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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troduce current status to discuss erosion control 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of stream valley ecosystem. To restore stream valley ecosystem, we should establish

restoration plans to keep the original shape of stream. It is necessary to use environmentally sound

materials with conservation of valley stability.

Valley construction for erosion control works should be evaluated continuously based on concept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stream valley ecology. It is categorized in point of the important

of class of stream valley conservation ahead planning and constructure. We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of stream valley construction needs to prevent mass movement of soil sediments. In

addition, it is established the basal strategy to protect macro and micro aquatic organisms in stream

valley ecosystem.

Key words：Erosion control strategy, restoration plan, stream valley ecosystem

Ⅰ. 서 론

최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해지자 계류와 산

복비탈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산ㆍ사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치산ㆍ사

방사업은 산지와 계류의 자연생태계, 경관보전

문제와 일부 상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

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되는 사업의

실시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고, 환경보전과 조

화되지 않는 치산ㆍ사방사업의 실행은 불가능

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시

점에서 산지와 계류변에서의 생태계보전과 치

산ㆍ사방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사방사업은 본래 산림이 갖고 있는 수원함양

기능, 국토보전기능 및 휴양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로 자

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자연과 위화감 없는 공

법이 도입되어야 하나 오히려 사방공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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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주변의 경관손상, 공사 중의 탁수유

출 및 소음, 자연도가 높은 계류생태계에 마이

너스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

으로의 사방사업은 방재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주변환경에 잘 조화되고 생물자원이 풍부한 환

경공간이 확보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고, 이

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사방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배려한 외국의 환경친화

적 사방사업에 대한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전근우, 2002).

자연하천의 유로 형태는 자연의 법칙성을 가

지며, 그 상태로 일정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수는 그 하천 고유의 유로를 형성함과 동시

에 하상이나 호안의 변화를 나타내는 미지형을

형성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천개수는 하천

의 자연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단조롭게 만든

다(松永, 1993).

계류생태계의 종다양성은 여울이나 소 등 계

류의 미지형으로 인해 유지되는 부분이 크지만

지형의 변화는 미지형 형성에 불안정을 가져오

게 된다. 즉, 사행유로에서의 여울과 소는 안정

적이지만 계류의 직강화는 계류생태계를 불안

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는 계류의 미지

형 회복에 심각한 변화를 안겨준다. 따라서 계

류생태계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현재 계류의 사

행유로를 고려하여 계류생태계 복원계획을 설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계류에 사방댐이나 기슭막이 등 인공구조물은

토사생산ㆍ이동을 제어하는 사방ㆍ치산사업을

통하여 계류의 형상이 변화하고 계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류는 수중과 수변생태계를 포함하는 생태

적 위치를 지니며 계류생태계는 동ㆍ식물 서식

에 필요한 다양한 미소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보다 종 다양성이 매우 높고, 어름치, 금강

모치, 수달 등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희

귀종,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으로

위치적으로는 상류 산지유역을 포함하며, 야계

ㆍ야계적 하천, 하천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고는 계류생태계

를 보전하기 위한 사방전략을 고찰해 봄으로써

계류의 환경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효율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계류생태계 보전과 유역의 토사동태

1. 유역의 토사동태

대체로 산림지의 비탈면에서 표면침식의 주

된 원인이 되는 표면유하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토사생산형태는 비탈면붕괴

가 주가 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Nakamura et al., 1995; 淸水 등, 1995; 박재

현 등, 2000). 강우의 대부분은 낙엽ㆍ낙지층,

부식층 및 하부산림토양으로 흡수되고, 중간류

(中間流) 혹은 기저류(基底流)를 통해서 계류로

유출한다. 또한, 몇몇 특수한 지형․지질구조를

나타내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붕괴발생 후 신속

하게 식생으로 피복되기 때문에 표면침식은 적

다고 할 수 있다.

대개 비탈면붕괴는 0차곡(0次谷)으로 불리는

계류 상류의 오목한 부분, 혹은 경사변환점의

하부비탈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羽田野, 1974). 0차곡의 매설과정에 대해서는

Reneau와 Dietrich(1989)가 미국서해안에서 0차

곡에 매설되어 있는 나무 조각의 탄소동위체

검정으로 장기적 토사생산과정을 추정, 0차곡

붕괴의 발생빈도는 103～104년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조사된 사례는 없지만 비

탈면붕괴의 빈도와 비유송토사량을 파악해 보

면 이보다 더 짧아진다고 생각된다. 즉, 지금까

지 실시되어 온 연구결과, 0차곡붕괴의 발생빈

도는 약 101～102년이다(中村, 1990; 淸水 등,

1995). 더구나 비탈면하부가 세굴을 받은 결과,

새롭고 급준한 비탈면이 계안에 발달해서 침식

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하도에서 장기간 토사이

동을 현지 관측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미

국에서는 일찍부터 실적을 쌓아 관측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Gilbert(1917)의 연구가

최초이다. 이에 따르면 하류역본류지점의 계상

이 최고 수위에 달하는데 약 10～20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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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후 원래의 계상 높이까지 저하하는 데에

는 다시 30～40년이 더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레드우드크리크유역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흙

덩어리가 하도를 파상적으로 이동하는 모양이

장기관측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Madej and

Ozaki, 1996). 이 연구 결과 계상이 상승한 후

원래의 계상 상태로 돌아가는데 약 15년이 걸

리고, 피크시 하류로의 이동속도는 약 700m/년

으로 계산되었다.

일반적으로 토사유출에 수반해서 계류의 하

상(계상, 溪床)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경우, 횡단

형의 최저계상 높이는 빠른 속도로 원래의 상태

로 돌아가지만, 평균계상높이로 돌아가기 위해

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Meade, 1982). 이는 계

상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계류변에 퇴적지

(lateral deposits)를 남기기 때문이고, 이들 퇴적

지는 수년에서 수 백년까지 체류하게 된다. 수

변림은 이런 퇴적면에 성립한다. 결국, 하도 내

토사체류에 의한 토사이동의 물결(wave of

sediment)은 하류로 향하여 편평하게 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Hey, 1979). Everitt(1968)

는 토사퇴적지 상에 성립한 유사한 임령의 활엽

수림의 분포해석으로부터 평균침식률을 계산하

였다. 마찬가지로 Nakamura(1986), Nakamura et

al.(1995)는 연대분포 및 그 연속식으로부터 10
1

～10
2
년 정도의 평균토사체류시간과 사행천에

서의 토사의 이동속도 1,000m/년을 산출하였다.

비탈면에서 토사생산과 하도의 유송을 장기

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매우 적다(Nakamura et

al., 1995). 그러나 이 문제는 토사수지와 토사

운반경로의 문제로 계류에서의 생물상과 관계

되고, 사방사업계획을 논할 때 어떻게든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개개의

현상에 관한 역학적 해석이 진척되고는 있지만

시공간 규모를 확대한 경우, 거의 추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아무

리 실험실 내에서의 이론을 현지 유역에 적용

하려고 해도 이론이 요구하는 높은 정도의 평

가는 어렵다. 예를 들면 비탈면붕괴의 경우, 붕

괴의 한 요인인 풍화토양깊이에 따른 유역분포

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유송토사량 계산의

경우에도 사력의 대표적인 입경분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방법조차

확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화․마모에 따른

입자크기의 시간적 변화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池田 등, 1986).

유역의 토사동태에 대해서는 산지비탈면에서

계측된 토사생산량과 하도에서 관측된 토사수

송량의 불균형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불균형은 최초 토사수송률(sediment delivery

ratio)의 형태로 논의되었다(Roehl, 1962). 토사수

송률은 산지비탈면의 토사생산량에 대한 하도

수송토사량의 비율로 정의되고, 유역면적의 증

가에 따라 저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는 100km
2
의 유역에서 10%정도의 토사수송률

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도 유역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평균값으로 논의하는 것도 어렵

다(Walling, 1983). 결국, 유역을 블랙박스로 다

룬 연구에는 한계가 있고, 계류의 생태계를 보

전하기 위해서는 토사의 생산에서 유송, 유송에

서 체류, 다시 체류에서 재이동이란 일련의 움

직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선구적 연구자는 Dietrich와 Dunne(1978)이

었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산지소유역에

서의 토사생산․체류․수송형태가 상세하게 논

의되었고, 체류시간(residence time)의 추정도 시

도되었다. 그 후, 미국서해안지역에서 지형학

팀이 산림유역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흥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지만,

모델을 만든 다음에도 가정의 타당성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Swanson et al., 1982).

실제유역에서 토사수지에 대한 과학적 상황

은 아직 현상론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성도 강해 그 계산결과를 항상 현지

현상과 대비시키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 만들어진 사방댐의 퇴사자

료와 현행 계산결과와의 합치성을 검사하는 것

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

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방댐에 대해서 댐 퇴

사상황이 계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예는 적다.

기존시설의 모니터링은 사방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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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류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계류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역에서 생산된

토사의 대부분은 비탈면 끝이나 하도범람원에

서 체류하고, 순간적으로 유하할 가능성은 세

립토사를 제외하고는 극히 적다. 또한, 하류의

하도 뿐만 아니라 계류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도 이후 어느 정도의 토사는 유하시키지 않

으면 안 된다. 즉, 수계 일관적인 토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하도조절량, 허용유사량 등

산출과정의 정확성과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토사동태 및 계류의 구조와 기능

산지계류에서의 토사이동은 토사생산과 유출

의 시간적 불연속성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토

사생산량과 수류에 의한 수송가능량의 불균형

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즉, 유역비탈면에서

광범위하게 붕괴가 발생하고 토사가 생산되어

도 수계차수가 작은 계류는 이것을 운반할 수

없고, 계상이나 계안, 비탈면 끝부분에 저류된

다. 저류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토석류형

태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불안정 퇴적물을 계

류로부터 제거한다. 토석류가 발생한 후의 계류

에는 토석류단구나 계상에 노출된 기암이 관찰

되는 일도 많다. 이런 계류에서는 그 후 호우가

발생해도 토사는 유출되지 않고, 불안정토사가

다시 모이기까지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토사생산과 유출의 상반적 대치는 계상의 급

격한 상승과 하강을 초래하고, 횡단적으로 요

철이 있는 계단모양의 범람원지형을 형성한다.

또한, 계류 하부가 넓은 구간에서는 그물모양

의 유로가 발달하고, 유로변동에 따른 2차유로,

방사상 유로가 형성된다. 범람원의 최저나 2차

유로 등의 지형은 그 후 토사동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기반지질․수분조건․교란

강도․빈도 등 입지환경을 제공한다. 나지면이

홍수에 의해서 형성되면 수목이나 초본류의 종

자가 일제히 침입하고, 외관적으로는 나무의

높이가 잘 맞는 천연생 일제림이 성립되는 경

우가 많다. 아울러 유로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퇴적물의 평균입자크기는 작아지고, 수분 및

유기물함유율은 동시에 증가한다. 즉, 기질조건

과 계류지형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로주변은 계상으로부터의 높이

가 낮고, 여름철의 홍수, 초봄의 눈 녹은 물에

의해서 침수되고, 유수에 의해 교란을 받고 있

다. 또한, 유로변동이 빈발하고 교란강도도 매

우 높다. 이 때문에 운반되기 쉬운 유기물․세

립토사는 항상 하류로 유송되고, 유수에 의해서

운송되기 힘든 굵은 모래만이 잔존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로에서 떨어진 퇴적면이

높다면, 드물게 발생하는 대규모 증수에 의해서

침수된다고 해도 퇴적물을 씻어내는 것보다는

상류에서 운반되어 온 세립토사 및 유기물을

퇴적시키는 경향이 있다(Johnson et al., 1976).

이런 계류변의 다양한 지형구조와 수변림의 다

양성은 계류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변림의 종다양성을 통해 다른

분해속도를 갖는 낙엽은 서로 다른 시기에 공

급된다. 낙엽ㆍ낙지의 분해속도는 수변에서 볼

수 있는 질소성분이 많은 오리나무과가 가장

높고, 단풍나무과, 자작나무과가 중간 정도, 비

탈면의 노령림에서 볼 수 있는 너도밤나무과

등의 잎이 낮다(Kikuzawa, 1983; Cummins et al.,

1989; 柳井과 寺澤, 1995). 이런 분해속도와 공

급시기의 차이는 섭식하는 수생곤충의 군집구

조에도 영향을 준다. 온대낙엽활엽수림 지역을

흐르는 계류의 낙엽ㆍ낙지는 봄에 급격하게 감

소한다(岸과 中村, 1995).

계류의 물질수지는 생산과 유송이 한 시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낙엽은 지역에 따라 다

소 다르지만 10～11월에 집중하고, 유송은 봄

의 융설ㆍ융해 시기든지 여름의 호우시기에 집

중한다. 집중적인 생산으로 단숨에 바다까지

흘러나간다면, 유기물은 수생생물이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유로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가을

의 낙엽은 일단 이런 계류의 지형면에서 저류

되어 분해되고, 물의 수위가 높아질 때 조금씩

유로로 공급된다(Jones and Smock, 1991). 계류

의 활동으로 형성된 다양한 지형면은 유로 내

낙지현존량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고, 이를

서서히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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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가 넓은 확폭부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

는 계상교란의 영향으로 공급되는 일사량은 산

지 계류 중에서도 매우 높다. 게다가 2차유로의

발달과 이들 유로에서의 얕고 느린 흐름도 영

향을 주어 수온의 상승과 계류 내 1차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난다. 확폭부에서의 계류수송력

(stream power)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토사, 낙엽

ㆍ낙지, 유목 등 상류에서 운반되어 오는 물질

의 정체를 재촉한다. 산지계류에서 Lamberti et

al.(1989)가 실시한 낙엽유하실험에 의하면, 확

폭부의 낙엽저류기능은 협착부와 비교해서 5배

이상 높아지고 있다. 계류에서 떠내려오는 유목

의 분포량도 이런 확폭부에서 2～5배정도 높고,

특히 유량과 유로폭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2차

유로의 입구 부근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Nakamura and Swanson, 1994). 또한, 도류목이

유하해 낙엽ㆍ낙지를 차단시켜 확폭부에서의

물질저류효과를 높인다(Speaker et al., 1984).

즉, 2차유로가 발달하는 확폭부에서는 정체하

는 도류목의 약 17%가 웅덩이형성에 관여하고

있는데 반해, 단일유로의 협착부에서는 5%정도

에 지나지 않는다(Nakamura and Swanson, 1994).

계상에 발달한 두꺼운 퇴적물은 광범위하게

퍼진 하상공극수역(hyporheic zone)을 형성한다.

사력퇴, 범람원 등의 지형면을 통과할 때 공극

수역이 영양염인 질소의 근원으로써 기능을 하

는 것인가, 수조(sink)로써 기능하는 것인가는

산림계류와 같이 질소성분이 제한되어 있는 계

통인가, 밭에 인접해서 유입하는 질소성분이 높

은 계통인가에 따라서 다르다(Jones and Holmes,

1996). 따라서 계류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이

나 기슭막이 등 인공구조물에 의하여 계류에

떨어진 낙엽ㆍ낙지 성분들로 인해 계류의 물질

공급이 차단되거나 집적되는 것은 질소성분의

집적과 관계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Ⅲ. 계류생태계 보전과 환경친화적 사방

구조물

1. 환경친화적 사방구조물의 전망과 과제

계류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중심과

제는 생태계구성요인의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토사나 물질의 이동, 유로변

동 등 계류가 가진 동적구조가 유지되지 않으

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1997년에 신하천법이

제정되어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이 내부목적화

되고, 현재는 산지에서 평야, 바다로 도달하기

까지의 유역종합토사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까지 계류나 야계에 설치되는 각종 사방공사

의 목적이 어떤 방법으로 토사생산을 억제해서

평야부 하류역으로 유하시키지 않도록 하는가

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어떤 하류로 공

급하는가가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

해출처로써의 토사억제, 생태계유지를 위해 필

요 불가결한 토사조절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버드나무 등 수변림을 구성하는 종들 대개는

사력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입지를 좋아하고,

안정한 입지에서는 다른 수종과의 경쟁에서 도

태된다. 내구년수가 긴 구조물의 설치는 계상

의 안정화를 초래하고, 계류가 본래 가진 동적

구조를 억제한다. 따라서 동적구조유지의 관점

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자연현상의 시간에 응하

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

고, 짧은 시간단위에서 파괴되는 것을 전제조

건으로 한 구조물설치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물파괴는 실패사례

가 아니고, 유로 및 계상변동 등 자연교란을 허

용하는 성공사례로써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자연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원 및 자

연공원의 계곡 내에 설치되는 각종 인공구조물

의 철거는 실제로 계류생태계의 안전 및 보존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따라서 식물

등 생물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은 파괴

돼 유출되어도 유해한 폐기물로는 작용하지 않

는다. 그러나 시멘트콘크리트 등 인공적인 재

료를 사용한 구조물은 파괴되어 계류에 존치되

거나 하류로 유입되면 계류생태계를 교란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

과 그에 따른 계류재해를 생각하면 이런 변동

의 허용성, 구조물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한계

가 있다.

계류에 대한 계층구분은 이미 Frissel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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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과 Swanson et al.(1990)에 의해서 제안되

었으나 구조물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크기는 유

역 및 수계차수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넓

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현재

의 사방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그러나 좁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

연교란에 대해서는 유역 전체에서 처리하는 것

을 고려한다면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

고, 유연한 구조물설치를 생각할 수 있다. 유역

적 관점에서는 각종 토사재해로부터의 안전확

보가 중심과제로 거론되고, 계류환경의 분단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시설계획을 생각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유로구간 크기에서는 토지․생

물․유수환경계의 연계 유지가 중심과제로 시

선이 집중되고, 내구년수가 짧은 구조물을 생

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계류생태

계 보전을 고려하여 계류에 설치되는 사방구조

물은 내구년수가 짧은 환경친화적 구조물이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토사관리를 목적으로 한 사방계획

의 사고방식이 사방댐이나 유로공사와 같은 공

작물에 의한 안정계류종단형의 수립이었던 것

에 반해서(武居, 1998), 계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방공사의 시점은 횡단형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변림의 수관에 의해 일사차단이

탁월한 산지계류에서는 수서식물에 의한 광합

성량은 극히 적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계류 외

에서 생산되는 유기물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에너지원의 거의가 가을에 수변림에

서 떨어진 낙엽이고, 계류 내의 생물군집은 계

외(系外)로부터의 에너지공급에 의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Fisher and Likens, 1973). 계안 비

탈면에서 단구, 범람원을 거쳐서 사력퇴, 유로

에 이르는 횡단변화는 영양염 등 물질의 생

산․체류․유출구조와 강하게 관계되어 있고,

육지지역과 수역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의미

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계류에 시공된 횡단

구조물은 국소 세굴이나 퇴적을 막는 효과는

매우 높지만, 계류생태계의 기본구조인 여울과

웅덩이의 구조를 변화시킨다(Takahashi and

Higashi, 1984). 따라서 허용범위 내에서 형성되

는 얕은 여울과 웅덩이의 반복, 사력퇴․범람

원의 발달, 유로변동 등은 생물서식지를 제공

하는 의미에서도 보전되고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전되어야 할 만한 가

치가 있는 계류 또는 계류변에 설치되는 사방

구조물의 영향은 계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계류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사방

공사의 실시

유역의 곡선부 비탈면에서 표면침식, 비탈면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해서 생산된 토사는 대부

분 직접 계류에 유입되지만, 일부는 비탈면각

부에 머무르기도 한다. 이러한 붕적토는 계류

에 의한 측방침식에 따라서 서서히 유출하는

한편 때때로 계류를 막아 토석류로 유하하기도

한다. 계류 내로 공급된 토사는 계상의 상승과

저하를 반복하면서 유하하는데, 계류의 밑바닥

이 넓은 구간에서는 토사가 정체하여 범람원을

발달시킨다. 계류의 지형은 이런 계상변동의

반복에 의해서 형성되고, 계류나 수변에 서식

하는 동ㆍ식물은 이러한 지형의 구조와 지형변

화의 빈도에 의해 규제되면서 그 서식지를 확

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토사동태와 계류․

수변생물과의 연계를 개관하고 환경과 조화되

는 새로운 사방․치산사업 즉, 환경친화적 사

방사업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는 보전해야 할

계류에 설치되는 인공구조물과도 직접적인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류생태계를 고

려한다면 환경친화적 사방공사는 재료 자체가

계류 또는 계류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

록 환경친화적이어야 하며, 구조물 자체도 주

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계류

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사방공사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일반적으로 계류의 계상은 자연적 굴곡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류를 횡

단하는 인공구조물 즉, 사방구조물은 자연 계

상 형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계

류에 사방구조물 시공시 시행되는 공사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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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을 평탄화 하거나 직강화 하면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때 계상의 평탄화가 진행

되면, 이는 계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행유로를 직강화 하는 방

법은 계류의 유량 및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교

란하는 요인이 되므로 원래의 계류 형태를 유

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울과 둔덕을 유

지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이들 공사로 인해 수

심이 변경되거나 수심저하를 수반할 수 있으므

로 계류에 서식하는 수생곤충이나 어류생태계

가 교란될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런 골짜기형

계류 구조는 계상이 주변 지하수위보다 낮아

많은 지하수가 계천으로 모여들고, 이로 인해

홍수나 갈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계류생태

계를 유지ㆍ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계상의 자

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계류생태계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대부분 계류에 설치되는 사방구조물은 시

공 및 재료의 구득 용이, 강도의 요구 등의 이

유로 시멘트콘크리트구조물이 많다. 그러나 이

러한 재료는 계류 또는 계류변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거나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계류에 설치하는 사방구조물의

설계시에는 시멘트콘크리트구조 보다는 계류의

안정성을 고려한 전석(자연석), 목재 등 환경친

화적인 재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야계

와 계곡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용 공법이 다

를 수 있으므로 계곡의 위치, 지형에 따라 적절

한 공법을 선정ㆍ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계류에서의 사방공사시 그 계류의 생물다

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류생태계 조

사를 병행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

여 사방구조물에 의한 계류생태계의 영향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4) 계류에서 실시하는 사방공사시 수반되는

임도 및 진입로 공사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사

전 영향을 평가하고, 이의 영향이 계류의 생태

계보전상 중요도에 따라 등급화하여 설계ㆍ시

공해야 할 것이다. 즉, 자연보존을 목적으로 하

는 국립공원지역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연공원지

역, 치수ㆍ이수를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인근 주민의 방재상 필요 지역

등을 구분, 사방구조물의 규모 및 시공방법 등

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계류생물군집 서식지의 동적안정성이 확

보되는 공법을 실현시켜야 한다. 즉, 교란에 의

한 동적 변화, 유출토사에 의한 단구의 형성,

계안침식에 의한 유로의 변동, 세굴과 퇴적의

반복에 의해서 계상이나 계안에 형성되는 사력

퇴적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퇴적형태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로 인해 형성되는

역류지역 등 여러 가지 계상 내의 미세구조나

하상공극수역, 동적 서식지를 유지하는 것이

계류생태계에서 군집보전의 요건이다. 따라서

사방댐 등 치산ㆍ사방공법은 과거에도 행해지

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공법은 계상이나 계안

의 고정이 목적이고, 수심을 억제해서 하상을

유하하는 토사력을 저하시키며, 계상을 평준화

해서 국소적인 세굴을 막고, 계안비탈면을 피

복시켜 침식을 막아왔다. 그 결과, 계류 내ㆍ외

에서의 동적변동은 억제되었으나 계류생태계에

는 마이너스적 영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계류

생태계와 조화되는 치산ㆍ사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력퇴적물의 이동이나 토사

재해를 방지하는 공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계류에 설치되는 사방구조물은

가능하면 상ㆍ하류간 미세 토사의 이동을 억지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투과형 구조물로 설계하

되, 장기간 저사된 토사는 일정 기간을 두고 공

사 전의 상태로 준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계류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의

계획ㆍ설계ㆍ시공시 기술적인 면 이외에도 시

공관리면 즉, 기술자의 의식개혁이나 작업원의

교육, 공사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Ⅳ. 결 론

계류는 수중과 수변생태계를 포함하는 생태

적 위치를 지니며 계류생태계는 동ㆍ식물 서식

에 필요한 다양한 미소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보다 종 다양성이 매우 높고, 각종 멸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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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보호야생동물, 희귀종, 천연기념물이 다

수 서식하는 지역으로 위치적으로는 상류 산지

유역을 포함한다. 또한, 계류는 야계ㆍ야계적

하천, 강이나 하천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

는 등 생태계 보전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치산ㆍ사방 공작물 시공시 그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고는

계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방전략을 고찰

해 봄으로써 계류의 환경복원을 위한 각종 사

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계류를 횡단하는 사방구조물은 자연 계상

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계류

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수생태계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사방구조물의 설계시에는 계류

의 안정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이 필수적이다.

2. 계류에서의 사방공사시 그 계류의 생물다

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류생태계 조

사를 병행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

여 사방구조물에 의한 계류생태계의 영향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3. 계류에서 실시하는 사방공사시 수반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 영향을 평가하고, 설계

ㆍ시공은 계류생태계 보전상 중요도에 따라 등

급화 하여야 할 것이다.

4. 계류생물군집 서식지의 동적안정성이 확

보되도록 대규모 사력퇴적물의 이동이나 토사

재해를 방지하는 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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