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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한국에서는 하천의 환경 ·생태  기능을 되살리기 해 하천복원과 련된  여러 가지 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사업 상 하천의 생태성에 해 평가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하천복원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학술 이나 사업 으로

나 모두 값진 일이 될 것이다. 한편, 하천의 생태성을 개략 으로 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하천의 수문지형 물리  구조(hydromorphological structure)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AWA(물 리 연구 독일 연방 법 공동체)의 하천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

소규모 하천1)의 자연 생태성을 평가하기 한 하천의 수문지형 물리  구조를 평가하는 장 조

사 체계(field survey system)를 개발하고, 아울러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도면자동화 체계(auto 

mapping system)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GIS 기반의 하천 평가 체계를 개발하

다. 하천복원  리 분야 종사자들이 하천복원 계획 수립과 리의 단계에서 상하천의 하천자

연도 내지 생태성을 인지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하천의 '도달해야 하는 이상 인 하천 

모델상'을 결정하기 한 기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어 : 현장조사체계, LAWA 하천 수문지형 물리적 구조 평가, GIS기반 하천 평가 체계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projects regarding restoration of streams to recover thei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functions. For the restoration of streams, it is valuable 

academically and economically to evaluate the ecological condition of streams and build 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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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object for restoring streams based on that.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methods 

to figure out the ecological condition of streams is to evaluate the hydromorphological 

structure of stream.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field survey system using the stream assessment 

methode of LAWA (Laenderarbeitsgemeinschaft Wasser in Germany) that can assess the 

hydromorphological structure of small and medium streams. In addition, we constructed a 

GIS-based stream assesment system which can support auto mapping system and report 

writing, using the survey results. These systems are aimed to help people in the area of 

restoring streams perceive the natural and ecological condition of streams in the process of 

making plans and managing the projects, and they also try to help in collecting raw data to 

determine an ideal potential model to which an existing stream should be turned.

KEYWORDS : Field Survey System, LAWA Stream Hydromorphological Structure 
Assessment, GIS-based Stream Assessment System

서  론
최근 한국에서는 생물서식처, 자정작용, 경

과 친수 등 하천의 환경 생태  기능을 되

살리기 한 하천 복원 사업과 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

스 로젝트’이며, 근성 개선, 문화  시설 

조성, 수상이용 극 화, 한강 생태 정비 등의 

내용을 토 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

의 사업  련되는 학술연구 분야에서 요

한 것 의 하나는 상 하천을 어떠한 방향

으로 복원, 보 , 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에 하여 목표하는 구간별 하천 모델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 하천 모델에 따라 상

하천에 한 하천평가를 수행해 내는 일이다. 

하천평가에서는 일반 으로 기존엔 치수성이

나 이수성 는 경제성 평가가 주요한 항목이

었으나, 최근의 하천환경을 고려한 자연형 하

천조성사업에서는 친수성과 하천의 자연성, 즉 

생태성에 한 평가가 설계에서 크게 요구되

고 있다. 하천의 생태성 평가는 설계 상하천

이 가지고 있는 하천의 생태  기능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천평가를 해서는 GIS 기반 하천 

평가체계 개발 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하천평가용 장 조사 체계(field 

survey system)를 제공하며, 조사결과를 DB

화하고,  DB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도면 

자동화 체계(auto mapping system)를 내장하

고 있으며 보고서를 문 업무에 맞게 작성하

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체계 개발 

시 가장 요하고 제일 먼  결정되어야 하는 

일은, 체계에 도입할 하천평가 기법을 결정하

는 일이다. 

유럽에서는 약 1980년  반에서 1990년  

반에 걸쳐 다양한 하천의 생태성 평가 기법

들이 소개되었고(Friedrich & Lacombe, 1992; 

LOELF, 1985; Otto & Braukmann, 1983), 

Otto & Braukmann(1983)은 하천의 생태성 평

가를 이용하여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 다. 특

히 Braukmann(1987)의 연구는 이후 유럽연합

(EU)의 하천 유형을 56개로 분류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그리고 Sommerhaeuser & 

Pottgiesser(2004)는 독일 하천유형을 24개 유

형으로 정리하 다. 구미에서는 Rosgen의 하

천분류개념과 방법을 이용하여 Chester 

County Water Resources Authority, et al. 

(2004)가 침식정도, 인공구조물, 수문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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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식생, 물의 상태, 부 양화 정도, 어류 이

동성 여부, 어종  종풍부도, 소의 크기, 곤충 

 서생물의 서식처와 기타 5개항의 보조 

사항을 도입하여 종합 인 하천평가를 시도하

다.

유럽의 하천평가 기법 에 국내에는 국

의 RCS(River Corridor Survey)가 국내 실무

에 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조용 (1997)은 

독일의 라인란드-팔즈(Rheinland-Pfalz)의 수

자원국에서 개발한 하천 구조 평가법을 이용

한 바가 있으며, 이를 인용 는 보완하거나 

변형한 이상호(2000), 김동찬 등(2000), 박진원 

등(2003), 박 진 등(2003)의 연구가 있다. 이

들은 하천의 물리  특징을 주요 평가항목으

로 하천 평가를 시도했다. 아울러, 박병철 등

(2002)은 하천형태와 더불어 수질자료와 녹지

자연도 자료를 평가항목 자료로 이용하고 GIS

의 공간분석기능을 사용하여 하천의 자연도를 

평가 하 다. 아울러 건교부(2002)의 경우 하

천환경 조사항목으로 물리조사, 화학성, 생물

상, 공간조사를 모두 포함한 조사방법을 제시

한 바 있다.

앞서 언 한 로 한국 하천의 하천별 고유

특성을 찾아보고 한국 하천을 평가하기 한 

한국에서의 실험에 필요한 GIS 평가 체계 개

발을 시도할 때 우선 하천평가 기법을 채택하

여야 한다. 앞서 여러 다른 연구사례를 거론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LAWA (Laender 

arbeitsgemeinschaft Wasser, 물 리 연구 독

일 연방 법 공동체)(2000)의 ‘하천의 수문지

형 물리  구조’ 등 법을 체계에 도입하 다. 

국내 실무분야에서는 수문지형이란 용어를 생

략하고 ‘하천의 물리  구조’란 용어를 많이 

쓴다. 지리학에서는 이 말을 수문지형이라 일

컫는다. 이 LAWA의 ‘수문지형 물리  구조 

평가방법2)’은 앞서 소개한 독일 Rieinland- 

Pfalz(라인란드 팔즈)주의 수자원국에서 개발한

“물리  구조 평가방법”을 독일 Nordrhein 

-Westfalen(노르트라인 베스트팔 )주에서 더

욱 세분화 발 시킨 것이다. 이것은 2000년 12

월 EU에서 법  효용성을 갖춘 WRRL(유럽

연합의 물 리 가이드라인, 어로는 WFG 

(water framework guideline)로 번역 함)에 포

함되어 재는 EU 회원국들에서 사용되고 있

다. 이는 하천이 가지는 환경을 총체 으로 의

미하는 것으로, 를 들면 유사이동에 따른 하

상구조와 하상재료, 하안 구조, 인 한 홍수터 

등이 이에 포함되는 요소들 이다. 이와 같은 

하천이 가지는 환경요소를 평가척도로 이용하

여 하천의 물리  생태성을 평가하여 나타낸 

것이 하천의 물리  구조 등 이다. 즉 물리  

구조 등 이란 수문지형 하천구조와 이 하천

구조에 나타난 하천의 다이내믹한 로세스의 

생태  질을 가리키는 하천평가  하나이며 

그 평가척도는 “ 재 잠재 자연하천”(the 

present-day potential natural state of water)

이다. 이것은 어떤 임의의 하천  그 주변에 

모든 인  교란(이용)이 정지되었다고 가정

하 을 때의 이상  하천상태(1등  하천)를 

말한다.(LAWA, 2000).

LAWA 평가방법을 유럽과 기후와 지형이 

다른 국내의 하천에 용하기에 합할 것인

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는 LAWA 평가 방법을 채택한 이론  

배경으로 김혜주(2004)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 2005)의 연구결과가 있다. 김혜주(2004)

는 LAWA를 통해서 지침서 형태로 출간된 

‘물리  구조 평가 방법’을 수정하지 않고 원

안 그 로 사용하여 한국의 여러 하천을 평가

하 다. 그 결과 수정하지 않은 이 LAWA 평

가 방법은 한국에서도 하천의 반 인 자연

도  생태성을 평가하는 일에 이용할 수 있

다고 단하 다. 김혜주(2004)는 이 방법이 

생물과 수질에 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는 과 국내 하천의 유형에 따라 일부 평가

항목에 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한계성이 있

지만, 한국의 생태하천복원 문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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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독일에서의 하천의 물리적 구조 평가 결과 및 웹 서비스 화면 사례 (http://www.gis.nrw.de) 

모든 하천에 생태  등 을 결정하는 것이 하

천 리나 계획 는 보 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 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4, 2005)

의 수질  생물상(식물  서생물) 조사결

과를 김혜주(2004)의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상하천의 물리  구조 평가치와 서로 비교하

여 보았을 때, 하천의 생태성 정도가 거의 모

든 하천에서 일치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김혜주(2004)의 조사항목 26개 세부항목에 

의한 하천의 물리  생태성 평가가 가능하다

고 제하 고, LAWA(2000)에서 제시한 9개

의 하천유형 평가척도를 이용한다면 하천별 

물리  특성도 악될 것이며, 특히 조사하천

을 서로 서로 비교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사료되어 연구를 실행하 다. 

본 연구의 내용은 LAWA(2000)의 물리  

구조 등 법에 따라 ․소규모 하천의 물리

 구조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하천과 조사

구간 별로 조회하거나 통계를 내며, 도면과 보

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GIS

기반의 평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상하

천의‘ 재 잠재 자연하천’(the present-day 

potential natural state of water) 즉 그 하천

의 자연에서의 이상  하천상태로서 도달해야 

하는 이상 인 하천 모델상(1등  하천 구조)

을 결정하기 해 조사 자료를 과학 으로 분

석하는 GIS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이

러한 과학  도구를 통한 분석 결과는 하천복

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복원 후 리단계

에 이르기 까지 상하천의 하천자연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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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주 평가항목 기능성 세부항목

하상

1. 종 특성

사행

종  사행

종  사주

특이 종 구조

움직임 정도

사행 침식

단면 깊이

하안 공법(하안보호공)

2. 종단면

자연  종단면의 형태

횡단 사주

랑의 다양성

깊이의 다양성

인  횡단구조물

횡단구조물

복개

BOX

물의 정체

하상 3. 하상구조
종류와 하상재료의 분포

하상재료의 유형

하상재료의 다양성

특이하상구조

하상보호구조물 하상보호구조물

하안

4. 횡단면

횡단깊이 횡단깊이

횡단폭의 변화
횡단침식

횡단폭의 다양성

횡단면의 타입 횡단면의 타입

5. 하안구조

공간 특유의 자연성 특유의 하안구조

자연 인 특유의 식생 하안식생

하안보호공 하안보호공(하안공법)

하천변 6. 하천주변
하안수림 하안수림

홍수터 토지이용, 기타 환경특성

TABLE 1. 중․소규모 하천의 물리적 구조 평가항목 

생태성을 인지하는 일에도 크게 쓰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학 이고 체계 인 

장조사 하천평가 도구는 토목공학, 수공학, 하

천생태학, 환경지리학과 하천지형학 그리고 자

연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기여할 것

이다.

평가 방법 및 체계 개발 방법
1. 하천의 물리적 구조 평가 방법
지리정보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하천 지 

조사  하천 평가 체계 개발 연구는 EU에서 

채택한 LAWA(2000)의 야장과 조사방법을 사

용하 고, 평가항목의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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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등급/도면 표시색 의미 지수
EU-물관리 가이드라인
(WFG)(2000)에 의한 

생태성 표현

1 자연 그 로 1.0-1.7 매우  양호
(very good)2 약간 변경시킴 1.8-2.6

3 보통 변경시킴 2.7-3.5 양호(good)

4 변경한 것이 두드러짐 3.6-4.4 보통(fair)

5 크게 변경시킴 4.5-5.3 빈약(poor)

6 아주 크게 변경시킴 5.4-6.2 매우  빈약
(very poor)7 모두 변경시킴 6.3-7.0

TABLE 2. 하천의 물리적 구조 등급 평가 부여 기준 

FIGURE 2. 체계를 이용한 업무흐름(평가과정)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조사방법은 ․소규

모 하천의 물리  구조를 평가하기 해 6개

의 주 평가항목과 2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사

용하고 있다. 평가과정에서는 각 항목에 지수

(1～7)를 더한 후에 그 평균값을 계산하고, 지

수의 값에 따라 등 을 결정하게 된다. 지수의 

범 에 따른 구조등 의 부여 기 은 표2와 

같다. 1～2등 은 자연성이 높은 구조를 의미

하고, 3～7 등 은 인 성이 높은 구조를 의미

한다. 세부 항목별 구체 인 단 지침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2006)에 잘 나타나 있다.

2. 체계의 설계 및 개발 방법
․소규모 하천의 평가 과정은 크게 3단계

로 구분하여, 각 단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

계를 설계하 다(그림 2). 1단계는 장조사 

자료의 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

상 하천을 조사구역 단 로 분할하고, 장조

사용 도면을 작성하는 일을 수행한다. 2단계는 

조사결과의 평가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결과를 EU LAWA(2000) 

방법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고, 조사구간별 평

가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아울러 2단

계에서 평가결과의 조회  수정 업무를 수행

하는데, 이것은 하천별, 조사구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3단계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도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평가결과의 활용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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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준비][파일] [보기] [구조평가]

[보고서출력] [검색] [화면지우기] [도움말]

FIGURE 3. 체계의 메뉴 구성 

로 입력한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도면과 보고

서를 작성하고, 통계를 내는 일을 수행한다. 

아울러 각 하천의 최종평가결과들을 하나의 

도면으로 수집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3단계는 

본 연구의 발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한

국의 모든 하천에 한 조사가 진 으로 이

루어질 것을 고려하여 체계 설계에 반 하 다.

체계의 메뉴 구성은 그림 3처럼 설계하 다. 

체계 구성 메뉴는 일, 보기, 자료 비, 구조

평가, 보고서 출력 등이다. 이  [자료 비] 

메뉴는 장조사에 앞서 필요한 도면 등을 

비하는데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하 다. [자료

비] 메뉴에는 [하천 그리기], [하천 구간 분

할], [하천 구간별 도면 작성] 등의 하  메뉴

가 있다. [하천 그리기]는 연구자가 조사 상 

하천의 심선 도면을 작성하는데 사용하며, 

하천연장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람 길라잡이(한국

수자원공사, 2002)에 제시된 하천연장을 이용

하여 하천별 총 조사거리를 결정하 다. 하천

연장은 하천시작 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천시작 에 비해 상 으로 단하기 쉬운 

하천종 으로부터의 거리로 작성하도록 하

다. 조사 상 하천의 심선 도면 작성 시 

심선 길이가 정확한 하천연장을 갖도록 작성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는 GIS를 기반으

로 하는 통계  공간분석에서의 거리 정확성

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천 구간 분할]은 연

구자가 한 개의 조사구간에 한 거리를 지정

하면 하천종 으로부터 지정거리 간격으로 구

간을 분할하고, 구간별 ID를 지정하여 도면으

로 작성해 주는 기능이다. [하천 구간별 도면 

작성 기능]은 분할된 구간별로 장조사용 도

면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기능이다. 

[구조평가] 메뉴의 하  메뉴로서 평가자료 

입력  조회 메뉴와 각 하천들에 해 분석

된 평가결과를 하나의 종합된 도면으로 모으

는 국 종합평가에 등록, 수정 메뉴가 있다. 

[보고서 출력] 메뉴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통

계표  그래 를 작성하는 하  메뉴들로 구

성하 다.

체계는 MapObject 2.0 GIS Component와 

Visual Basic 6.0 개발언어를 이용하여 만들었

다. 이는 개발된 체계를 학술연구자에게 무상

으로 배포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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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하천의구간분할

FIGURE 5. 구간별 도면 자동 생성

체계 구현 결과
1. 현장조사 준비 단계에 대한 체계 구현 결과

장조사 비 단계에서는 상하천의 조사

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 조사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체계를 개발하 다. 일반

으로 하천의 물리  구조 조사는 하천의 하류

에서 상류방향으로, 1㎞ 간격으로 수행되며. 1

㎞ 내에서는 다시 100m로 나 어 조사가 수행

된다. 체계에서는 조사구간을 사용자가 지정한 

길이로 하천의 구간을 분할하고, 하류로부터 

거리에 따른 ID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4). 그리고 구간별 도면을 자동으

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구간분할  도면

작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그

림 5). 구간분할 정보는 사용자에게 엑셀 일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구간별 도면자료와 

엑셀 일 형태의 구간분할 정보를 출력하여 

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 현장조사 결과 평가단계에 대한 체계  
구현 결과

1) 조사결과의 입력  평가 단계

2단계인 장조사 결과 평가단계 , 첫 번

째인 조사결과의 입력  평가 단계에서는 

장 조사된 결과를 EU LAWA (2000)에서 정

한 방식에 따라서 연산하여 구간  하천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발하 다

(그림 6～13). 체계에서는 사용자가 야장과 동

일한 GUI(graphic user interface)에서 각 항목

의 조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입력된 결과는 연산이 수행되어 7개 구조 등

에 따른 평가결과로 제시된다. 기존에는 조

사자가 조사결과를 지수로 환산하여 엑셀에 

직  입력하고, 연산식을 작성하여 평가를 수

행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

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연산식을 잘못 입력하

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는 GUI를 통한 입력을 지원함으로써 하천평가

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FIGURE 6. 종적특성 조사결과의 입력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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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종단면 조사결과의 입력 및 평가

FIGURE 8. 횡단면 조사결과의 입력 및 평가
 

 

FIGURE 9. 하상구조 조사결과의 입력 및 평가
 

FIGURE 10. 하안구조 조사결과의 입력 및 평가 

 

FIGURE 11. 하천변(토지이용) 조사결과의 
입력 및 평가

FIGURE 12. 사진 및 코멘트 입력

 

FIGURE 13. 기능적 종합평가 입력

  2) 평가결과의 조회 및 수정

2단계인 장조사 결과 평가단계 , 두 번

째인 평가결과의 조회  수정 단계에서는 하

천별, 조사구간별 평가결과를 조회하고 그 내

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발하 다. 하

천  조사구간별 평가결과는 조사결과 체

를 조회한 후 보고자 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볼 수도 있으며,지도상에서 원하는 하천  구

간을 선택하여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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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구간 및 하천별 평가결과 조회 

  

FIGURE 15. 평가결과 도면 작성

FIGURE 16. 하천별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FIGURE 17. 구간별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3. 평가결과 활용단계에 대한 체계 구현 결과
1) 통계와 도면  보고서 작성

이 단계에서는 평가된 결과를 도면으로 작

성하고, 통계분석  그래 를 작성할 수 있도

록 체계를 개발하 다. 

평가결과 도면은 6개의 주 평가항목에 한 

평가결과와 이를 종합한 종합평가의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한 것이다(그림 15). 본 체계는 

하천별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그림 16, 17). 작성된 

보고서는 엑셀 일로 장할 수 있다. 

    

2) 국평가 등록

3단계 평가결과 활용 단계  마지막인 

국평가 등록 단계에서는 각 하천의 종합평가

를 하나의 도면으로 취합하는 기능을 개발하

다. 어느 한 개의 하천에 한 평가결과는 

한 개의 도면으로 생성되며, 이 도면 에 6개

의 주 평가항목에 한 평가결과와 이를 종합

한 종합평가의 결과를 선 는 면의 형태로 

표 한다. 국평가에 등록이란 낱장으로 만들

어진 하천별 평가 결과 도면에서 하천에 한 

구간별 최종평가만을 뽑아내서 “평가결과 

국종합”이라는 한 장의 도면으로 모아 놓는 

기능이다. 지속 인 하천 조사를 자료가 축척

되면, 한반도 하천의 물리  구조를 한 에 살

펴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주요 기 효

과가 될 것이다(그림 18).

문산천과 곡릉천에의 체계 적용 결과
1. 문산천과 곡릉천의 하천 물리적 구조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를 활용하여 국내 

12개 하천을 평가하 으며 그  문산천과 곡

릉천에 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산천

의 경우 하천 체의 물리  구조 등 은 4등

으로 EU-WFG의 생태성(이하 생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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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구분
종적
특성

종단면 횡단면
하상
구조

하안
구조

하천변

기능적 종합평가

하상 하안 주변
종합
평가

문산천
지수 2.6 4.5 3.9 3.3 3.7 5.3 3.5 3.8 5.3 3.9

등 2 5 4 3 4 5 3 4 5 4

곡릉천
지수 2.9 4.9 3.9 3.7 4.1 5.8 3.8 4 5.8 4.2

등 3 5 4 4 4 6 4 4 6 4

TABLE 3. 곡릉천과 문산천의 하천의 물리적 구조 종합평가 결과

문산

곡릉

FIGURE 18. 평가결과의 전국 종합

FIGURE 19. 문산천 최상류로부터 3번째 구간
상류방향으로의 전경

FIGURE 20. 문산천 최상류로부터 5번째 구간
하류방향으로의 좌안 전경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그림 18에서 구간별 종합평가에 한 결과

를 살펴보면, 최상류로부터 5번째 구간까지의

(5㎞) 물리  구조 등 이 5등 으로 하천의 

물리  구조가 크게 변경되어 생태성이 ‘결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구간들에서는 생

태성이 매우 양호한 2등  구간이 3개 구간(3

㎞)에서 나타나며, 생태성이 양호한 3등  구

간도 6개 구간(6㎞)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부분의 구간에서는 생태성이 ‘보통’인 4

등 이 나타나고 있다. 생태성이 ‘매우 양호’한 

2등  구간과 ‘양호’한 3등  구간은 문산천의 

상류( 체 28개 구간  최상류로부터 8～

14번째 구간) 지역에서 집 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산천에서는 생태성이 ‘결여’된 5등  

구간이 상류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총 7개

의 5등  구간  5구간이 상류부에서 나타나

고 있는데, 이 구간들은 하천변이 정비되어 하

안 식생 가 없으며 시멘트로 만들어진 축

가 있어 하안 구조와 하천변(토지이용)에서 낮

은 등 을 받았다(그림 18, 19, 20). 이는 곡릉

천의 5등 이 나타나는 구간들의 양상과는 다

른 것이다. 곡릉천에서는 종단면, 하상구조, 하

안 구조, 하천변(토지이용)의 평가와 련되어 

5등  이하 구간이 하천의 하류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8, 21, 22).

곡릉천 역시 문산천과 동일하게 하천 체

의 물리  구조 등 은 4등 으로 생태성이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하지만 구

간별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간별 종합평가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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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급

국가하천 지방2급 종합

km % km % km %

1 등   

2 등    2.0  12.4  2.0   7.2

3 등   1.0   8.6  6.0  37.2  7.0  25.2

4 등   6.6  56.9  4.0  24.8 10.6  38.1

5 등   4.0  34.5  4.2  26.0  8.2  29.5

6 등   

7 등   

종  합 11.6 100.0 16.2 100.0 27.8 100.0

TABLE 4. 문산천의 하천의 물리적 구조 등급별 분포 현황

FIGURE 23. 곡릉천의 직강화 이전(2002년 수치지도)과 직강화 이후(2007년 구글어스 영상)의 
모습

FIGURE 21. 곡릉천 최상류로부터 2번째 구간
상류방향으로의 전경 

  

상류부는 물리  구조 등 이 3～4등 으로 

생태성이 ‘양호～보통’인 구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등  구간과 2등  구간도 

보이고 있다. 류부에서는 생태성이 ‘불량’한 

6등  구간이 3개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

류부에서는 생태성이 ‘결여’된 5등  구간과 

‘불량’한 6등  구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22. 곡릉천 최하류로부터 5번째 구간
상류방향으로의 전경

 

이는 하천의 직강화와 련되어, 종단면 하

상구조, 하안구조, 하천변(토지이용)의 평가결

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곡릉천 직강화 이

과 이후의 하도모습은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에서 성 상은 구 어스 제

공 2007년 상으로서 직강화 이후의 곡릉천 

하도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행하며 흐르는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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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급

국가하천 지방2급 종합

km % km % km %

1 등   

2 등   2.0 6.9 2.0 4.4

3 등   1.1 6.5 8.0 27.6 9.1 21.9

4 등   3.0 18.7 12.0 41.3 15.0 33.2

5 등   9.0 56.1 5.0 17.3 14.0 31.1

6 등   3.0 18.7 2.0 6.9 5.0 11.1

7 등   

종  합 16.1 100.0 29.0 100.0 45.0 100.0

TABLE 5. 곡릉천의 하천의 물리적 구조 등급별 분포 현황

릉천은 우리가람 길라잡이(한국수자원공사, 

2002)에 실린 직강화 이 의 하도모습이다.

문산천과 곡릉천이 모두 물리  구조의 종

합평가에서는 4등 으로 생태성이 ‘보통’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 별 분포 비율을 살

펴보면, 문산천보다 곡릉천의 생태성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산천은 5등  구간이 

체 하천구간의 29.5%(표 4)인 반면에 곡릉

천은 5등  이하 구간이 42.2%(표 5)에 이른다. 

두 하천 모두 1등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체계 적용 결과에 따른 도구적 효용성
본 하천의 수문지형 물리  구조 평가 체계

의 용결과에 따른 도구  효용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의 물리  구조 평

가 과정은 본 체계 개발 이 에는 이미지 편

집, 통계  챠트 작성 등 여러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보다 번잡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를 활용한 결과 장 조

사 이외의 모든 과정을 본 체계 하나만 이용

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가 반에 

소용되는 시간과 인력이 약된다. 뿐만 아니

라, 본 체계를 GIS를 기반으로 개발함으로써 

각 하천에 한 구간별,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가 원하는 스 일에 따라 시각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평가의 결

과를 거시  과 미시  에서 이해함

에 큰 도움을 다. 연구자가 거시  에서 

하천 간의 평가결과에 한 차이와 하천 내 

구간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다른 지리정

보들과 연 하여 사고하는데 도움을  수 있

게 되었다. 한 미시 인 에서 각 구간에 

한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조회하고, 구간별 

경과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구간별 평가에 

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 체계 적용 결과에 의한 연구개발 기대효과
본 체계를 개발하여 문산천과 곡릉천의 하

천 물리구조 평가에 실제 용해 보고 정리한 

연구개발 기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본 체계에 장되는 DB자료는 하천의 

물리  구조 황을 악하고 이를 도면

으로 작성하고 정리하며, 상하천의 발

  향상을 한 계획수립과 리에 

직  활용할 수 있다. 

2) 본 체계를 통한 표 화된 차와 방법에 

따라 객 이고 정량 으로 평가 상 

하천의 물리  구조평가를 수행하고, 하

천의 생태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3) 본 체계의 국 하천 평가결과 집성과 

조회 능력은 하천의 물리  구조의 리 

 보  목표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4) 본 체계의 성과는 기 계획된 하천공사, 

하천 리 등에 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5) 본 체계는 기 실시된 하천공사와 복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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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6) 본 체계는 GIS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사용자는 하천에 한 구간별 평가와 항

목별 평가결과를 원하는 축척에 따라 시

각화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써 향

후 국 평가 등록 결과가 나올 때, 한

국 모든 하천의 물리  구조를 한 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한국에서는 하천 복원  리 업을 해

서 필요한 하천평가기법이 명확히 설정되어 

법  기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하천복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지

역의 생태성에 한 고려함이 부족한 채 하천

복원이 조경측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한국에서도 하천복원  리 련 문

가들이 하천의 자연도  생태성 평가를 수행

하는 평가방법의 법 인 제시와 더불어 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표 화된 기법 그리고 

이 기 과 기법을 수용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

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법률 으로 강제

할 필요성이 실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하

여 수행하 다. 자연지리학과 하천복원  

리 분야 종사자들이 하천지형을 연구하거나 

하천복원 계획 수립과 리의 단계에서 상

하천의 하천자연도 내지 생태성을 인지하고 

분석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연

구의 결과로서 GIS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하천의 물리  구조를 평가하기 한 사  

비 단계, 지조사와 평가 단계, 평가 결과를 

이용한 도면  보고서 작성 단계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체계가 개발되었다. ‘ 재 잠재 

자연 하천’이란 ‘이상  하천모델’에 기 한 

EU의 LAWA(2000) 평가방법이 본 평가 체계

에 도입되었다. 이 평가법을 유럽과 기후와 지

형이 다른 국내의 하천에 용하기에 합할 

것인지에 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

구에서 LAWA(2000)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은 김혜주(2004)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 2005)의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평가도구는 한국 경기 북부지역의 곡릉천

과 문산천 용 실험에서 성과를 나타내었다. 

재 Stand-Alone인 본 체계가 향후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  GPS와 PDA를 이용하는 

장조사 체계로서 구 된다면 실시간  장

조사  평가업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

학 이고 체계 인 장조사 하천평가 도구는 

토목공학, 하천생태학, 하천지형학 그리고 자

연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 이고 과학

인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註
1) ․소규모 하천이란, 한국에서는 일반

으로 강(江)으로 부르는 규모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LAWA(2000)에 의하면 유역면 이 

1,000 ㎢ 이하인 하천이 이에 해당한다.

2) 이하 본 논문에서는 ‘하천의 수문지형 물

리  구조’란 용어를 국내 실무에 맞추어 

‘하천의 물리  구조’로 표  한다.

3) 이에 따라 문산천은 국가하천의 하천연

장이 11.60㎞, 지방2 하천의 하천연장이 

16.15㎞를 갖도록 작성하 고, 곡릉천은 

국가하천이 16.05㎞, 지방2 하천이 28.95

㎞를 갖도록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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