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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 소하천의 호안공법별 식생분포 조사

이강석1ㆍ박진기2ㆍ연규방3ㆍ박종화4*

1
괴산군청, 

2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대학원, 

3
충청대학 토목과, 

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Vegetation survey in nature-friendly small streams for each protection 
method

Kang Suk Lee1, Jin Ki Park2, Gyu Bang Yeon3, Jong Hwa Park4*
1Goesan County, Chungbuk 367-802, Korea
2Graduate stud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1-763, Korea
3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ju 363-792, Korea
4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1-763, Korea

Received on 7 March 2011, revised on 25 March 2011, accepted on 20 June 2011

Abstract : Riparian vegetation distribution patterns and diversity relative to various fluvial geomorphic channel patterns, 
stream bank stabilization methods, and stream flow processes are described and interpreted for selected nature-friendly 
small stream bank protection of Goesan, central Korea. Idong Stream Pilot Project, which began in May 2003 and finished 
in December 2003, was selected to develop effective methods which was nature-friendly stream bank protection. The 
project aim to maintain or increase stream bank stabilization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while protecting downstream 
and stream bank  ecosystem. A number of protecting methods which were a Flight of fieldstone, Vegetation block, Green 
river block, Stone net, Green environment block, Eco friendly cobble, Vegetation mat and Geo-green cell and Firefly 
block were applied on the bank of Idong stream. The stream sites have been monitored about vegetation conditions each 
method in 2007. We selected six points to separately investigate in left and right ban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suitable methods and to improve stream restoration techniques for ecosystem. On the stream bank, H 
environment block method (9.7) was the highest average of vegetation coverage and Firefly block method (3.87) was the 
lowest average in appli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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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천은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과 문화의 중심에 있었

고 환경적,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연자원이

다. 최근 청계천 및 양재천 정비 등 도심에 위치한 하천 

살리기 사업 등의 전개로 하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하고 하천정비의 목적이 단순히 치수(방재)나 이수뿐만 아

니라 다양한 환경적 잠재기능을 복원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하천 정비시 

하천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복원하고 이용 측면에서

도 하천환경은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면서 생물 다양성

이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온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천은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따라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그 중 하천의 환경 기능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서식 공간기능, 수질의 자정기능, 그리고 친수공간

으로 활용되면서 정서 함양 기능 등을 갖는다.

환경보전과 복원, 친수성 차원의 하천정비 사업이 구체

화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

로 1970년대부터 근자연형(Naturnaher Wasserbau)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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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완전한 자연 재생 및 복원이 인위적으로 불가하므로 

최대한 자연의 모습에 가깝도록 재생 및 복원한다는 취지

에서 붙여진 용어)이라 할 수 있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나 

금속 등의 토목재료 대신에 갯버들, 거석, 통나무 등 지역 

주변의 자연 재료를 하천정비 사업에 적용하면서 부터 시

작되었다(LfU, 1992). 이러한 공법은 새로운 하천사업 계

획뿐 아니라 인공 하천의 복원 또는 회복 사업에도 적용하

여 활용되었다(Brookes와 Shields, 1996; Bernhardt 등, 

2005).

하천복원 개념의 구체화는 1980년대 영국환경청(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Rural Affairs, 이

후 EA)의 역할이 크다. EA는 각종 이․치수 관련 하천사업은 

물론 수로화된 기존 하천의 복원, 회복사업에 자연형 하천

계획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NRA, 1992). 영국의 하

천협회인 NRA는 1994년에 “The New River & Wildlife 

Handbook”을 발간하여 하천 복원이나 자연형 하천계획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핸드북은 자연형 하천 종합정

비, 치수 및 이수기능 증진과 함께 하천 환경기능 중 특히 

생태계 요소를 종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 하천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각기 자연형 하천계획과 공법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이용하여 왔다(NRC, 1992). 또한 미국 공

병단(USACE, 1989)은 홍수조절 하천이나 수로에서 환경

요소 고려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제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근자연형(近自然型) 하천공법이 자연생

태계, 경관 및 친수기능 등 하천환경 보전 및 향상에 큰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1980년대에 도입하였다. 이후 1990

년과 2004년 사이에 23,000개 이상의 “자연친화적 하천정

비사업”프로젝트가 일본 전역에 걸쳐 실시되었다(Nakamura 

등, 2006). 특히 2003년에 마련된 자연복원촉진법은 복원 

사업의 건전하고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적으

로 많은 복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국내의 자연형 하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 건설

부(1994)에서 자연형 하천설계기법 및 하천유량과 수질의 

상관성 조사연구로 자연형 하천계획의 기본지침을 마련하

였다(Lee 등, 2010).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건설교통부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천환경 기초조사”가 

수행되었고, 1990년대 중반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

공법의 개발”이 환경부 G-7과제로 선정되면서 하천환경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증대되었다(Woo 등, 2005). 그러나 

식생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주 적은 실정에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2년도부터 8개 지구를 선정하여 

자연형 소하천 적용공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왔다. 

이 중 이동 소하천은 2003년도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앞으로 자연형 소하천 공법

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하천들에 적용해 갈 

계획에 있다.

한편 식생분류의 기본 목표는 식물 유형에 따른 명확한 

진단 기준과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설정으로 식물 패턴

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유럽을 비롯한 

국가에서는 분류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식물 단위의 개

발 정보와 식생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하천주변

의 환경을 보전 또는 변화시켜오고 있다(Westhoff와 Maarel, 

1973; Specht 등, 1974; Anon, 1997; Mucina와 Ladislav, 

1997; Rodwell 등, 2002). EU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서 식생분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하천을 대상으로 식생분포조사를 실시

하여 보고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 규모가 비교적 작고 유사한 식생

분포를 나타내는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에 채용된 

10개 호안공법의 식생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봄, 여름, 가

을의 식생분포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조사 지구 및 방법

1. 조사 지구

연구대상 소하천은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위치((36°46′
04.8″N, 127°38′29.1″E / 36°34′45.2″N, 127°35′05.1″E)

하는 이동천이다(Fig. 1). 이동천의 연장은 2.7 km이며 금

강수계 보강천 지류인 문방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이동

천은 해발 543 m의 칠보산에서 발원하여 평야로 유입되는 

유역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상류와 하류의 형상이 

차이를 보인다. 이동천의 형상은 상류의 형상계수가 0.25, 

하류의 형상계수가 0.45로 상류의 경사가 약간 급하고 하

류의 경사는 완만한 하천 형상을 이루고 있다.

연구대상 소하천에 시공된 호안공법은 ① 자연석 2단 쌓

기, ② 자연석 3단 쌓기,  ③ 식생축조블록, ④ 그린리버블

록, ⑤ 스톤넷, ⑥ 그린환경블록, ⑦ 지오그린셀, ⑧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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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ivision of stream bank protection section in vegetation survey areas.

Table 1. Stream bank protection methods in study area.

Point Stream Bank Protection Methods Point Stream Bank Protection Methods
Ⅰ Two Flights of Fieldstone Ⅱ Vegetation Block
Ⅲ Green River Block Ⅳ Green Environment Block
Ⅴ Eco Friendly Cobble Ⅵ Vegetation Mat and a Flight of Fieldstone
Ⅶ Three Flights of Fieldstone Ⅷ Geo Green cell
Ⅸ Firefly Block Ⅹ H Environment Block

돌망태, ⑨ H형 환경블록, ⑩ 반딧불블록, ⑪ 자연 식생매

트, ⑫ 생태옹벽블록의 12개 자연형 공법이다(Lee 등. 

2010).

하천 식생조사 지점은 하천시설기준(MOCT, 2005)의 현

지 지형, 토지이용 특성 및 자연 친환경적 하천공법 등을 

고려하여 Fig. 1과 같이 선정하였다. 각 구간에 적용된 호

안 공법은 Table 1과 같다. 적용 공법에 대한 조사는 ⑤ 
스톤넷과 ⑫ 생태옹벽블록을 제외한 10개 공법에 대해 실

시하였다.

조사지점의 호안공법 특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식생블록(Ⅱ)과 반딧불블록(Ⅸ)의 시공방법 및 특

징은 도로에 인접한 호안에 석축 및 옹벽 대용으로 바구니 

공간에 자갈, 토사 등의 채움재를 사용하여 식재가 가능하

고 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한다. 중량의 콘크리트 블록으

로 시공성이 뛰어나며 식생이 가능하나 인공색이 강한 단

점이 있다. 그린리버블록(Ⅲ)과 그린환경블록(Ⅳ)은 블록

자체의 모양을 자연석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고 블록사이 

공간에 식재도 가능하며, 중량구조물로 큰 유속 구간이나 

수충부의 제방보호가 필요한 구간에 적용할 수 있어 치수

와 경관에 양호한 공법이다. 친환경 돌망태 공법(Ⅴ)은 철

망을 조립하여 작은 돌을 채우고 복토한 후 씨딩을 하여 

유속이 빠른 수충부에 적용할 수 있다. 식생매트 공법(Ⅵ)

은 식생의 씨앗이 내장된 매트를 포설하고 복토를 한 후 

호안 하단부 보강을 위하여 자연석 1단쌓기를 하였다. 이 

공법은 식생의 자생력을 이용하므로 큰 유속에는 견디기 

어려우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적용되었다. H형 환경블록

(Ⅹ)은 콘크리트 블록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하며 시

공이 용이하나 복토 후 평떼 식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지오그린셀(Ⅷ)은 다공질의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혼

화제를 충진한 다음 복토, 씨딩, 거적덥기 순으로 시공이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식물이 활착하여 경관 및 

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수 있다. 자연석 쌓기(Ⅰ과 Ⅶ)의 경

우는 습지원의 유출입 호안부분이나 수충부에 자연석을 쌓

아 호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연식생대를 조성하여 어소

역할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이동천에 적용된 

각 호안공법에 대한 시공전과 시공후의 단면 사진은 Fig. 

2와 같다.

이와 같이 호안공법은 방재(치수)기능을 발휘하여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은 물론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생

물들을 배려하는 기능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조건에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생물의 서식환경중 식

생분포가 서식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많은 국가

에서 하천의 식생환경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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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Fig. 2. Stream bank protection methods of Idong nature-friendly stream.

본 연구에서도 호안공법의 차이는 있으나 환경이 유사한 

지점에 대해 식생분포를 조사하였다(Westhoff 와 Maarel, 

1973; Mucina와 Ladislav, 1997; Nakamura 등, 2006).

2. 전추정법

적용 호안에 대한 식생조사는 좌안과 우안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식생조사는 현장에서 동정이 가능한 경우 식

생조사 야장에 식물명, 식생높이 등을 기록하였고, 동정이 

어려운 식물은 서식식물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식물도감

을 참고하여 동정하였다. 식생 동정은 한국식물검색도감

(Ko, 1991), 원색 한국식물도감(Ko 등, 1988), 한국의 잡초

도감(Ku 와 KASS 2002) 등을 이용하였다. 식생조사는 9개 

호안공법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성(dominance)은 Braun- 

Blanquet의 전추정법(全推定法)을 수정한 방법(Westhoff 

와 Maarel, 1978)으로 분류하였다.

각 구간은 좌안과 우안 및 하도로 구분하였다. 호안공법

별 식생조사는 기본적으로 좌안과 우안 및 하도에 대해 각

각 8행×4열로 구하였으며, 각 조사지점에서 실시된 식생

조사 결과의 일례를 제시하면 Fig. 3과 같다. 좌안과 우안 

및 하상의 각 점에 대한 피복도와 개체수 관계를 다음의 

7개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식생조사의 샘플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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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 Green Environment Block
 Right : Green River Block

Fig. 3. Example of vegetation assesment result and monitoring section (May 13 2007).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vegetation survey method with interpreted cover value and extended Braun-Blanquet cover-abundance 
scale.

Vegetation coverage 
index (VCI) Braun- Blanquet Abundance category Vegetation cover

(area ratio, c.a.)
Population

(%) Cover interval

1-3 Individuals
I + Few individuals 1/20>c.a 5 0.5<c≤1.5%
0 1 Abundant 1/20>c.a 5 1.5<c≤3%
2 2a Very abundant 1/20>c.a 5 3<c≤5%
4 2b Irrelevant 1/20<c.a≤1/4 6-25
6 3 1/4<c.a≤1/2 26-50
8 4 1/2<c.a≤3/4 51-75
10 5 c.a.>3/4 76-100

자세한 사항은 Maarel(2004)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시

하였다. 조사 조건을 표로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10 : 조사지 면적의 3/4 이상을 피복하고 개체수가 100

∼76%인 경우

 8 : 조사지 면적의 1/2∼3/4 을 피복하고 개체수가 51∼
75%인 경우

 6 : 조사지 면적의 1/4∼1/2 을 피복하고 개체수가 26∼
50%인 경우

 4 : 조사지 면적의 1/20∼1/4 을 피복하고 개체수가 6

∼25%인 경우

 2 : 개체수가 많으나 피복이 1/20이하 또는 흩어져(5%) 

있는 경우

 0 : 개체수가 적고 피복도 역시 낮은 경우

 I : 단독으로 고립하여 출현하며 피복도 역시 매우 낮은 

경우

식생 피도계급은 식(1)과 같이 구하였다.

 Index

 






 





 (1)

여기서, Vegetation Cover Index는 식생피도 계급이며, 

n은 조사지점 각 점의 피복도이고, 는 원소의 개수를, 

는 원소의 총합을 의미한다.

3. 조사 시기

식생조사는 각 계절별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 

봄(5월 13일), 여름(7월 14일), 가을(10월 6일), 겨울(2월 

24일)에 각각 1회씩 총 4회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겨울철 

소하천의 호안 상황은 식물의 서식상황 판단이 어렵고 식

생이 휴면 또는 동면에 들어 거의 모든 단면이 유사한 식생

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호안공법 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하

지 않고 봄, 여름, 가을 등 3회에 걸쳐 모니터링 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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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oral variability of vegetation coverage for stream bank protection methods.

대해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조사 결과

식생에 대한 이동 소하천의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자연형 소하천정비 사업지구 전 구간에 서

식한 초본식물은 하상 수로에 고마리, 미나리, 여뀌, 미국

가막사리, 갈대, 닭의장풀, 돌소루쟁이, 소리쟁이, 애기똥

풀, 쑥 등이 우점적으로 분포하였다. 제방에는 큰김의털, 

망초, 환삼덩굴, 억새, 토끼풀, 강아지풀, 냉이, 쇠뜨기, 여

뀌, 점나도 나물, 갈퀴나물 등이 주로 분포하였다. 이들 식

물들은 봄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여 장마철(6월~8월)에 가

장 번성하고 가을에 시들어 겨울을 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연구대상 소하천은 유역규모가 적고 거의 동일한 환경에 

위치하여 적용한 자연형 식생공법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정

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식물상의 분포

와 종은 유사하나 각각의 적용 공법에 따라 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의 차이와 구조물과 토양의 활착정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적용 공법 중에서 목본식물이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은 자연석 쌓기와 식생매트 공법만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목본식물은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등

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등 이로움을 제공하는 반면에 방

재(치수)기능에 있어서는 홍수 시 흐름에 장애물로 작용하

기도 한다. 단 제방의 목본식물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하천

에 그늘을 제공하여 서식동물에게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LfU, 1992; NRC, 

1992). 식생분포 결과중 서식 종의 분포의 일례를 제시하

면 각각 Fig. 5∼7과 같다.

2. 계절별 피복 특성

소하천에서는 식생의 유무로 인해 유수 흐름에 영향을 

준다. 봄의 식생조건은 관개기 하천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

을 하고 여름 식생은 방재(치수) 효과와 유수 흐름에 지장

이 적은 조건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생태적으로 제 기

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계절에 따라 소하천의 

식생은 국지성 호우 등으로 빠르게 유량이 증가할 경우 조

도 상승 및 유수의 통수 단면적 감소로 유하능력을 떨어트

려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봄, 여름, 가을철에 실시한 호안공법별 식생조사 결과 조

사된 피도계급은 Fig. 4와 같이 호안공법에 따라 많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 호안공법에 따른 식생조

사 결과를 식생 피도계급이 가장 높은 공법과 중간 및 가장 

낮은 공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각각 Fig. 5∼7과 같다.

Fig. 5는 중간정도 피도계급을 나타내는 식생블록과 자

연석 2단쌓기공법 적용 구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좌안은 

식생블록공법으로 제방 상단의 식물이 호안을 덮고 있어 

양호한 피복을 보이나 호안 전면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식

생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안은 자연석 2단쌓기공

법 적용 구간으로 도로와 접해 있으며 낮은 피도계급을 나

타냈다. 좌안의 식생블록은 피도계급이 평균 7.81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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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Summer                             Fall

Fig. 5. Vegetation survey of Vegetation Block and Two Flights of Fieldstone in stream bank protection work areas.

                      Spring                             Summer                             Fall

Fig. 6. Vegetation survey of Mixed Vegetation Mat and a Flight of Fieldstone, H Environment Block in stream bank protection 
work areas.

                      Spring                             Summer                             Fall

Fig. 7. Vegetation survey of Geo Green-Cell and Firefly Block in stream bank protection work areas.

되었고, 우안의 자연석 2단쌓기 공법의 피도계급은 평균 

6.65로 낮게 나타냈다. 두 단면 형상의 경우 식생상태로 

볼 때 식생블록이 자연석 2단쌓기보다 약간 유리한 호안단

면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두 단면 모두 중간정도

의 피도계급으로 분석되었다.   

Fig. 6은 좌안에 자연석1단 쌓기와 식생매트 공법을 적

용하고 우안에 H형 환경블록을 적용한 구간이다. 좌안의 

자연석 1단쌓기와 식생매트공법은 자연석 쌓기 부분에 토

사퇴적으로 식생은 적었으며 식생매트 안에 큰김의털 종자

가 파종되어 있어 제방부에 일정한 크기로 분포하고 있었

다. 공법의 특징은 목본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법으로 

식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안의 H형 

환경블록 구간은 일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이 우점하고 있

고 목본 침입이 어려운 토양구조(시멘트 H블록)로 되어 있

어 장기적으로 목본 침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

의 특징은 하상의 수로까지 갈대, 부들, 줄 및 버드나무 군

락이 전면을 침입하여 정착하고 있어 식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좌안의 자연석 1단쌓기와 식생매트 혼

합의 피도계급은 평균 9.20, 우안의 H형 환경블록의 피도

계급은 평균 9.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좌･우안의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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