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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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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of Eco-Natural map preparation guideline by 

presenting assessment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sult of river ecosystem health survey and 

assessment,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he area for studying is the main stream of the Hwang River where is easy to collect data and 

available to compare before and after of river assessment. It was reevaluated by reflecting the result 

of river ecosystem health assess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result, Eco-Natural map of the study area reflecting the river assessment, the changes in the 

area ratio by grade have been increased from 1.14% to 14.03% in the first-grade and from 24.64% 

to 43.91% in the second-grade. It is considered to present more realistic grade due to the assessment 

of the rivers that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meantime.

Consequentl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rivers,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more realistic and activ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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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자연환경보 법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하여 

자연환경을 생태  가치, 자연성, 경  가치 등

에 따라 등 화한 1：25,000축척의 지도이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식생, 멸종 기 

야생동․식물, 습지, 지형 등 4개의 항목을 기

으로 등 화 되어 있다(생태․자연도 작성지침, 

2009). 제2차 국자연환경조사(’97～’05),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06～’12) 결과를 토 로 자연

환경종합 GIS-DB 구축 사업을 통해, 2000년부터 

생태․자연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생

태․자연도를 최 로 고시하 고, 지조사결과

를 반 하여 수시로 갱신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자연도에 반 되는 조사결과는 국자

연환경조사 결과와 국해안사구 정 조사외 6

개의 조사결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0)인

데, 이  국자연환경조사 결과가 부분을 차

지하며 반 된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에 따른 평가등 은 식생 주의 등  결과

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천의 비 은 어지게 

되었다. 이는 국자연환경조사 권역의 경계가 

주로 산림을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천

의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서식처로서의 하천에 한 조사결과가 미비하여 

멸종 기 어류의 발견지 에 따른 서식처 개념의 

하천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하

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정비

법에 따른 소하천의 개념은 습지에 포함되어 축

소 평가되고 있는 바, 2007년 생태․자연도 고시

자료를 기 으로 국의 등 별 면 비율을 보

면, 1등  7.44%, 2등  39.21%, 3등  44.74%, 

별도 리지역 8.60%인데 비해, 하천의 개념을 포

함하고 있는 습지의 등 평가 면 비율은 1등

이 0.04%, 2등 이 0.46%, 별도 리지역이 0.11%

에 불과하고, 3등 이 99.39%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2007). 한 습지의 등 평가  1, 2등

은 수면에 한 평가면 비율이 부분으로, 

하천수면 주변지역에 해서는 등 화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재의 생태․자연

도 결과를 살펴보면, 자연호소 28개의 지역을 제

외하고 나머지 호소나 하천들은 조사  근거자

료의 부족으로 1, 2등 으로 정될 수 없으며, 

포유류, 조류, 양서류, 충류, 곤충류, 식물 등의 

멸종 기 야생동․식물의 발견은 생태․자연도 

1등 으로 정될 수 있으나, 멸종 기종 어류의 

발견으로는 1등 이 아닌 2등 으로 정되고 

있어,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생태․자연도 부문의 선

행연구는 미미하나, 환경부(2007)에서 멸종 기 

야생동․식물  어류를 제외한 포유류, 조류, 양

서․ 충류  곤충류 등 4개  분류군의 서식

지 등 에 한 정지침을 연구하 다. 하천의 

자연도 평가에 련된 국내외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바, 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UK, 1997)은 왕립 자연보 회(Nature Conser- 

vancy Council)에서 제안한 하천서식처 조사 방

법론에 기 하여, 서식처의 치와 형태, 취약성, 

복원력  하천수변에 계된 정보를 기록하고, 

하천 생태계에 련한 다양한 자료확보를 통하여 

자연보존의 요성에 한 구체 인 평가를 시행

한 바가 있다. 미국 농무성(USDA, 1998)은 자원 

보 국에서 개발한 ‘시각  하천 건강성 평가모

형’으로 하천의 물리 인 건강상태를 평가하 는 

데, 화학  변수(Chemical Variables),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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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상지.

요소(Biotic Factor), 에 지원(Energy Source), 흐

름의 지배형태(Flow Regime) 등의 평가지표로 

하천의 자연도를 평가하 으며, 평가구간의 간격

은 하천폭의 5～10배 정도로 정하 다. 국내에서

는 정경수(1996), 조용 (1997), 정정채와 이상석

(1998), 김동찬과 박익수(2000), 박병철 등(2002), 

배연재 등(2003), 박진원과 마호섭(2003), 박 진

(2006) 등의 하천자연도 평가에 한 연구와 

용사례가 있다. 이  조용 (1997)의 평가방법은 

하천의 물리  구조의 질을 악하여 하천 리

방침을 결정하고 복원의 수단을 결정하는 것을 

평가의 목 으로 하 으며, 박 진(2006)의 평가

방법은 홍천강, 미호천, 내성천 등 지방하천 이상

의 ․ 형 하천을 상으로, 국내에서 제안된 

하천자연도 평가를 시범 으로 용하여, 생물서

식처 복원을 한 평가방법과 차를 제안하고, 

수질과의 상 성 분석을 통하여 하천자연도 평가

가 하천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

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08)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에서는, 하천생태계에 한 

자연성 평가에서 물리 ․화학 ․생물  요소

를 통합하여 부착조류, 서성 형무척추동물, 

어류의 서식  수변환경에 한 평가를 시행하

다.

상기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생태자연도의 개

선을 한 하천부분과 어류부분에 한 연구검토

는 없었으며, 개별 연구로서 하천의 자연성에 

한 평가는 국내외 으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 식생 주로 평

가된 생태자연도의 등  구분 시, 하천부분과 어

류부분에 한 평가가 추가로 반 된다면, 멸종

기의 어류도 보호하면서, 개발에 따르는 입지

검토 시, 효율 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식생 주 생

태․자연도 작성지침의 한계와 문제 을 검토한 

다음, 국자연환경조사와 별도로 2008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결

과 등을 용하여, 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II.연구범   방법

1.연구범

본 연구의 사례 상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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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 소재의 국가하천인 황강 본류로 선정하

다. 황강은 제2차 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멸종

기종 어류 I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역이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 결과  서식  

수변환경이 양호한 하천으로 조사되었으나, 부

분 생태․자연도 2, 3등 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본 연구의 사례 상지로 합하기 때문이다. 지

리 으로는 동경 127°55'00''- 128°25'00'', 북

 35°25'00''- 35°45'0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유역면 은 1,344.19km
2
이며, 유로연장은 111.0km

이다.

2.연구방법

먼 , 이론  연구로서 생태․자연도와 련된 

법제, 지침을 모두 분석하여 문제 을 제시하고, 

구체 인 용사례 상의 문제 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와 수질

등  등 련된 하천평가기 을 분석하여 제시하

고, 사례 상지의 평가결과도 제시하 다. 한, 

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기존 지침과 개선된 지침

을 사례 상지에 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 다.

상기와 같은 3가지의 연구방법과 내용을 근거

로 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

침의 개선안을 제시하 다.

III.연구결과

1.생태자연도 작성 련 법  기  분석

1) 법적 기준 상의 문제점

첫째, 자연환경보 법 제31조에는 생태계에 

한 정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는데, 재 생태․자연도에 반 되고 있는 

조사결과물은 백두 간생태계조사, 국무인도

서자연환경조사, 국해안사구정 조사, 하구역

생태계정 조사, 특정도서정 조사, 생태경 우

수지역발굴조사, 습지보호지역정 조사, 겨울철

새동시센서스, 멸종 기야생동․식물 국분포

조사로서, 하천생태계에 한 정 조사 결과가 

없어 생태․자연도에 하천생태계에 한 정보가 

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34조의 ‘생태․자연도 

작성과 활용’에서는, 멸종 기야생동․식물의 주

된 서식지․도래지  주요 생태축 는 주요 생

태통로가 되는 지역으로 생태  가치가 있는 지

역을 1등  권역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어

류의 경우 멸종 기종이 발견되었음에도 1등

으로 정되지 않고 있다. 한, 생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해당

하는 지역은 1등 으로 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

으므로, 멸종 기종 어류의 발견과 동시에 하천

의 서식  수변환경이 양호하다면 1등 으로 

정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연환경보 법 시행령에서는,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방법’에서, 산․하천․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와 야생동․식물

의 다양성  황과 분포에 해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한 멸종 기 야생동․식물  국내 고

유생물종의 서식 황에 해서도 조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멸종 기종 어류의 발견에 따라 생

태․자연도 1등 으로 정될 수 있는 조사 내용

과 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나, 하천에 한 서식

황 평가가 재 수행되지 않고 있어 1등 으로 

정되기가 어렵다. 제24조 ‘생태․자연도 1등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는 고산 원과 자연 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는 강하구로 규정되어 

있어, 하천지역도 1등  권역으로 정 가능하나, 

국자연환경조사 지침 상에 조사항목으로 지정

되어 있지 않아, 하천에 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

으므로 생태․자연도 1등 으로 정되지 않고 

있다. 제27조 ‘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에서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

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멸종 기종 어류 발견

에 따른 1등  정을 통해 하천을 보호하기 

해서는 작성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자연환경조사지침의 담수어류 부분



23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개선방안 연구

구분 멸종 기 수 식생보 등 (a) 임상 (b) 습지(c) 발견종수 격자크기

포유류
Ⅰ Ⅳ등  이하 2  이상 ◎ 1종 750 × 750

Ⅱ Ⅲ등  이하 3  이상 ◎ 1종 250 × 250

조류
Ⅰ Ⅳ등  이하 2  이상 - 1종 750 × 750

Ⅱ Ⅲ등  이하 3  이상 - 1종 250 × 250

양서․ 충류
Ⅰ Ⅳ등  이하 3  이상 - 1종 750 × 750

Ⅱ Ⅳ등  이하 3  이상 - 2종 이상 250 × 250

곤충류
Ⅰ Ⅳ등  이하 3  이상 - 1종 750 × 750

Ⅱ Ⅲ등  이하 3  이상 - 2종 이상 250 × 250

식물
Ⅰ Ⅳ등  이하 3  이상 - 1종 750 × 750

Ⅱ Ⅳ등  이하 3  이상 - 2종 이상 250 × 250

표 1. 생태․자연도 1등  작성 기 .

을 보면, 조사지역은  국토의 담수지역을 상

으로 서식하는 모든 어류를 상으로 조사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조사결과표는 수변식

생과 수 식물의 많음, 보통, 음의 상 인 양

을 표시하고, 하폭, 유수폭, 수심과 수변부 경사

를 표기하며, 유역토지이용, 탁도, 교란요인도 기

록하고 있으나, 서식  수변환경에 해서는 평

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2009) 제2조 정

의에 따르면, 습지란 습지보 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1․2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라고 되어 

있다. 즉, 하천의 개념이 습지에 포함되어 있으

나, 재 하천에 한 평가는 축소되고 있는 것이

다. 제12조 생태․자연도 1등  권역 작성기  

내용을 보면, 멸종 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등  권역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지

만, 언 하고 있는 멸종 기야생동․식물은 포유

류, 조류, 양서류․ 충류, 곤충류, 식물, 철새도

래지, 국제 약 보호지역만으로 되어 있어, 어류

에 한 평가가 락되어 있다. 따라서, 멸종 기

종 어류의 발견으로는 1등  권역 정이 불가능

하다. 반 로, 제13조 2등  권역 작성기 에는, 

1등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멸종 기야생동

물(포유류, 조류, 양서․ 충류, 어류, 곤충)이 1

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고 있어, 2등

 기 에는 어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나마 서

식지가 포함된 250m×250m 격자 크기로 표시되

고 있어, 수면을 주로만 2등 으로 정되고 

있다. 한, 철새도래지역이 습지를 포함할 경우 

250m의 폭으로 습지주변을 벨트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벨트화 될 경우 수면은 제외하도록 규정

되고 있다.

자연환경보 법 등 련 법 기  분석 결과, 

멸종 기종인 어류가 발견되어도 1등 으로 평

가될 수 없게 됨으로서, 재, 멸종 기종 어류가 

발견된 지역은 보호 책이 미비하여 개발계획 수

립  시행 시 멸종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 2

등 으로 평가되어도 수면 주변지역을 제외한 수

면만을 2등 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 

멸종 기종 어류를 보호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법적 기준 적용시의 문제점

상기와 같은 법  기 의 문제 을 구체 인 

용사례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2, 3과 같

다. 그림 2는 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일 (도엽

번호 357022) 지역으로 멸종 기 I  어류인 감

돌고기의 서식 사례로서, 멸종 기 I  어류가 발

견되었지만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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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돌고기(멸종 기Ⅰ )의 평가사례.

그림 3. 간월호 일  철새도래지의 평가사례.

태․자연도 2등 으로 정되며, 250m×250m 격

자크기로 표시한다. 한, 발견 격자 내에 기 개

발지가 포함된 곳은 3등 으로 강등되어 표시되

는 문제 이 발생한다. 그림 3은 라남도 암

군 간월호 일 (도엽번호 346071) 지역으로, 최

근 5년간 철새가 1만 마리 이상 매년 도래하는 

철새도래지역으로서, 멸종 기야생동물인 조류

가 평균 12.2종 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이다

(생태․자연도 1등  멸종 기종 기 은 평균 4

종 이상). 따라서, 생태․자연도 1등 으로 정

은 되나 습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자

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습지주변을 250m 폭으로 

벨트화하여, 습지를 제외한 250m 벨트 부분은 

생태․자연도 1등 으로 정되며, 습지와 그 주

변지역은 2등 으로 작성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2.하천평가기 의 분석

1)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는 ‘수질  수

생태계 보 에 한 법률’ 제6조의2 ‘수질  수

생태계 연구․조사활동에 한 지원’ 조항에 근

거하는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수

생태계에 한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며, 제28조에서는 환경부장   

시․도지사는 수질  수생태계 황 등에 해 

정기 으로 조사․측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사례지가 포함된 낙동강 

권역에서는 100개 조사구간에 하여, 부착조류, 

서성 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수변환경 

총 4개 분야에 걸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

가가 실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8) 되었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의 ‘서식  수

변환경' 평가항목  평가기 은, 자연 인 종횡

사주, 질 상태, 횡 구조물, 하도 정비  하도 

특성의 자연성 정도, 오염원 유입 정화시설 등의 

항목으로 하천의 자연성에 하여 평가하고 있

어, 하천평가에 한 주요한 인자로 반  가능하

다. 각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기 은 자연성 정

도에 따라 5 의 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본 연

구 사례 상지에는 4개의 평가지 이 존재하며, 

조사지 명은 각각 N041, N045, N046, N047(그

림 4 참조) 이었다.

본 연구 사례 상지인 황강의 ‘서식  수변환

경’ 평가는 2008년 5～6월, 9～10월 2차에 걸쳐 

진행(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8) 되었으며, 평

가결과는 양호하 다(표 2 참조).

2) 수질등급 정보 분석

해당 하천의 수질등 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수질  생태계의 생

활환경기 으로서의 수질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수역은 하천과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

은 생활환경기 을 용한다. 유기물질은 하천의 

경우 생물학  산소요구량(BOD), 호소의 경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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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강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 지 .

그림 5. 황강의 수질등  결과.

구분
N041 황강08 N045 황강01 N046 황강02 N047 황강04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평가 수 합계 48 46 42 40 40 43 30 36

평가등 A A A B B A C B

자연 인 종횡사주  5  5  5  5  3  4  3  4

하천변 폭  3  3  5  5  5  5  2  2

질 상태  5  4  3  3  3  3  3  3

횡구조물  5  5  5  5  5  5  2  5

하도정비  하도특성의 자연성 정도  5  5  4  4  4  5  4  4

수로 호안공(좌우안이 같을 경우)  5  5  5  5  5  5  5  5

제방호안 재료  5  5  3  3  4  3  4  4

둑 바깥쪽 토지 이용  5  5  4  4  3  3  2  3

둑 안쪽 토지 이용  5  4  5  3  5  5  3  3

오염원 유입 정화시설  5  5  3  3  3  5  2  3

자료：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8 재정리.

표 2. 황강의 ‘서식  수변환경’ 평가 수.

학  산소요구량(COD)을 생활환경기 으로 

용한다. 수질등 은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서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사례 상지인 황

강의 경우 수질등 은 매우좋음(Ia)과 좋음(Ib)으

로 악되었다(그림 5 참조).

3.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의 개선방안

1) 하천평가기준을 반영한 생태 ․자연도 작

성지침의 개선 

하천평가 기 을 반 하기 해서는 하천평가

구간 간격에 한 기 과 하천 주변지역 평가 기

, 멸종 기종 어류 평가기 이 필요하다. 하천

평가구간의 간격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

가와 맞추어 10km를 설정하 는데, 수생태계 건

강성 측정망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해, 매 

10km마다 1개의 구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

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하천 주변지역 평가기 은,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을 용하여 하천의 양안 250m의 폭으로 주

변지역을 평가하 다(그림 7 참조). 생태․자연

도 작성지침 내에서는 습지  하천을 1등  권

역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1등 으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이 식생보 등  IV등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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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황강의 10km 구간 단  설정.

그림 7. 황강의 평가를 한 하천양안 250m 경계 설정.

그림 8. 황강의 멸종 기종 어류 발견 치.

그림 9. 황강의 멸종 기종 어류 평가구간 설정.

는 임상도 2  이상 지역에 한하여 용하고 

있다. 이는 식생조사 는 임상조사 결과가 없는 

지역이나 농경지 등의 지역은 1등 으로 작성되

지 못하는 한계 이 있으므로, 작성지침 내의 철

새도래지 경우인 250m 폭의 습지벨트를 용하

여 기 으로 설정하 다.

멸종 기종 어류의 평가기 으로는, 생태․자

연도 작성지침 내 습지  하천을 평가하는 경우

를 용하여, 상지로부터 상하류 500m를 등

화하 다. 포유류, 조류 등 면  서식지를 가지는 

타 분류군과 달리, 어류는 선형의 하천에 서식하

므로, 멸종 기종 어류의 발견지 을 심으로 

1km의 구간을 평가 기 으로 용하는 것이다

(그림 8, 9 참조).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존의 생태․자연

도 작성지침 내용을 용하고, 1등 , 2등 의 등

면   등 분포를 고려하여, 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개선(안)을 제

시하 다(표 3 참조).

국자연환경조사의 어류 조사지 과 서식  

수변환경 조사지 이 상이한 계로, 서식  수

변환경은 A등 이고, 멸종 기종 I  어류가 발

견된 지역은, 상지로부터 조사구간 부  하

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을 벨트화

하여 생태․자연도 1등 으로 용하 으며, 서

식  수변환경은 B등  이상이나 멸종 기 어

류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은, 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을 벨트화하여 생태․자연도 2등

으로 정하도록 하 다.

2) 개선된 작성지침의 적용 및 비교

본 연구 사례 상지인 황강지역에 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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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태․자연도

등

멸종 기

수

서식 

수변환경(a)
발견종수 비  고

어류
1등

Ⅰ D등  이상 1종
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

Ⅱ B등  이상 1종

2등 Ⅱ C등  이하 1종

서식 

수변환경

2등 - B등  이상 -

1등 Ⅰ A등 1종
조사구간 부  하천 양안의 경계로

부터 250m 이내 지역

표 4. 개선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용 시 생태․자연도의 면 변화.

구분
기존 생태․자연도 개선된 생태․자연도 증  감

면 (m2) 비율(%) 면 (m2) 비율(%) 면 (m2) 비율(%)

1등 817,437.1 1.14% 10,021,708.2 14.03% 9,204,271.1 +12.89%

2등 17,595,334.9 24.64% 31,356,217.6 43.91% 13,760,882.7 +19.27%

3등 53,003,535.2 74.22% 30,038,381.4 42.06% -22,965,153.8 -32.16%

계 71,416,307.2 100.00% 71,416,307.2 100.00% 　 　

a. 기존 생태․자연도 작성기 의 용 등

b. 개선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용 결과 c. 최소지표법을 용한 최종결과

그림 10. 개선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용  비교결과.

표 3. 하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개선안(추가).

용 결과와 기존 작성지침 용 결과에 본 개선안

을 최소지표법으로 용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

과는 다음 그림 10과 표 4와 같다. 황강지역은 멸

종 기 I  ‘어류’인 흰수마자와 한국고유종인 

모래주사가 발견되었으며, ‘서식  수변환경’은 

A, B등 으로 양호하 다. 모든 구축자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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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척은 생태․자연도와 동일한 축척인 1：

25,000이며, 분석에 활용된 로그램은 ArcGIS 

9.3이었다.

기존 생태․자연도와 개선된 생태․자연도 등

의 면 을 비교한 결과, 1등 의 경우 기존 

1.14%에서 14.03%로 12.89%가 증가하 으며, 2

등 은 43.91%로 19.27% 증가하 다. 반면 3등

은 32.16%가 감소한 42.06%를 나타냈다.

이 비율은 기존 생태․자연도의 국 등 별 면

 비율(1등 /별도 리지역 16.04%, 2등  39.21%, 

3등  44.74%, 환경부, 2007)과 유사한 수치로서, 

생태․자연도의 체 인 등  분포와 무리가 없

다고 단된다. 기존 생태․자연도의 경우, 하천

에 한 평가가 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 

수면에서의 등 이 락되어 있으며, 1～2등 의 

면 이 낮게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하천

평가가 반 될 경우, 보호해야할 하천에 해서

도 등 이 산정되므로 1～2등 의 면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며, 하천에 한 개발계획 수

립  시행 시 보다 극 인 보호 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V.결  론

본 연구는, 식생 주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한계와 문제 을 검토한 다음, 국자연환경조사

와 별도로 2008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생

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결과 등을 용하여, 하

천평가기 을 반 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기존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에 환경부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 연구 

결과의 ‘서식  수변환경 조사’ 결과를 반 하

여 하천평가기 이 반 된 생태․자연도 작성지

침 개선 내용을 제시하고 용하 다. 둘째, 하천

평가 기 을 반 하기 해 10km의 하천평가구

간 간격 기 , 양안 250m의 하천 주변지역 평가 

기 , 상하류 500m을 등 화하는 멸종 기종 어

류 평가기 을 제시하 다. 셋째, 개선된 생태․

자연도 등 별 면  비율 변화를 산정한 결과, 1

등 은 1.14%에서 14.03%로 상향되었으며, 2등

 역시 24.64%에서 43.91%로 상향되었고, 하천

에 한 개발계획 수립  시행 시 극 인 보

호 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 국 인 등  평가 주제도로서 수생

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 연구결과를 반 하기 

해서는, 조사 결과 역시, 국가하천  지방하

천, 소하천까지의 국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한 본 연구의 사례 상지인 황강은 국

가하천인 계로 상하류 500m  하천 양안 250m

를 벨트화 하는 기 을 용하 으나, 지방하천

과 소하천의 경우에는 합하게 축소된 기 을 

세분화하여 용한다면, 보다 효과 인 생태․자

연도 작성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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