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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rban stream includes the channel and sandbars. The sandbar plays a key role in the riparian

ecosystem. For birds and insects the sandbar offers a small strip of habitat and fish and other fauna

feed in the boundary of sandbar where eddies occur. So, it is important habitat and source for the

flow of energy, matter and organisms through the landscape and act as ecotone between the terrestrial

and stream corridors. However, the sandbar changes continuously by the natural process. Thus,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shape and area of the sandbar accurately for the efficient urban stream

management for the amenity of urban residents and stream protection. The study site is Yangjae Stream

where the first natural-styl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ed was impelemented by the support of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The measurement was taken by the beacon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and the data were stored and analyzed using ArcView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progra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hange of sandbars in

the urban stream after concentrated stormwater during summer.

Key Words：Sandbar, Natural-style stream, Concentrated stormwater, Beacon D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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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물은 인류 문명의 근원으로서 인간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하천은 다른 환경요소에 비해 경

관의 물질 및 유기물 에너지의 흐름 통로로 중요

한 생태적 기능과 인간의 휴식 및 동식물의 공간

적 서식 기능 및 사회적 기능을 제공해준다(Apan,

2002). 이러한 하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하천 지형 특히 사주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다. 사주는 주변에 하천유수의 소용돌이가 발생

해 어류 및 조류 등 야생동물의 중요한 공급원

및 서식처 역할을 수행한다(Hoeting, 1998). 사주

는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정도는 일정

한 비율로 진행되지 않고 자연의 변화의 규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arsh, 2005). 하상계수가 높은 한국의 하천

은 온대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호우가

집중돼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서명

석, 2003) 갈수기와 홍수기의 유량에 현격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 집중호우시 대량의 토

사가 퇴적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균 강수량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 평균 강수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6월～8월 사이에 항상 존

재하는 장마기간 중 강수량(400～800mm)에 의

하여 크게 좌우된다(차은정, 2000). 또한 장마기

간의 집중호우 강도와 빈도는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 후의 하천 식물 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노태성, 2002) 자연형

하천 복원 후의 하도의 형상 특히 사행성 및 사

주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

도의 사행성 변화 및 사주의 형성은 하천의 자연

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유지와 하천환

경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의 사주의 형태와 면적

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하천변은 끊임없

이 변화하는 프랙탈형 곡선이므로 각과 길이를

측량하는 광파측량을 비롯한 전통적인 측량방법

으로서는 정확한 측량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나 실시간 beacon DGPS로 측정

이 가능하다(이규석 외, 2003). 여름철 집중 호우

후 자연형 하천공사 후 하천 사주 변화에 대한 연

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

내에서 최초로 자연형 하천사업이 시도된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을 대상으로 실시간 beacon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

하여 여름철 집중 호우 후 사주 변화를 측정하여

향후 하천 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연형하천 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재료 및 방법

1.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5교와

영동6교 사이의 양재천에 형성된 사주이다. 대상

지는 행정적으로 대치동과 개포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다. 양재천은 도심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황폐화된 하천 공간을 정비하여 생태계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휴식처 제공을 목적으로 1995년 7월

부터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지형학

적으로 양재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경기도 과

천시의 관악산(629m)에서 발원하여 서울시의 서

초구와 강남구를 지나 서울시 강남구 학여울 탄천

합류부까지 유입되고 있으며, 유역의 중류 남쪽에

청계산(492.7m)이, 북쪽에 우면산(258.2m)이 위치

하고 있다(그림 1). 지질학적 특성은 하천중심으

로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 산

림지역은 선캄브리아기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 세

립질 편마암으로 형성되어 있다. 선캄브리아기에

호상 흑운모 편마암, 세립질 편마암, 우백질 편마

암, 화강암질 편마암, 규암, 각섬암 순으로 생성되

었으며, 관입된 후 백악기 산성 암맥이 생성되어

졌다. 시간이 흘러 부정합을 거친 후 제 4기에 충

적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합류부

로는 과천 시가지를 관류하여 과천시 관문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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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지.

막계천(지방2급)과 합류하면서 5차 하천을 형성

하고 강남구 대치동을 경유하여 학여울에서 탄천

(지방1급)과 합류하여 탄천은 잠실운동장 서쪽에

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양재천은 본래 탄천과는

별도로 한강에 합류하는 사행하천이었으나 70년

이후 시행된 잠실과 개포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

해 탄천의 지천이 되었다. 70년대 이후 도시 발전

계획 추진으로 다른 도시하천처럼 하천의 오염

및 황폐화를 가져왔으며, 하천주위 자연환경이 파

괴됨으로 다양한 생물부양, 수질 정화 등 도시하

천으로서 자연적인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Murdock, 2004) 자연 기능을 회복시키

고자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 서울 강남구 양재천

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지는 2003

년 여름 전까지는 자연형 하천공사 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형성되는 사주를 지속적으로 준설

해 사주는 형성되지 않았다.

2.연구 방법

본 연구는 beacon DGP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DGPS(Differential GPS)는 상대오차를 제어

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이는 오차 보정은

서로 다른 2개의 GPS 수신기를 사용하여, 하나

는 사전에 정밀한 측량을 토대로 기준점에 고정

설치된 DGPS 기준국으로 실시간 보정 값을 무

선으로 송출하여 실시간으로 오차를 보정하므로

공통된 오차 원인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매우

정밀한 실제 좌표를 얻을 수 있다(이규석, 2003).

도심지에서는 건물 등에 의한 위성 수신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물이 많은 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GPS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지는 GPS수신신호

가 비교적 양호한 하천으로서 장애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시간 DGPS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측정은 2005년 3월26

일 실시간으로 이뤄졌으며 좌표 변환하여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2005년 7월15일 현지 답사해 사주

변화를 확인하고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관찰 후

2006년 10월과 2006년 12월19일 측정하여 지도

를 제작하였다. 2005년 3월 26일과 2006년 12월

19일 측정된 자료의 사주와 육계화 지역의 형태

를 파악하여 면적을 계산한 후 사주지형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측정할 때 생기는 noise를 제거하

고 도면을 제작한 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수치지도와 비교하였다. GPS 수신기는

Trimble사의 Pathfinder Pro-XR beacon DGPS 수

신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자료는

Trimble사의 Pathfinder Office Ver. 3.0을 이용하

여 자료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소프트웨어인 ESRI사의 ArcView 3.2를 이용 저

장하였다. 양재천 주변은 beacon DGPS 신호 수

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취득된 자료

를 보정 후 사주와 육계화 지역의 면적을 계산하

였다. 또한 연구대상지의 집중 호우자료는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2003년부터 2006년 6월～9월의

월평균 강수량자료를 활용하였다(hppt：//www.

kma.go.kr).

III. 결과 및 고찰

1.집중 호우 전 사주

그림 2는 2005년 3월 26일에 실시간 beacon

GPS를 이용해 측정한 연구대상지인 영동5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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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6교 사이에 새롭게 퇴적된 사주를 보여주고

있다. 유수의 방향은 그림에서 보듯이 A에서 D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유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하도에 새로운 퇴적 지형이 하나 둘씩 생

기게 되어 2005년 3월 당시 4개의 사주가 형성되

었다. 표 1은 형성된 4개의 사주 A, B, C, D와 각

각의 면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면적 측정한 결과는

각각 303.50m2, 203.32m2, 53.76m2, 343.46m2이

었고 대상지의 전체 사주의 면적은 904.04m
2
이었

다. 이 사주들은 처음 B가 생성된 후 A 그리고 순

차적으로 D가 형성되었으며, C가 제일 나중에 형

성되었다. 사주 중 가장 먼저 형성된 B는 육계화

가 진행되어 하천좌안의 식물들이 정착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 지역에 사주가 형성되는 원

인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비교적 직선하천인 양재

천이 영동5교에서 개포동 방향으로 사행하고 있

어 사행 안쪽인 대치동쪽 좌안에 상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유속이감소되는 이 지점에서 포인트바 퇴

적물이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5

일 집중 호우 전까지 사주는 그림 2와 별다른 변

화가 없어 별도의 측량을 하지는 않았다.

그림 2. 2005년 3월 26일 측정자료.

표 1. 사주의 면적(m2).

지역 2005년 3월 26일

A 303.50m2

B 203.32m
2

C 53.76m
2

D 343.46m2

2005년 7월 현지 추후 답사 시 A, B 사주가 연

결되고 A도 육계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

일지역을 실시간 beacon GPS로 측정하려 하였으

나 강우에 의한 수위 상승으로 사주면적 측정은

추후로 미루었다. 장기간에 걸친 사주변화 파악

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으나 이를 위해 사

주의 정확한 형태와 면적 측량이 실시간 beacon

DGPS가 굴곡이 많은 하천에서 효과적임을 확인

하였다.

2.집중 호우후 사주

2006년 12월 현지답사 시 집중 호우 전 A, B 사

주가 서로 연결되고 D 사주는 면적이 감소하였다

(그림 3). 그림 4는 2005년 3월 26일과 비교해

2006년 12월 19일 변화된 사주의 모습과 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 빗금친 부분이 소멸된

사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듯이 2005년

사주 A와 B는 완전히 연결, 육계화되었고 C와 D

는 지속적인 사주의 침식, 퇴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2005년 사주 A, B가 연결된 2006년 사주 A

의 면적은 917.51m
2
로서 410.69m

2
증가한 것에비

해 2006년 사주 D는 2005년 사주보다 206.93m
2

감소한 것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림 3. 2006년 12월 19일 측정자료.

표 2. 사주의 면적(m2).

지역 2006년 12월 19일

A 917.51m2

D 190.29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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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 사주 면적이 203.76m
2

증가하였다. 퇴적작용은 새로운 육계화로 이어져

천변호안공사의 흔적은 육계화된 지표 밑에 매몰

돼 육안 관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육계화 되기

전에는 식물 중 1년생 초본들이 초기에 유입되겠

지만 육계화로 인해 점차 다년생 초본으로 식생

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현

상이 고수부지의 식생들이 2005년 사주 B에 정

착하고 있음이 목격되었다.

3.집중호우와 사주의 변화

2005년 사주 A와 B는 여름 홍수에도 연결되지

않고 사주 A의 북측 유로를 따라 하천수가 끊임

없이 흘렀으나 2006년 여름 집중 호우뒤 완전 연

결되었다. 이는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되었

기 때문이며 이것은 다량의 유입수 및 유속의 감

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와 표 3은 서울지역의 2003년～2006년 장마철

월평균 강수량으로 최대 2006년 7월 1014.0mm,

2003년 8월 684.2mm, 2004년 7월 510.7mm, 2005

년 9월 313.3mm 순으로 많은 강수량을 보였으며

특히 2006년 7월은 서울 및 중부 지방에 집중적

인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그림 6은 2006년 7월

16일 양재천 집중호우시와 그 후 하천 경관을 보

여주고 있으며 7월15일과 16일 각각 69, 241mm

의 집중호우가 내려(http：//www.kma.go.kr) 양

재천 유수가 탄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한강 중․상류지역 유

수의 급격한 증가로 탄천 유수가 한강으로 유입

되지 못한 결과 그림 6에서 보듯이 고수 호안 6-7

부 능선까지 침수되었으며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

가 정체된 하천 유수에 있던 토사가 2005년 사주

A와 B에 퇴적돼 예년에 비해 사주의 빠른 확장

을 가져왔다. 표 4에서 보듯이 최근의 여름철 집

중호우는 7월 2회(2004, 2006), 8월(2003), 9월

(2005) 각 1회 씩 기록하여 과거와 달리 8월 늦장

마가 발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발생하는 기후변동의 일례로 판단된다.

 

그림 4. 2005년 3월 26일과 비교해 2006년 12월 19일

변화된 사주.

월평균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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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평균 강수량.

표. 4 여름철 월평균 강수량.

6월 7월 8월 9월

2006년 168.5 1014.0 121.2 11.2

2005년 168.5 269.4 285.0 313.3

2004년 138.1 510.7 193.3 198.7

2003년 156.0 469.8 684.2 258.2

(source; http：//www.kma.go.kr)

그림 6. 2006년 7월 양재천 집중호우시와 그 후 경관.

IV. 결 론

실시간 beacon DGPS를 이용하여 여름철 집중

호우 후 양재천 사주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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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2005년 3월에는 대상지역에 4개의 사주

가 각각 A 303.50m
2
, B 203.32m

2
, C 53.76m

2
, D

343.46m
2
생성되었으나 2006년 7월 서울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2006년 가을 사주의 형태가 크

게 변해 2006년 12월 현재 대상지역에 2개의 사

주가 917.51m
2
, 190.29m

2
각각 생성되었으며 연

구대상지역의 좌안의 저수호안은 2005년도 네

개의 사주중 A, B 두 사주와 육계화되었다.

둘째, 계속된 하천퇴적작용으로 2005년도 보

다 2006년도 사주가 186.68m2로 면적이 증가하

였다.

셋째, 현재의 유로는 우안으로 더욱 사행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우안의 저수호안은

침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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