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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존 국내의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은 인위적으로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훼손된 자연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저수호안의 안정성과 더불어 식생 피복율을 높이는 등 형태적

복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은 하천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하천이 생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천의

물리적 특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물서식처와 이에 반응하는 생물들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생물들에게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하천유역의 환경 훼손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종을 복원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술을 검증함으로써 생물

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중소하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하천을 선정하여, 서식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서식처

의 물리·화학·생태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납자루아과 어종의 산란처 및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방형 하도습지 조성 기술을 개발 및 시범적용 하였다. 

핵심용어 : 하천복원, 서식처 유형분류, 서식처 조성 기술, 복원 목표종 

1. 서론

자연형 하천복원이라는 개념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고, 그 후로부터 도시

의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의 환경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자연형 하천복원을 독

일에서는 Naturnaher Wasserbau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다자연형(多自然型)하천, 근자연형(近自然型)하천, 

자연공생형(自然共生型)하천, 자연재생형(自然再生型)하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국내에서는 자연형
하천복원,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도 불리었고 현재는 하천의 생태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

하여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하천을 자연에 가깝게 조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도서식처 조성기술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정에서 생물서식처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성되는

사례 및 적용 기술이 대부분으로 복원 목표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하

도서식처 설계 및 조성과정은 복원 목표종의 선정과 이들의 서식환경 선호도(preferred habitats)분석을 통

해 요구되는 물리적 서식환경의 기준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Robert W. Newbury, 1994)

특히, 국내의 경우 하천복원에 활용된 기존 기술들은 형태적인 복원이 주가 되어왔기 때문에 기술을 적용

한 후 생물들이 와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형태의 복원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의 환경 훼손으로 인

하여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종을 복원 목표종을 선정하고 그 목표종이 서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종도 함께 서식할 수 있는 형태의 ‘하도생물서식처 기반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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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범위

2.1. 연구 대상지

    자연하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생물서식처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 하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하천을 모래하천과 자갈하천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하천은 갑

천, 양화천, 논산천, 홍천강, 탄천이다.

2.2. 물리적 특성분석

     조사구간에서 나타난 서식처별로 1m 등간격으로 수심 및 유속을 측정하였으며, 하천횡단 미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식처별 횡단측량을 수행하였다. 하도내 생물서식처 형성과정에 있

어 하상재료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각 서식처 내의 균질한 하상재료를 가지고 있

는 곳에서 표본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3. 화학적 특성분석

    각 생물서식처별로 수질조사를 동절기를 제외한 춘계조사(평수위), 홍수전, 홍수후 까지 총 3

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수질조사는 현장에서 HACH-HQ40d를 이용하여 수온, pH, EC, DO 등

을 측정하고, DO, SS, BOD, T-N, T-P 등은 실험실에서 적정하여 분석 하였다.

2.4. 생태적 특성분석

  1) 식생

     계절변화와 홍수전․후의 평면상 식생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점식생을 중심으로 현존식

생도를 작성하였으며, 각 서식처별로 식생과 지형 및 생물상과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자연하천구간을 중심으로 식생단면도 작성을 실시하였다.(환경부, 2002)

  2) 어류

     어류조사는 수온이 10℃이하로 내려가는 동절기를 제외한 봄, 여름, 가을 총3회 실시하였고, 

어류의 채집은 정량 조사를 위하여 투망(7×7㎜)과 족대(4×4㎜)를 각각 14회, 40분간 사용하

였다. 군집분석은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우점도(McNaughton, 1958), 종다양도(Shannon 

Weaver, 1963), 균등도(Pielou, 1966)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3) 저서동물

     도시구간의 3지점과 자연형구간의 10지점에 대해 총3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저서성 대형무

척추동물의 현장조사는 각 서식처 유형별 수량과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계류형 정량채

집망인 Surber net (25×25cm, 망목지름 0.5mm)을 이용하여 채집을 하였다. 또한, 폐쇄형 하

도습지(범람형) 등 각 지점의 특성에 따라 0.5mm 망목의 뜰채, D형 수서 채집망(25×25cm, 

망목 1×1mm), 족대(망목 3×3mm)에 의한 정성채집을 병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물서식처 유형구분

  생물서식처는 생물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는데 여기서는 「형태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

진 장소 중에 생물이 생활사의 각 단계(먹이섭취, 휴식, 피난, 산란, 우화, 번데기, 고치 등)에서 이용하

는 특정의 장소」로 정의된다(島谷幸宏, 2000). 생물서식처는 대상이 되는 생물에 따라 그 크기는 다

르며 일반적으로 커다란 몸을 가진 것일수록 커다란 서식처를 필요로 한다(杉山惠一, 1999).          

자연하천구간에서는 하도가 자연스럽게 사행하고 주변부가 농경지 및 산지로 연결되어 있어 횡적 연결

성이 확보되어 개방형하도습지, 폐쇄형하도습지(범람형), 폐쇄형하도습지(구하도형) 등 다양한 하도습지

가 존재하며, 평여울, 급여울, 징검형 여울 등의 여울 뿐만 아니라 사행형 웅덩이 및 댐이나 보로 인해

생성된 댐형 웅덩이, 낙차형 웅덩이 등의 생물서식처 유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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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처 유형 평면 단면

평여울(Run)

급여울(Riffle)

징검형 여울

(Stepping stone riffle)

샛강(side channel)

사행형웅덩이

(Meander type pool)

폐쇄형하도습지_범람

형(Channel unconnected 

pool_overflow type)

폐쇄형하도습지_구하

도형

(Channel unconnected 

pool_abandoned channel 

type)

표 1.  생물서식처 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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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하도습지

(Channel connected 

pool)

낙차형웅덩이

(Substrate type pool)

댐형 웅덩이

(Dam type pool)

서식처 유형구분은 자연상태의 서식처와 도심화된 구간의 서식처 유형을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하천복원 사업이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상태의 서식처 유형 및 그 환경 분석

을 통해 도시하천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3.2 탄천의 물리·화학·생태 특성분석 결과

1) 물리적 특성 분석

그림 1. 탄천 개방형 하도습지의 하상재료 모습과 체분석 결과

탄천 자연구간의 개방형 하도습지 하상재료 분석결과 D50은 약8mm 정도이며, 하도 특성상 자갈이나 모

래가 퇴적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2) 화학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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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자연구간에서의 BOD의 경우 평균 3.9 mg/L(1.9∼6.9)로 수질등급 Ⅲ등급(보통)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체성 수역인 낙차형 웅덩이와 사행형 웅덩이, 댐형 웅덩이에서는 BOD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체성 수역에서 오염물질 등이 농축되면서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태적 특성 분석

그림 1. 탄천 자연구간 현존 식생도 

탄천 자연형 구간은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으로서 주요 식생유형은 상관 식생 및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 모래 및 자갈사주(7.6%), 나지 및 경작지(2.9%), 교량 하부 등 시설지(3.9%), 개방수역

(37.2%), 버드나무류 군락(4.6%), 아까시나무(2.2%), 갈대 군락(17.1%), 여뀌(1.6%), 물억새 군락(2.9%), 

참새귀리 군락(2.2%), 쇠뜨기 군락, 환삼덩굴 군락(5.5%), 망초 군락(2.1%), 개망초 군락(1.6%), 멍석딸

기 군락(0.2%), 혼생초지 군락(17.4%), 잔디 식재지(11.7%), 체육시설 공간(6.6%) 등으로 대별되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하천 생물의 서식처 복원을 위하여 서식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서식처별 물리·화학·

생태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하천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중심의 하천복원기술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현재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개방형 하도습지 조성기술”이 탄천에 시범 조성

되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행중이다. 또한 갑천, 논산천, 양화천, 홍천강, 탄천 뿐만 아

니라 무주 남대천, 감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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