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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evaluation indices of a riverside reservoir space planning by

classifying major indicators and calculating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based weights of them. The major

indicators were set up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o experts. Four indicator categories were

developed: location, environment, resource avail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And they were divided into 12

sub-categories for calculating AHP-based weights.

First, as for the major indicator categories, the calculation shows that the weighted index of environment is the

most important at 0.458, followed by location at 0.128, economical efficiency at 0.170 and resource availability at 0.154.

This suggests that environment is getting more public attention and the reservoir is regarded as a facility that is

connected to a river.

Those weight values were considered in calculating final weights for each of 12 sub-categories. Among them

water quality and ecological environment take top ranks at 0.190 and 0.186, respectively. The lower ranks include

access 0.112, resource availability of site 0.082, tourism resource 0.078, users 0.076, available land 0.052, area of site

0.031, shape of site and deterioration level 0.030 and percentage of private land 0.030 - which represents general

considerations in other space planning. The difference of the top rank (water quality, 0.190) and the last one

(percentage of private land, 0.027) is 0.163.

The above result shows that users regard environmental aspect and resource availability more important than

easiness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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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4대강 정비사업 등 하천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천의 치수정책 또한 유역 내 발

생되는 홍수량을 댐이 입지한 일부지역에서 전담하는 선

적 치수 방식에서, 하천변 제내지에 다수의 천변저류지를

조성하여 유역 전체에서 분담하는 면적 치수방식으로 변

화되고 있다. 이러한 천변저류지에 대한 관심은 4대강정

비사업 뿐 아니라 각종 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1차적으로 홍수방어를 목적으로 하나, 우

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홍수량의 저류기간이 짧아, 홍수기

를 제외한 기간의 다목적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변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을 위

한 공간계획시 영향 요인을 계층분석법(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으로 분석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

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천변저류지의 개념

그림 1. 함평천 저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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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함평천 저류지 전경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검토되고 있는 천변저류지는 그

림 3과 같이 자연형의 저류지가 아니라 제방의 일부 구간

에 월류제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홍수 시 저류지

로 월류시켜 홍수량을 저감하는 인공적 치수 시설물이다.

일반적으로 천변저류지는 홍수조절의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이다. 이는 저류지가 홍수방어

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적 대책의 일환으로써 홍수조절을

위한 저류지의 기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천변저류지가 활용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홍수터지역은 제방에 의하여 둘러싸

여 있어 제방보다 높은 홍수파가 발생할 경우 저류지 제

방을 통해 범람하여 저류되며, 홍수파를 일시적으로 저장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천변저류지는 농지, 쾌적한

경치,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고, 습지

와 같은 서식처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일본, 미

국 등은 저류지를 홍수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생태습지,

체육공간, 공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홍수조절지개념도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2006)

1.3 연구사

천변저류지와 관련된 연구는 2004년 정부의 치수대책

의 대안으로 천변저류지가 제시되면서 홍수저감효과 및

적지선정에 관한 연구 등 수자원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다.

전경수(2006)는 Newton-Raphson 방법을 이용한 천변

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제시하였고, 강수만외 3인

(2007)은 진위천을 대상으로 FLUMEN을 이용하여 홍수

범람해석을 모의하고 천변저류지의 유입량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효과적 홍수방어를 위한 천변저류지의 적지

선정에 관한 연구로 안태진외 2인(2008)은 최적화기법인

유전자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최적의 천변저류지 위치를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김복천(2009)은 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천변저류지 최적 위치 및 제원 선정의

의사결정모델을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김형수외 3인

(2006)은 천변저류지의 적지선정방안 및 천변저류지 조성

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천변저류지의 방재적 측면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어, 비홍수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안태진외 3인(2007)은 천변저류지의 기

능을 홍수조절기능과 습지기능으로 분류하였고, 전승훈

(2007)은 비홍수기시 습지생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

연체험 및 친수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천변저류지

의 생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오규창(2007)은 해외 천변

저류지의 사례를 통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활용성 측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빈도 뿐 아니라 평상시에

도 조절이 가능한 다목적 저류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천변저류지의 연구는 치수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댐 등의 기존치수시설과 달리 침수빈도

가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비홍수기의 활용방안이 요구되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천변저류지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천변 친수공간계획에 대한 연구는 다수 출현되고 있다.

안근영(1999)은 서울 중랑천을 사례로 도시하천 친수공간

계획에 대한 여구를 시도하였고, 강정수(1999)는 여기에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리고 한주형(2003)은 수변공간 활성화를 이한 구체적인

계획기법을 연구하였고, 박승건(2007)은 안양의 수암천

복개구간을 대상으로 친수공간계획 적용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천변 친수공간계획과 달리 천변저류지는

이제 조성이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다목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며, 다양한 규모와 입지의 천변

저류지의 활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적인 판단기준

도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천변저류지의

비홍수기 활용을 위한 공간계획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후 조성될 천변저류지의 적합한 활용

과 보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단계로 평가체계수립을 위해 평가지표들을 평가항목

과 평가지표로 체계화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례조

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예비평가지표를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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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표 하위지표 평가항목 A B C D E F G 선정

입지 접근성

광역교통 ● ●

유역교통 ● ● ● ● ● ● ● ◎

관련계획 및 법규여부 ● ● ● ◎

환경성

생물환경
동/식물, 식생 ● ● ● ● ● ◎

산림율 ●

무생물환경

표고 ● ● ● ● ● ◎

경사도 ● ● ● ● ● ◎

수리 수문 ● ● ● ● ● ◎

향 ● ●

지질 ●

자원성

(인문환경)

관광자원

권역내 관광자원 ● ● ● ◎

대상지내 자원요소 ●

토지이용제한요인 ● ● ● ● ◎

이용객

배후시장 인구규모 ● ● ● ◎

배후시장과의 거리 ● ●

수도권과의 거리 ●

주변경쟁시설유무 ●

경제성

대상지 면적 ● ●

토지이용 ● ● ● ● ◎

조성 용이성 ●

A. 건설교통부. 2005. 토지적성평가 지침

B. 전라남도. 1993. 신도청 소재지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C. 국립산림과학원. 2000.도시림형 산림공원 조성방안

D. 한국관광부. 2005. 서해안 관광밸트 개발계획

E. 이정, 2002, GIS를 이용한 관광지 개발 후보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F. 김용문, 2001, GIS 도입을 통한 관광지개발의 적지평가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G. 이인배. 1999. 관광지 개발 적지선정을 위한 Gis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표 2. 공간계획 지표 선정

2단계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조경, 토목,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설문은 2008년 11월 1

일∼2008년 11월 10일까지 직접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

고, 2차설문은 2009년 1월 5일∼2009년 1월 14까지

E-mail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리커트 5점척도를 활

용하여 제시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적합여부를 평가

하도록 작성하였다.

3단계로 계층분석법을 통해 지표간 가중치를 산출하였

다. AHP 설문조사는 분야별 전문가집단을 유의표본 추출

(Purposive sampling)방식으로 선정하여, 2009년 2월 5∼

2009년 2월 14일까지 직접대면과 E-mail을 활용하여 실

시하였다.

1단계

평가체계수립 및

예비 평가지표

도출

2단계

평가항목 및

지표 선정

3단계

평가 지표의

가중치 산출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설문 조사,

사례조사
계층분석법

표 1. 연구과정

계층화된 평가항목 및 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된 결

과를 계층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하

게 되는데, 이때 두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를 9점 척도 기

준으로 하여 계층별 쌍체비교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은 Expert Choice 2004를 통해 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CI)와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계층분

석시 일관성지수가 0.1미만이면 합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

으로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0.2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

으나, 그 이상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0.2%미만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가중치는 합이 1이 되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평가체계수립 및 예비평가지표 도출

평가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상위지표에서 하위지표로

계층화하였고, 용어는 상위지표는 “평가항목”으로, 하위지

표는 “평가지표”로 결정하였다.

천변저류지의 공간계획과 직접 관련된 선행지표가 전

무한 관계로 통상 적용되는 공간계획 관련 지표를 조사

하여 표 2.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천변저류지 공간계

획에 적합하면서 3회 이상 활용된 중요지표를 선정하였다.

추출된 평가 항목 및 지표는 천변저류지의 공간계획

특성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현장답사와 사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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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였다.

여기에다 천변저류지의 홍수량, 하천형태, 조성비와 관

련성이 높은 부지규모, 부지형태, 가용지비율, 그리고 사

유지비율과 사업추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낙후도 등

을 추가하여 전체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3.2 평가항목 및 지표 설정

작성된 예비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

기 위해 1, 2차 전문가 설문(Delphi Method)을 실시하였

다.

1차설문은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대면방식으로 개방형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5부 중 13부가 회수되어 93%의 높은 회

수율을 보였고, 개방형설문을 통해 평가지표 전반에 걸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 및 항목 등을 1차로 추

출하고 정리하였다.

2차 설문은 정리된 항목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리

커트 5점척도를 활용하여 E-mail방식으로 실시하여 총

20부 중 5부가 회수되지 않아 75%의 회수율을 보였고,

회수된 설문은 SPSS ver16.0를 이용하여 신뢰도분석과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신뢰도가 낮은 1부를 제외한 14부의 설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상대적 적합도가 낮은 지표를 제외한 최종

평가항목이 표 3.과 같이 선정되었다.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내용

입

지

성

규제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및

이용관련 상위 규제법의 저촉 여부

접근성 대상지에서 연계도로까지의 직선거리

환

경

성

부지내자원성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을 통한 부지내

자연환경자원 현황

주변생태환경
주변 지역의 녹지 및 하천 인접율을 통한

주변 환경성 평가

수질환경
저류지로 유입되는 인접하천 하천수질 중

COD를 기준으로 평가

자

원

성

이용객
대상지의배후도시(군단위) 인구를이용자원으로

평가

관광자원
배후도시 지역 연간 관광객을 측정하여 관광

자원성 평가

경

제

성

부지면적
저류지 예정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증감에 따른 경제성평가

부지형태
부지형태에 따른 물리적 제약여건을 부지

종횡비로 평가

사유지비율 토지보상비 및 사업추진 수월성 평가

가용지율 공간계획 편의성과 조성 시 경제성 평가

지역낙후도
행정지역의 산업, 인구, 세수 등 지역

전반을 평가한 지수로 사업시행 능력 평가

표 3. 평가항목 및 지표

3.3 가중치 결정

공간계획시 평가지표은 동일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표들은 계층화 분석(AHP)을 통해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는 가중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중치는 비율척도로

표시하고, 지표별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산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간계획시 평가지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공간계획

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3.3.1 설문조사 및 신뢰도 분석

설문 조사 결과 전체 90부 중 86부가 회수되어 9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 조사 방법은 설문의 구성 및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직접설문방식을 통해 60부를 회수

하였고, 전화설문을 병행한 E-mail방식으로 26부가 회수

되었다. 이중 신뢰도 낮은 6부를 제외한 80부를 분석 자

료로 활용하였다.

표 4. 설문 응답자 신뢰도

　구분 신뢰도(CI) 인원(명) 비율(%)

전공

(80)

조경 0.198 46 57.50

토목 0.147 15 18.75

환경 0.134 15 18.75

생태 0.260 1 1.25

기타 0.062 3 3.75

소속

(80)

학계/연구소 0.198 21 26.25

설계사 0.196 22 27.5

건설 0.140 2 2.5

건설사 0.113 10 12.5

시공사 0.199 13 16.25

환경단체 0.080 2 2.5

기타 0.148 10 12.5

3.3.2 평가항목의 가중치 분석

그림 4. 줄포습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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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0.458

0.154

0.17

0 0.2 0.4 0.6

입지성

환경성

자원성

경제성
CI = 0.013

그림 6. 평가항목 가중치

그림 5. 줄포습지 전경

계층화 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한 평가지표의 가중치 분석결과 일관성지수가 0.000

∼0.013 으로 0.1보다 낮아 설문시 답변의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항수가 많지 않고, 각

지표별 특성이 분명하여 선택이 용이했던 것으로 사료

된다.

가중치 분석 결과 4개의 평가항목 중 환경성이 0.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천변저류지를 하천환경의 일부로 인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입지성 0.218, 경제성

0.170, 자원성 0.154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공간계획

에 비해 천변저류지는 하천변의 구하도, 농경지, 나대지

등 입지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입지성의 가중치는 환

경성에 비해 낮게 산출되었다.

경제성은 천변저류지 공간계획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

는 항목이나 여타 국책사업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상류에 입지해야 하는 댐 등의 대규모 저

류시설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적 부담과 입지적 요구가 적

다는 의견도 있다. 자원성은 0.154로 최하위를 기록했는

데 여타 공원이나 관광지의 경우 자원성이 중요하게 평가

되나, 천변 저류지를 방재위주의 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홍

수저류로 인한 악영향이 높아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은 천변 저류지의 공간계획시 기존의

댐과 유사한 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NIMBY Syndrome) 등이 발생할 소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초기 조성되는 천변저류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여러

다목적 공간계획 모델을 제시하여 방재와 다목적활용이

동시에 가능한 친환경적 저류지 공원으로서의 인식전환

이 요구된다.

0.486

0.514

0 0.2 0.4 0.6

규제성

접근성

입지성 CI = 0.000

그림 7. 입지성 지표 가중치

0.18

0.406

0.414

0 0.2 0.4 0.6

부지내자원성

주변생태환경

수질환경

환경성 CI = 0.004환경성

그림 8. 환경성 지표 가중치

0.493

0.507

0 0.2 0.4 0.6

이용객

관광자원

자원성 CI = 0.000

그림 9. 자원성 지표 가중치

0.183

0.177

0.15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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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2 0.4 0.6

부지면적

부지형태

사유지비율

가용지비율

지역낙후도

경제성 CI = 0.001

그림 10. 경제성 지표 가중치

3.3.3 평가지표의 가중치 분석

지표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입지성을 항목에서는 접근

성이 0.514, 규제법이 0.486으로 유사한 가중치를 보였다.

환경성항목의 지표 간 가중치는 수질환경이 0.414, 주

변 생태환경이 0.406으로 높게 배분되었고, 반면 부지내

자원성은 0.180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수질은 저류지내

천변저류지로 월류되어 유입되는 홍수량과 평상시 습지,

연못의 유입수 등의 수질에 대한 것으로 공간계획시 직

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저류지내 수질개선을 위

한 적절한 인공습지를 계획한 경우 수질정화 효과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생태환경은 인접된 하천 및 녹지의 비율로,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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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연계된 생태적, 이용적 차원을 평가하기 위한 것

이다.

반면 부지내 자원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분석되었

는데, 이는 천변 저류지가 제방으로 둘러 쌓인 공간으로

단절되어 있고, 반복적인 홍수저류로 인해 부지내 생태계

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류지내 습

지나 완경사로 인한 저류 등으로 인한 유속감소, 그리고

수질악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원성의 지표별 가중치는 이용객이 0.493, 관광객이

0.507로 유사하게 조사 되었다. 초기 설문 시 이용객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지자체별 이벤트

의 장소로서 일부 인식되면서 일정규모이상의 천변저류

지는 상당한 유인력을 가진 여가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

하리라 예상되었다.

경제성의 지표별 가중치는 부지면적이 0.183, 부지형태

가 0.177, 사유지비율이 0.159, 가용지 비율이 0.307, 지역

낙후도가 0.174로 가용지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설문 대상이 대부분 학계와 업계 소속으로 사업시

행보다 공간계획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로

사료된다.

3.3.4 평가지표의 최종 가중치 결정

계층분석법에 의해 산출된 가중치는 평가항목 가중치

와 평가지표가중치로 계층화 되어있어 적용 시 이 두 가

중치를 각각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지표가중치에 항목

가중치을 반영시켜 최종지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 최종지표가중치 = 평가항목가중치 × 평가지표가중치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최종지표가중치 순위

입지성

0.218

규제성 0.486 0.106 4

접근성 0.514 0.112 3

환경성

0.458

부지내자원성 0.180 0.082 5

주변생태환경 0.406 0.186 2

수질환경 0.414 0.190 1

자원성

0.154

이용객 0.493 0.076 7

관광자원 0.507 0.078 6

경제성

0.170

부지면적 0.183 0.031 9

부지형태 0.177 0.030 10

사유지비율 0.159 0.027 12

가용지비율 0.307 0.052 8

지역낙후도 0.174 0.030 10

표 5. 최종 가중치 결정

그 결과 천변저류지 공간계획시 수질환경과 주변생태

환경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유지

비율, 지역낙후도, 부지형태 등은 낮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공간계획 적합성 지수(SSI :

Space planning Suitability Index)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

다.

공간계획적합성지수 산정식

SSI = 입지성지수 + 환경성지수 + 자원성지수 + 경제성지수

- 입지성지수 = 0.106 × 규제법지수 + 0.112 × 접근성지수

- 환경성지수 = 0.082 × 부지내자원성지수 + 0.186 × 주변생

태환경성지수 + 0.190 × 수질환경성지수

- 자원성지수 = 0.076 × 이용객지수 + 0.078 × 관광자원성지수

- 경제성지수 = 0.031 × 부지면적지수 + 0.030 × 부지형태지수

+ 0.027 × 사유지비율지수 + 0.052 × 가용지

지수 + 0.030 × 지역낙후도지수

이와 같은 결과는 평가지표의 실제 적용을 통해 검증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천변저류지의 공간계획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평가지표의 선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설문을 활용하

였다. 평가항목은 입지성, 환경성, 자원성, 경제성의 4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 평가 지표는 입지성지표로

규제법, 접근성, 환경성지표로 부지내자원성, 주변생태환

경, 수질환경, 자원성지표로 이용객, 관광자원, 경제성지표

로 부지면적, 부지형태, 사유지비율, 가용지비율, 지역낙후

도로 12개 평가지표가 선정되었다.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속성과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가중치 분석결과 평가항목 중 환경성이 0.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입지성 0.218, 경제성

0.170, 자원성 0.154로 분석되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사

회인식이 높아지고, 천변저류지가 하천과 연계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평가항목가중치를 함께 고려하여

단일 값으로 최종지표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최종지표가중

치는 환경성에 있어 수질환경 0.190, 주변생태환경이

0.186, 부지내자원성 0.08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지성

에 있어서는 접근성 0.112, 규제법 0.106으로 산정되었고,

자원성에서는 관광자원 0.078, 이용객 0.076으로 경제성에

서는 가용지비율 0.052, 부지면적 0.031, 부지형태 0.030,

그리고 지역낙후도 0.030, 사유지비율 0.027의 순으로 산

정되었다. 부지 면적과 가용지 비율은 일반적 공간계획에

서는 주요하게 평가되는 지표이나 천변저류지에서의 부

지면적은 저류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가용지비율 또한

천변 부지가 대부분 평지로 예측되어 중요도가 낮게 산

출되었다. 평가지표 중 가장 낮게 조사된 지표는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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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0.027로 1위 수질환경 0.190과 0.163의 높은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사유지 비율은 조성시 토지보상비등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개발 절차에 따른 민원발생과 같

은 사회적, 지역적 문제요소가 많은 지표로 조성수월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 된 지표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이용자

적 측면에서 환경적, 사회적 자원성을 조성의 수월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추진과 더불

어 지자체의 협조와 사업의 경제성 확보 등이 필요한 현

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선정된 천변저류지의 공간

계획 평가지표의 현실적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조성이 진행중인 천변저류지

에 공간계획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부지에 활용

성이 높은 다양한 공간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으며, 친환

경 저류시설로써 천변저류지의 자연생태를 복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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