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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 수생태계에 대한 하천 자연도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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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for River Naturality in the Hwang River

Man-Kyu Huh*

Departement of Molecular Biology,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Abstract
I investigated the river morphology and river naturali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the Hwang River. The numbers of 

flexions at the upstream regions were more than those of downstream regions. The Hwang River showed very low overall 
diversity of the flow. Materials of river shore at low channel width were mainly boulders or gravel at the upstream regions, and 
the middle and downstream were silts and clay. Artificial masonry and natural materials were mixed from materials of river 
levees. The Hwang River was some of the natural herbaceous vegetation to riparian zones. Land utilities for floodplain were 
extremely overall farmland were predominant, and partly used by natural vegetation in the forest, a soccer field, some park 
facilities,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The water was width sleep / rivers beam ratio of 10 to 20%. Currently 
estimation for river naturality widely used in rivers were consisted of a narrow wide a variety of items and did not reflect the 
actual.

Key words : River naturality, Flexion, River levee, Floodplain

1.1)서 론

하천은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복잡한 

생태계이다(Cunningham과 Cunningham, 2002). 하
천은 인류 활동의 장으로서 어류, 음용수, 생활 및 농

업용수, 수송, 정화, 휴식 등 오랫동안 인류는 많은 이

익과 활용을 하였다. 농업 용수나 담수산업 등 무한하

리만큼 이용하던 수자원도 이제는 수량의 양적 부족

과 질적 오염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은 하천의 크기나 모양 등 물리적 특성

을 변경시킨다. 특히 국토가 좁고 농업 인구가 많은 우

리나라에서는 자연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유역을 가

지고 있었으나 범람원, 우각호, 삼각주 등 많은 하천 

유역을 축소시켜왔고 과거의 소규모로 행하던 제방이

나 높이가 낮은 보의 건설 등에서 근래에 이르러 대규

모로 시행되고 있는 소위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하천

을 정비하는 방법이 관점이나 하천의 특성에 따라 다

를 수 있지만 생태계 단절 등 고유한 하천 특성을 찾

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하천의 이용에 관한 많은 연

구 자료가 공간적, 시간적 규모에서 필요하지만 낙동

강의 큰 지류인 황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강은 경남에서 남강에 이어 낙동강 지류 중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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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s of the Hwang River showing sampling locations and ecological quality classifications. 

남도 거창군 경계에 있는 거창군 궁항리에서 발원하

며 길이는 지방하천 구간과 국가하천 구간을 합쳐 

78.8 km이다. 거창군 고제초등학교와 주상초등학교 

앞을 지나 거창읍의 동부를 지나며 거창군 거창읍에

서 거창 위천과 합류하면서 국가하천으로 바뀐다.
하천자연도 평가란 하천 생태계가 자연성을 얼마

나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즉, 하천자연도 

평가는 현재 하천이 자연스러움에서 어떻게 어느 정

도 벗어나 있는지를 인위적 하천 환경 훼손 정도를 상

대적으로 가늠한다. 이는 그런 차이로부터 하천을 자

연에 가깝도록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평가이다(Park 등, 2005a). 그러나 생

태계의 총체적인 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으며 다분히 주관적 판단으로 동일 생태계에서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이를 정량적 척도로 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천자연도 평가에 대한 국외 연구로 뉴질랜드의 

자연지역보전 프로그램(Protected National Ares 
Program)의 생태계보전가치를 위한 평가(Coller 등, 
1992)가 있다. 영국에서는 환경청의 하천서식지조사가 

있다(Environment Agency, 1997). 미국토지관리국

(USBLM), 농무성(USDA), 어류 및 야생국(Fish and 
Wildlife Service), 자원보전국(NRCS)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적정기능상대평가(Prichard 등, 1998)가 있다. 
또한 미국 농무성의 자원보전국에서 개발한 시각적 하

천 건강성 평가법(USDA, 1998), 미국 환경청에서 개

발한 현장서식지평가서(Barbour 등, 1999)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하천에서 자연도 평가 방법(Cho, 1997), 

자연성 평가기법(Cho, 1997), 하천의 친환경적 잠재

력평가(Chung과 Lee, 1998), 하천복원을 위한 평가기

준(Ministry of Environment, 2002, 2011), GIS를 이

용한 하천의 자연성 평가(Park  등, 2002), GIS를 이용

한 한천 구조 형태(Kim  등,  2008) 등이 있다. 특히 

Park 등(2005a, 2005b)은 하천자연도 평가 방법이 잘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황강에 대한 하천 회랑(stream corridor)

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 규모의 하천 형태의 일부 자

연도 평가조사이다. 하천의 수변환경 조사는 물이 흐

르는 수역(물길), 물의 영향을 받는 수제역(물가), 물
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육역(홍수터)을 일컫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역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황강 본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구간은 합천호 보조 댐에

서 낙동강 합수부까지이며, 본 조사구간에서 총 10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Table 1). 조사 시기는 식생의 분포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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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있어 식생이 생육하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였다. 

Table 1. The ten surveyed sites in the Hwang River 

Sites Location

St.1 Hapcheon-gun, Yongju-myeon,  Gaho-ri,  
Hapcheon Assistant Dam

St.2 Hapcheon-gun, Yongju-myeon,  Yongji-ri, 
Yongju Bridge

St.3 Hapcheon-gun, Daeyang-myeon,  Jeongyang-ri, 
Namjeong Bridge II

St.4 Hapcheon-gun, Yulgok-myeon, Imbuk-ri  

St.5 Hapcheon-gun, Yulgok-myeon,  Yeongjeon-ri, 
Yeongjeon Bridge

St.6 Hapcheon-gun, Yulgok-myeon,  Naecheon-ri,  
Naecheon Bridge

St.7 Hapcheon-gun, Jeokjung-myeon, Jukgo-ri, 
Hwang Bridge

St.8 Hapcheon-gun, Jeokjung-myeon Jukgo-ri 

St.9 Hapcheon-gun, Cheongdeok-myeon, Migok-ri 

St.10 Hapcheon-gun, Cheongdeok-myeon, Jeokpo-ri 

2.2. 하천의 형태와 환경

본 조사 하천인 황강 일대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

사 임찬욱과 이준열의 하천자연도평가서 양식에 의거

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2). 하천의 형태

(1. 수로의 굴곡, 2. 종․횡사주, 3. 흐름의 다양성, 4. 
하상 재료, 5. 저수로 폭 다양성, 6. 저수로 호안공, 7. 
제방 호안 재료)와 하천의 환경(1. 저수로변 식생, 2. 
홍수로 식생, 3. 제내지 수변구역토지이용, 4. 제외지 

홍수터이용, 5. 횡방향 인공구조물, 6. 수질, 7. 수면폭/
하천폭비)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수로의 굴곡은 하천(제방선형)의 종 방향 사행 개소 

수(중심각 60도 이하)에 의거하였고, 2) 종․횡사주는 

종․횡방향 사주의 개소 수(토사이동으로 형성된 사

주)에 의거하였고, 3) 흐름의 다양성은 여울과 소의 존

재에 따라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물 흐름의 다양성에 

의거하였고, 4) 하상 재료는 하상에 분포하고 있는 대

표적인 하상재료의 구성(지배적인 하상재료)에 의거

하였고, 5) 저수로 폭 다양성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저수로의 수면폭의 다양성에 의거하였고, 6) 저수로 

호안공은 저수로 호안공의 종류 및 인공화정도에 의

거하였고, 7) 제방 호안 재료는 제방 호안재료의 인공

화 정도에 의거하였고, 8) 저수로변 식생은 저수로변 

식생유무와 식물군락의 유형에 의거하였고, 9) 홍수

로 식생은 홍수로(고수부지=둔치)의 식생 및 식물군

락의 형성의 자유로운 상태에 의거하였다. 특히 식생

은 황강 수계의 주요 조사경로는 황강을 중심으로 황

강의 좌·우안에 접한 반경 1 ㎞내외의 제방변 및 주변

지역을 주요 조사경로로 하여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들 조사경로를 중심으로 하여 식물상과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명을 직접 기록하였다. 먼저 자

연군락인지 인공 식생인지 구분하고 군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고려하였다. 즉, 군락이 성립하려면 경

지 잡초 군락은 25 ∼100 m2, 건생초원은 50 ∼100 m2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Ellenberg, 1956). 환경부

의 수생식물 및 습생식물 목록(Anonymous, 2001a)에 

나타난 종류 중, 수생식물(hydrophytes)은 Pieterse 
and Murphy(1990)의 견해에 따랐으며, 습지나 논, 하
천, 연못, 논둑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종류와 

환경부 목록에 기재된 종류 중 수생식물을 제외한 종

류를 습생식물(hygrophytes)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종

류는 육상식물(terrestrial plants)로 취급하였다. 10) 
제내지 수변구역토지이용은 지배적인 토지이용의 인

공화정도(하천제방에서 제내지 측으로 500 m 이내 구

간)에 의거하였고, 11) 제외지 홍수터이용은 제외지 

홍수터(둔치=고수부지)의 인공화 정도에 의거하였고, 
12) 횡방향 인공구조물은 어류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인공구조물의 존재 및 방해정도에 의거하였고, 13) 수
질(BOD)은 BOD 수질등급에 의한 분류/물색에 의한 

분류(홍수 등 특정기간이 아닌 경우)에 의거하였다. 
14) 수면폭/하천폭비는 수면폭에 대한 하천폭의 %(흐
름이 안정된 저수로 수면폭 대 하천제방폭 비)에 의거

하였다.
하천에 대한 일반적 분류는 Fig. 2에 일부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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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sections and flood plain in a reach of stream valley.

Table 2. Index of degree of river naturality according to the river morphology

Item
Estimated index and scores 

1 2 3 4 5

No. of flexion Over four Three Two One Absent

Transversal & 
longitudinal sandbars Over 7 Five or six Three or Four One or two Absent

Diversity of flow Very fast Fast Moderate Slight Absent

Bed materials Boulders Boulders & gravel Sand, silt, clay : 
50% > Silt, clay Sand

Diversity of low 
channel width Very large large Moderate Slight Absent

Materials of river shore 
at low channel width

State of nature 
without protecting 

materials

Natural materials + 
artificial vegetation

Stonework + 
artificial vegetation

Stonework or 
penetrating river 

shore 

Concreted 
impervious

Materials of river levee 
at low channel width

State of nature 
without artificial 

levee

Artificial soil-levee 
(natural vegetation, 

lawn)

Stonework, natural 
type block with 

artificial vegetation

Stonework,  
penetrating levee 
with natural type 

block

Stonework,  
impervious levee 

wi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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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ex of degree of river naturali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river

Item
Estimated index and scores 

1 2 3 4 5

The law water's edge 
vegetation

Naturally formed a 
variety of vegetation 

communities

Naturally formed 
various vegetation 

communities by natural 
erosion (sediment 

exposure) were absent

Natural weeds, 
shrubs, and mixed

Artificial 
vegetation 

composition

Vegetation 
blocked by 

stonework etc.

Flood way vegetation
Naturally formed a 

variety of vegetation 
communities

Naturally formed  
various vegetation 

communities by natural 
erosion (sand bar) were 

absent

Both of natural 
vegetation and 

artificial 
vegetation

Artificial 
vegetation with 

Parks, lawns, and 
so on

Remove 
vegetation 
artificially

Land use in riparian 
zones within river levee 

Bush or grassland as 
natural floodplain

Arable land (paddy 
fields, orchards)

Arable land, urban, 
residential mixed

About 1/2 urban, 
residential mixed

1/2 or more urban, 
residential

Land use in flood 
planes beyond river 
levee

State of nature 
without artificial 

vegetation, 
manmade structures

Arable land or  artificial 
vegetation

Artificial 
vegetation or 

natural vegetation 
mixed

About 1/2 park 
facilities, 

playground 
facilities

Impervious 
man-made 

structures, parking, 
etc.

Transverse direction of 
artificial structures Absent

Bypass reservoir or 
slope waterway 

reservoir 

Fish migration 
reservoir

Reservoir of height 
0.3-0.4 m, fish 

migration difficulty

Fish move 
completely 

blocked

Water quality (BOD) Class 1 (crystal 
clear) Class 2 (clear relatively)

Class 3 (tan, the 
bottom green 

algae)

Class 4 (blackish 
brown, the floor is 

not looked)

Class 5 (an ink 
color, odor)

Sleep width /river width 
ratio 20% or more 20 ~ 10% 10 ~ 5% 5 ~ 1 % Less than 1%

Table 4. River morphology of the Hwang River 

Sites No. of 
flexion

Transversal & 
longitudinal 

sandbars

Diversity of 
flow

Bed 
materials

Diversity of 
low channel 

width

Materials of 
river shore at 
low channel 

width

Materials of 
river levee at 
low channel 

width

Mean

St.1 1 5 3 2 4 4 2.4 3.57
St.2 1 1 3 2 4 4 2.4 2.86
St.3 5 5 2 4 4 3 2 3.43
St.4 4 2 2 4 4 3 2 3.14
St.5 2 1 2 4 4 3 2 2.71
St.6 2 1 2 4 4 1 2 2.86
St.7 4 4 2 4 4 1 3 3.29
St.8 4 4 2 4 4 1 3 3.14
St.9 3 4 2 4 4 1 3 3.29

St.10 5 4 3 4 4 1 2 3.57
Mean 3.10 3.10 2.30 3.60 4.00 2.20 2.38 3.19

3. 결 과

황강의 조사지점 10곳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상류

St. 1 지역과 St. 2사이는 수로에 많은 굴곡이 있으

나 St. 2 부근은 수로의 굴곡이 많지 않으나 방곡천 지

류와 월평천 지류 부근에 굴곡이 있었다(Table 4). 
종․횡사주는 St. 1 지역은 없으나 St. 2 부근은 용주

교 하류 방향으로 교통 교차로 전방으로 7개 이상이 

형성되어 있다. 흐름의 다양성은 홍수기나 합천댐 방

류를 제외하고는 유입 소하천이 적어 수량이 적은 상

류에서는 크지 않았다. 하상 재료는 호박돌이이나 자

갈 등이 있으며 더 큰 암석도 암반 위에 있었다. 저수

로 폭 다양성은 경미하였다. 저수로 호안공은 St. 1 지
역과 St. 2사이는 동측 도로변을 경계로 인공 석축이 

있으나 St. 1 지역과 St. 2 부근의 서측은 호안공이 많

이 없었다. 제방 호안 재료는 대부분 동측은 사석쌓기 

등으로 축조되었으나 호안 블록에 인공 식생은 없는 

반면 서측은 흙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천의 환경으로 저수로변 식생은 St. 1 지역은 서

측 하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식생이 있으나 동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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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적인 잡초 등이 저수로변을 따라 분포하였다

(Fig. 3). 상류의 홍수로 식생은 달뿌리풀(Phragmites 
japonica Steud.), 내버들(Salix gilgiana Seemen)) 등 

자연적인 식생과 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ura) 
등 인위적 식생이 혼재하였다. 제내지 수변구역 토지

이용은 St. 1 지역은 공원, 농경지 등 인위적 식생이 빈

약하였고, 일부 초본류는 자연식생으로 분류하였다. 
St. 2 지역은 자연 홍수터에 초본이 우점하였다. 제외

지 홍수터이용은 St. 1 지역은 일부 댐 관리 등 건축물

이 있으나 산림 사이를 흐르는 지역으로 산림에 의한 

자연 식생이 우점하였다. St. 2 지역은 축구장 등 극히 

일부 공원시설과 주거지, 상업시설 등이 있으나 전반

적으로 농경지가 우세하였다. 횡방향 인공구조물은 

St. 1 지역은 합천댐으로 완전히 차단된 반면 St. 2 지
역은 보가 없었다. 수질은 St. 1 지역과 St. 2 모두 비교

적 맑았다. 수면폭/하천폭비는 10~20%로 나타났다.  

3.2. 중류

St. 3지역, St. 4지역은 크게 보면 사행천이 우각호 

형태지만 길이가 길어 짧은 지역만 보면 완만한 곡선

을 형성하나 St. 5와 St. 6의 수로는 굴곡이 심하였다

(Table 4). 종․횡사주는 St. 3에서 St. 4, St. 5, St. 6으
로 갈수록 사주가 많았다. 흐름의 다양성은 황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수량이 적어 하천 전폭을 흐르

지 않으면서 경사지를 따라 흘러 큰 것으로 평가되었

다. 하상 재료는 호박돌이나 자갈은 거의 없었다. 저수

로 폭 다양성은 경미하였다. 저수로 호안공은 St. 3지
역은 동측 도로변을 경계로 인공 석축이 있었고, St. 4
지역은 임북리 제내지 수변 농경지까지 서측 도로변을 

경계로 호안공이 있었다. St. 5는 다시 동측 도로변을 

경계로 호안공이 있으나 St. 6지역은 없었다. 제방 호

안 재료는 대부분 동측은 사석쌓기 등으로 축조되었으

나 호안공이 없는 지역은 흙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천의 환경으로 저수로변 식생으로는 삼각주 등 

초본이 우세하였다(Fig. 4). 홍수로 식생은 St. 3지역

에서 동측의 함벽루 주변은 자연 산림 식생이 우세하

였고, 서측인 인공 식생이 일부 있으나 길이는 300 m 
내외였다. 제2남정교 상류는 북측이 자연 산림이 우세

하였고, 남측은 공원시설이 등 인공 식재가 있었다. 
St. 4지역은 동측 일부에 산림이 있으나 대부분 초본

류가 우세하였다. St. 5와 St. 6 지역은 좌우측에 식생

이 있는데 동측변은 산림과 인접하여 자연 식생이 수

로변을 따라 분포하였으나 서측은 농경지와 경계로 

개키버들(Salix integra Thunb.) 등의 목본과 물억새

(Miscanthus saccariflorus (Maxim.)  Benth.) 등 초본

류가 우세하였다. 제내지 수변구역 토지이용은 중류 

지역은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었다. 제
외지 홍수터이용는 일부 산림이 있으나 상당부분은 

농경지이고, 주거지이다. St. 3지역은 일부는 황강레

포츠공원과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역이 있었다. St. 
4지역은 거의 농경지였다. St. 5지역은 서측에 산림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였다. St. 
6지역 역시 산림과 하천 사이에 좁은 농경지가 전개되

어 있었다. 내천교 상류 동측은 산림지였다. 횡방향 인

공구조물은 St. 3지역에서 제2남정교 아래 설치된 보

가 있어 어류 이동이 제약이 있으나 완전 차단되지 않

는다. 하류에 있는 합천대교 아래 보는 어도로 완전 차

단되지 않는다. St. 3지역 하류보터는 보가 없어 중류

에서는 어류가 차단되지 않았다. 수질은 중류 지역 모

두 비교적 맑았다. 수면폭/하천폭비는 10~20%로 나

타났다.  

3.3. 하류

하류 지역의 수로의 굴곡은 있었으나 중상류에 비

해 심하지 않았다(Table 4). 하류 중에서 St. 9지역 부

근이 가장 심한 굴곡을 나타내었다. 종․횡사주는 하

류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St. 7에서 1개소가 있었다. 
흐름의 다양성은 낙동강 합수부인 St. 10을 제외하고

는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상 재료는 실트와 

점토가 많았다. 저수로 폭 다양성은 깊은 곳이 거의 없

이 경미하였다. 저수로 호안공은 St. 7, 8, 9, 10 지역에

서 침식이 심한 곳에 산재되어 있었다. 제방 호안 재료

는 대부분 동측은 사석쌓기 등으로 축조되었으나 호

안공이 없는 지역은 흙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천의 환경으로 저수로변 식생으로는 중류에 이

어 초본이 우세하였다(Fig. 5). 홍수로 식생은 St. 8과 

St. 10지역에서 서측의 자연 산림 식생이 우세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이 직접 접하지 않고 도로가 산림

과 하천을 차단하고 있어 홍수로 식생이 방해되고 있

었다. 제내지 수변구역 토지이용은 중류 지역은 비닐

하우스 등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하류 지역은 

St. 8 지역 부근 죽고리에 일부 비닐하우스가 있었지

만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었고 일부 농경지가 있으나 

홍수로 인해 경작지 면적은 적었다. 제외지 홍수터 이

용는 일부 산림이 있으나 상당부분은 농경지이고, 주
거지, 학교 등이다. 횡방향 인공구조물은 청덕교 아래 

일부 보가 없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보가 없어 하류에

서는 어류가 차단되지 않았다. 수질은 중류 지역 모두 

비교적 맑았다. 수면폭/하천폭비는 10~20%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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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1 St. 2
Fig. 3.  Index of river naturali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river at the upstream region of the Hwang River.

St. 3 St. 4

St. 5 St. 6

Fig. 4. Index of river naturali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river at the middle reaches of the Hwang River.

St. 7 St. 8

St. 9 St. 10
Fig. 5. Index of river naturali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river at the downstream region of the Hwa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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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하도 및 수계를 망라하는 하천유역은 물, 토사, 용
융된 물질 등의 유출이 발생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

다(Dunne과 Leopold, 1978). 수질의 평가가 어려운 

것처럼(Kim과 Cardone, 2005), 하천의 평가도 어렵다

(Bjerklie 등, 2005). 하천의 자연도  평가기준은 중소

형하천에 적용할 때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흐름의 다양성을 평가하는데 여울과 소의 존재에 따

라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물 흐름의 다양한 정도로 평

가한다. 그런데 수량이 풍부한 하류 지역은 사행하천

이 아닐 경우 다양성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

고 매우 크거나 클 경우는 사행하천에 해당하지만 수

량이 거의 없다면 물 흐름 자체가 거의 없는데 다양하

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댐 배수로에 있는 

하천에서 흔히 나타난다. 합천댐뿐만 아니라 역시 낙

동강 지류인 남강에 있는 남강댐의 하류로 사천만으

로 배수하는 가화천도 가화천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

가도 마찬가지였다. 평상시에 남강댐은 서부경남 상

수원으로 현재 남강 본류로 방류한다. 평소에는 진양

호의 수량이 부족하여 가화천으로 방류할 물이 없어 

가화천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지만 홍수기에 댐 만수

위로 육박하면 남강 하류로만 방류하게 되면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게 됨으로 바다와 연결되는 사천만으로 

수로가 짧은 가화천으로 일시적으로 물을 방류한다. 
따라서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물 흐름의 다양한 정도

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제방호안재료, 저수로변 식생, 홍수로 식생, 

제내지수변구역토지이용, 제외지 홍수터이용 등에서

는 하천의 좌우측 양안이 다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에 문제점이 있었다. St. 1과 St. 2 사이에 호안공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다. 그렇다고 조사지점을 호

안공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하면 다른 부분(예
를 들면 식생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또 세분해야 

하는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하천의 좌우측

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즉, 세분화된 척도

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호안공이 전체의 100~75% 이
상일 경우나 75~50%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하천 자연도 평가는 기존의 자연하천이 형태나 환

경 변화를 겪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외래어종 등 

동물상, 귀화식물의 분포 등 식물상 등이 추가하여 보

다 많은 항목을 설정하여 자연도가 유지되는지 평가

하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자연도 평가로 보면 황강은 많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댐의 아래 상류지역과 중류지은은 

사주가 많고 하류 지역은 흙에 의한 자연 제방이 길고 

자연식생도 넓게 분포하였다. 또한 반자연적으로 제

내지 내 농경지는 홍수시에는 침수되나 갈수기에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호안공으로 사석

에서 불투수층으로 대체, 공원, 체육 시설, 레저시설 

등 점차 하천 자연도가 감소하고 있었다. 
하천 생태계에서 수질오염 외 지형적 또는 형태적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하천의 수변부위가 

점차 이용의 대상이 되어 축소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과
거에는 자연제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

이 살게 되면서 토지 이용이 늘어나 제방을 쌓게 될 때 

10년 홍수역에서 최근의 홍수역 등으로 점차 제방을 

하천 안쪽으로 축조하고 있다. 황강 역시 예외는 아니

었다. 특히 하천변을 따라 건설된 국도는 과거 하천 수

변이였으나 이제는 하천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 하천 자연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황강의 하천 자연도 평가에서 상류

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이 부분적으로 있고, 삼각주 

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중류는 농경지가 제내지에 많

고 하류는 자연제방이 많으나 현 평가법으로는 큰 차

이점이 없었다(Fig. 6). 
한편 4대강 개발로 인해 보가 건설되면서 수로의 

굴곡이 사라지는 구간이 발생하고, 사주가 제거되거

나 잠기면서 하중에 있던 식생이 소멸되고 있다. 보로 

평상시에도 침수될 경우 제내지내수변구역토지이용

도 소멸된다.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해 평가가 불가능해

진다. 

Fig. 6. Index of degree of river naturality according to the 
river morphology and environment of river.

5. 결 론 

상류지역은 수로의 굴곡이 일부 있으나 하류로 갈

수록 수로의 굴곡은 거의 없었다. 종․횡사주는 상류

지역은 많이 형성되어 있으나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거의 없었다. 흐름의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하
상 재료는 상류에는 호박돌이이나 자갈 등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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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에는 실트와 점토가 많았다. 저수로 폭 다양성은 

경미하였다. 저수로 호안공은 인공 석축과 자연적인 

흙 등의 재료가 혼재하였고 호안공이 부분적으로 설

치되어 있었다. 제방 호안 재료는 대부분 사석쌓기, 흙
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천의 환경으로 저수로변 식

생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식생이 있으나 자연적인 잡

초 등이 저수로변을 따라 분포하였다. 홍수로 식생은 

달뿌리풀, 개키버들 등 자연적인 식생과 벚나무 등 인

위적 식생이 혼재하였다. 제내지 수변구역 토지이용

은 일부 초본류는 자연식생이 있었다. 제외지 홍수터

이용은 산림에 의한 자연 식생, 축구장 등 극히 일부 

공원시설과 주거지, 상업시설 등이 있으나 전반적으

로 농경지가 우세하였다. 횡방향 인공구조물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질은 비교적 맑았다. 수면폭/
하천폭비는 10~20%로 나타났다.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하천 자연도 평가 기준은 지나치게 넓어 세분하

거나 다양한 항목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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