락이 서식한다 갈대(4) , .

군락을 이어서 버드나무군락 홍수위선 안팎으로는 물푸레나무군락이 출현하였고 그 뒤를 이어 아까시나무, ,

신나무 군락 등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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