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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지계류 및 산림유역의 산사태 등의 재해를 예방과 함께 생태적 보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되는

기존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의 분석에 의한 생태연결성에 대한 유형분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평균 표준도, 규격별 표준도 및 시공사례에 의한 평균생태투과율은 전체적으로 에코필라사방

댐(64.0%) >와이어로프사방댐(13.9%) >슬릿트사방댐(10.9%) >다기능사방댐(7.2%) >중력식사방댐(0.4%)의 순으로 나타

났다. 사방댐의 생태차단높이는 중력식사방댐(3.2 m) >다기능사방댐(1.7 m) >와이어로프사방댐(1.2 m) >슬릿트사방댐

(0.6 m) >에코필라사방댐(0.0 m)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생태차단높이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사방댐의 생태투과율

과 생태차단높이의 분석을 이용하여 생태연결성 유형을 구분한 결과, 사방댐은 생태연결형, 생태부분연결형 및 생태

단절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① 생태연결형 사방댐은 하천 바닥에서부터 생태계가 개방되고, 횡단면 전체의 투

과율이 20%이상으로 포유류, 파충류, 어류 및 양서류 등의 동식물의 생태적 연결성이 양호한 형태, ② 생태부분연결

형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하이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5% 이상 20% 미만으로 상당부분 개방되

고, 어도가 설치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의 동물의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 ③ 생태단절형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상이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5%미만으로 산지계류를 통한 동·식물의 생태

적 연결이 거의 단절되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방댐의 유형분류는 산지계류의 수변생태계를 고려한 연

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Erosion control dams play a primary role in preventing or controlling natural disasters (landslide and debris

flow etc.) and also conserve ecosystem in forested watersheds.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ams

such as the height of ecosystem control and the ecosystem permeability of the erosion control dams under standard

drawings and the existing construction work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the type classification of

erosion control dams as ecosystem. Average permeability was highest on eco-piller dam (63.0%), followed in increasing

order by wire rope (13.9%), silt dam (10.9%), multifunctional dam (7.2%), and gravity dam (0.4%). The height of

ecosystem control was highest on gravity dam (3.2 m), followed in increasing order by multifunctional dam (1.7 m),

wire rope dam (1.2 m), silt dam (0.6 m), and eco-piller dam (0.0 m). Criteria for defining the height of ecosystem

control was indefinite. We grouped erosion control dams into three functional types (eco-connection, eco-semi connection,

and eco-disconnection) by considering phys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cosystem permeability and the

height of ecosystem control. The type of eco-connection (permeability > 20%) had connection areas from streambed to

adjacent riparian areas, and these connection areas serve as ecosystem corridors for fauna and flora. Typical wildlife

species includes mammals, reptiles, amphibians, and fishes. The type of eco-semi connection (5% < permeability < 20%)

had < 2 m in the eco-barrier height from streambed, however, this type of dams partially serve as wildlife corridors and

often provide fish ways. The type of eco-disconnection (permeability < 5%) had > 2 m in the eco-barrier height from

streambed, thereby preventing wildlife movement. 

Key words : erosion control dam, type classification, height of ecosystem control, ecosystem connectivity, ecosystem per-

meabil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watangka@sabang.or.kr



484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3호 (2011)

서 론

2006년 태풍「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의해 강원도 평

창군과 인제군에서 각종 토사재해 및 토석류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등, 2002년 이후 이상기후 및 태풍의 대형화(태

풍 ‘루사’에 의한 산지재해 합동조사단, 2002; 산림청,

2003)로 인해 산지에서 산지토사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김경남 등, 2002; 전근우 등, 2003; 강원도, 2003; 박배

생, 2007; 산림조합중앙회, 2008; 김경남, 2008). 우리나라

에서는 1986년부터 황폐계류의 하류지역을 보호할 목적

으로 전국에 걸쳐 사방댐 31개소를 시공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10년까지 총 4,279개(사유림 3,713개, 국유림

566개)가 시공되어 하류지역으로의 토석류 이동을 억제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방댐은 계상물매의 완화, 종·

횡침식의 방지, 산각의 고정과 산복붕괴 방지, 유출토사의

억제와 조절, 난류구역의 유로정비 및 계류생태계의 보전

등(전근우 등, 2003; 산림청, 1998; (社)砂防學會·環境と

調和した砂防事業に關する硏究委員會, 1994; 橋岡伸守,

1993a; 1993b)을 목표로 시공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하천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2000년부터 수서

동물 및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 식생도입, 현지

자재 활용, 친수시설 설치 및 경관조성 등을 고려하여 자

연과 조화되고 동화되는 친자연적이고 미래지향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산림청, 2008). 또한 2010년도에는 정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연관하여 산지로부

터 4대강으로의 토사 및 토석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건설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간

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자연적 공간창출을 목표로

하여 자연을 배려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된 사방댐 건설공

법을 도입하자는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김경자,

2009; 김종연, 2009). 이에 따라 사방댐 건설에 친환경적

인 자재 활용, 친수시설 설치, 수변림의 경관조성 및 재래

식생의 도입, 수생동물 및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등

을 고려하는 공작물의 설치가 중요하게 되고 있다. 즉, 산

림유역을 흐르는 산지하천에 있어서 도류목 즉 유목은 토

사자갈 등 하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森林水文學編集

委員會, 2007)이며, 북미나 유럽에 있어서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유목의 지형학적·생태학적 중요성

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Harmon et al.,

1986; Bilby and Bisson, 1998; Gregory et al., 2003).

또한 일본에서는 유목은 홍수·토사재해를 조장하는 요

소, 소위 유목재해를 초래하는 요소로서 예로부터 사방학

적 연구가 행해져 왔다. 사방댐은 산지계류에는 토석, 유

목 등과 같은 대입경의 계상재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물질의 질적 조절 및 재해를 방지하기위한 사방시설

물이며(池谷 등, 2001; 御坊와 山下, 1992; 전근우, 2004),

최근에는 불투과형에서 투과형 사방댐으로 공법을 전환

하고 있다(전근우 등, 2005; 전근우, 2006; 이천용 등,

2007; 김민식과 이상호, 2010).

이상과 같이 사방댐은 사회의 요구도와 효율화의 관점

에 따라 형태, 재료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현지에 적용

되고 있으며, 사방댐의 형식에 따라 평상시 유수가 방수

로를 월류하는 불투과형 사방댐과 물과 토사가 지하 배수

로나 슬리트를 통과하여 유출하는 투과형 사방댐으로 크

게 나눌 수 있으나(전근우, 2004; 전근우 등, 2005; 박배생,

2007), 현장자료를 기초로 한 분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관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하천생태계

의 보전 및 소통을 위해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시공

되어 있는 사방댐을 기초로 생태투과율 및 생태차단성을

조사하여 사방댐의 생태연결성의 유형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사방댐의 생태연결성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사방댐의

형태 및 구조상 상·하류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

도로서 파악하였다. 즉, 사방댐의 생태연결성을 유형화하

기 위하여 두 개의 기준인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하상으

로부터의 생태차단높이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 사방댐 생태투과율 조사

사방댐 생태투과율은 사방댐의 상류에서 하류지역으로

토석류 및 동·식물의 이동과 관련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사방댐의 투과율이 높

다는 것은 하천의 소통, 즉 하천에서의 동식물이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토사가 하류지역으로 이동하는 공급원으

로서의 역할이 크고, 사방댐에 의해 하천이 단절되는 것

이 아니라 하천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생태적으로 통

로가 연결되어 전체 산림유역의 생물종다양성 유지·증

진에 유리한 것을 의미한다.

사방댐 생태투과율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최

근 많이 시공되고 있어 표준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7개

종류의 사방댐, 즉 중력식사방댐, 에코필라사방댐, 다기능

사방댐, 버트리스사방댐, 슬리트사방댐, 와이어로프사방

댐 및 하류통과형사방댐에 대한 설계 표준도에 의한 생태

투과율을 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계도 작성 프로그램인

캐드(CAD)를 사용하여 사방댐 종류별로 상장, 하장, 유효

고가 동일한 각 1개씩의 표준도를 만들었다. 표준도의 규

격은 현행 사방댐 규모 중 평균적 크기에 해당하는 상장

30 m, 하장 24.6 m, 유효고 3 m로 통일하였다. 이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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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방댐생태 투과면적 산출방법.

표 1. 사방댐의 생태연결성 분석 대상지 목록.

번호 연 도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사방댐
종 류

상장 하장 유효고 규모

합계 31개소

소계 10개소 중력식

1 2006 인제 인제 귀둔 산242 중력식 19.0 13.6 3.0 최소

2 2006 횡성 안흥 안흥 산24 중력식 40.0 33.0 3.0 최대

3 2007 안성 금광 옥정 산1 중력식 23.0 16.7 3.0 최소

4 2007 춘천 동 신이 산2-1 중력식 28.0 22.5 3.2 최대

5 2008 안성 금광 옥정 산1 중력식 26.0 20.0 3.5 최소

6 2008 인제 남 부평 산40-1 중력식 34.0 25.2 3.5 최대

7 2009 가평 하 하판 산102-2 중력식 21.0 14.5 3.5 최소

8 2009 양구 해안 현 산1 중력식 34.8 28.3 4.0 최대

9 2010 춘천 사북 고성 산102 중력식 20.0 16.0 3.0 최소

10 2010 인제 남 신풍 산64 중력식 30.0 25.8 2.0 최대

소계 4개소  에코필라 

11 2009 횡성 서원 유현 산182 에코필라  20.3  19.0  2.0 최소

12 2009 횡성 공근 초원 산1 에코필라  20.5  19.0  2.0 최대

13 2010 횡성 청일 속실 산20-1 에코필라  12.0  12.0  2.0 최소

14 2010 철원 근남 잠곡 산133-1 에코필라 19.0 19.0 2.0 최대

소계 10개소 다기능

15 2006 횡성 갑천 병지방 산20 다기능  27.0  21.0  3.8 최소

16 2006 인제 인제 원대 산75 다기능  34.0  26.0  4.5 최대

17 2007 홍천 화촌 장전평 산228 다기능  17.0  13.0  4.0 최소

18 2007 횡성 청일 신대 산1-7 다기능  40.0  36.0  4.0 최대

19 2008 홍천 두촌 천현 산134-2 다기능  24.0  17.4  2.5 최소

20 2008 횡성 서원 창촌 산182 다기능  34.0  26.0  3.0 최대

21 2009 철원 갈말 문혜 산140-55 다기능  27.0  19.0  3.5 최소

22 2009 홍천 서석 생곡 산41-2 다기능 34.0 29.0 3.0 최대

23 2010 인제 인제 가아 산1-40 다기능 23.0 17.8 3.0 최소

24 2010 화천 간동 방천 산136-5 다기능 33.0 29.0 3.5 최대

소계 2개소 슬리트 

25 2008 인제 인제 가리산 산1 슬리트 37.0 26.0 3.5 -

26 2009 인제 인제 원대 산75 슬리트  38.0  30.3  3.5 -

소계 4개소  와이어로프 

27 2007 포천 일동 길명 산198  와이어로프 8.0 6.0 2.0 -

28 2008 포천 일동 화대 산182-1  와이어로프 20.0 16.0 2.8 -

29 2010 횡성 갑천 병지방 산34  와이어로프 20.0 15.0 2.5 최소

30 2010 포천 신북 갈월 산96  와이어로프 20.8 19.5 2.5 최대

소계 1개소  하류통과형 

31 2010 인제 인제 남북 산15-1  하류통과형 34.9 30.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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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수면의 전체 횡단면적과 투과면적을 조사하여, 투과

면적을 횡단면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투과율을 산정하였

다. 투과면적은 횡단면의 어도, 생태통로 및 물빼기구멍

등 어류, 양서류 및 포유류 등 동물들의 이동이 가능한 통

로면적을 추출·합산하고 백분율로 산출하였다(그림 1).

다만, 사방공학적으로 사용하는 유수투과율을 산출할 때

포함하는 방수로의 면적은 동·식물이 이동하기 어려운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제외하였다. 표준 투과율 산출 공

식은 다음과 같다.

c = (a ÷ b) × 100

c : 사방댐 종류별 표준투과율(%)

b : 사방댐 대수 횡단면 전체면적

a : 사방댐 대수 횡단면 투과면적 

둘째, 사방댐의 크기에 따라 생태투과율의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하여 종류별 규격별 표준도에 의하여 생태투

과율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시

설한 사방댐 중 다양한 규모로 시설된 6개 종류, 즉 중

력식 콘크리트사방댐, 에코필라사방댐, 다기능사방댐, 버

트리스사방댐, 슬리트사방댐 및 와이어로프사방댐에 대

하여 각각 상장 규격이 20 m, 25 m, 30 m, 35 m 및

40 m의 5단계로 만들어진 표준도를 설계 프로그램인 캐

드로 작성하여 생태투과율을 산출하였다. 평균 표준도에

서 포함된 와이어로프사방댐은 규격이 다양하지 않아 제

외되었다.

셋째, 설계프로그램의 설계 표준도와 실제 시공된 사방

댐에 대한 생태투과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

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시공한 사방

댐 중에서 6개 종류의 사방댐을 선정하여 조사·분석하

였다. 즉, 각 연도별로 시공된 개소 중에서 상장길이가 최

소인 곳과 최대인 곳을 사방댐 종류별로 각 1개소씩 선정

하였으며, 총 31개소에 대한 생태 투과율을 조사하였다

(표 1). 단, 연도별 사방댐 종류별로 해당연도에 1개소만

시공되었거나 수해복구를 통해 시공한 사방댐 중 특수

한 공법으로 시공된 곳 및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변형된

사방댐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연도

에 1개소만 있는 경우는 그 사방댐의 투과율을 선택하

였다. 

결과적으로 표준도에서 조사한 버트리스사방댐은 대부

분 기능이 유사한 다기능사방댐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

났다. 각 사방댐의 투과율 산정 방식은 평균 표준도에 의

한 투과율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사방댐 생태차단높이 조사

하천에서 어류 및 수생생물들이 상·하류로 소통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중 하나는 사방댐의 기초높이이다. 즉 하

천바닥으로부터의 통로기능을 저해하는 사방댐의 기초높

이는 종류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태차단높이

산출기준은 그림 2와 같이 사방댐 기초가 하천과 맞닿은

부분에서 방수로 하단부분까지의 높이로 산출했다. 

조사대상은 위 생태투과율 산출방법과 같은 평균표준

도와 실제 시공대상지 31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격

별 표준의 경우 생태차단높이가 평균표준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생태차단높이가 높다는 것은 하천으

로 유입되는 토석류의 억제 또는 통제가 좋은 것을 의미

하나, 생태통로서 상·하류간의 동식물 이동을 위한 연결

성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생태연결성 유형구분조사

생태연결성 유형구분을 위해,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를 고려하여 생태적 연결성 유형을 생태연

결형, 생태반연결형, 생태부분연결형 및 생태단절형 등 4

가지로 분류하고, 사방관계자(실무담당자 등), 교수, 산림

기술사 및 사방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를 본 연구의 유형구분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8월 25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그림 2. 사방댐에서의 생태차단 높이 산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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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사방댐 생태연결성 분석

1) 생태투과율 분석

(1) 평균 표준도에 의한 투과율

사방댐 종류별로 평균 규격의 표준도에 의하여 생태투

과율을 분석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사방댐의 종류, 즉 중

력식 콘크리트사방댐, 버트리스사방댐, 슬리트사방댐, 다

기능사방댐 등 사방댐의 형식과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났으며, 특히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은 투과율이 1% 미

만으로 하류지역으로의 토석의 이동 차단이 가장 높을 뿐

만 아니라 동식물 이동통로 차단 기능도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사방댐의 종류별 생태투과

율은 투과형사방댐의 대표적인 에코필라사방댐(39.33%)

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슬리트사방댐(19.01%), 버

트리스사방댐(18.13%), 다기능사방댐(11.40%) 및 중력식

(0.76%) 콘크리트사방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코필라

사방댐 투과율이 다른 기존 사방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설계시부터 친환경적인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고안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북부지방산림청, 2011), 하류지

역으로 토사가 비교적 원활이 이동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상·하류간의 생태통로 기능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전근우 등, 2005; 박배생, 2007).

(2) 규격별 표준도에 의한 투과율

사방댐 종류에 따라 규격별 표준도에 의한 투과율은 표

3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3에서와 같이 사방댐의 규격별

생태투과율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투과형 사방댐의 대표

인 에코필라사방댐(39.33~42.80; 41.14%) >와이어로프사

방댐(15.41~20.41; 16.90%), 슬리트사방댐(14.62~19.34;

16.52%) >버트리스사방댐(11.45~17.75; 16.00) >다기능

사방댐(9.95~11.45; 10.85%)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

(0.56~1.26; 0.84%)의 순으로 나타났다. 6개 사방댐을 종

류별로 5개의 다른 규격별 표준도에 의하여 생태투과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표준도에 의한 투과율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평균규격의 표

준도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사방댐 종류별로 생태투과율의 최대 및 최소값을 분석

하면, 규격의 차이에 따른 투과율의 차이는 와이어로프사

방댐과 슬릿트사방댐에서는 조금 큰 차이가 있었으며, 나

머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모든 종류의 사방댐에서 규격이 작아질수록 투과율은 전

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동일 종류의 사방댐에서 일부의 예

외는 있으나 사방댐의 규격이 작아질수록 사방댐 전체 횡

단 면적이 작아지는 반면, 투과면적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

대적으로 투과율은 크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표

준도에서 규격이 커질 때, 투과하는 물빼기 구멍이나 생

태통로 등은 규격에 따라 같은 비율로 키우지 않고 규격

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으

로 이러한 현상은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3) 시공사례에 의한 투과율

표준설계도의 투과율과 실제 시공한 사방댐과의 차이

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북부지방산림청에 시공

된 사방댐의 종류별로 최대, 최소 규모의 크기 각 2개소씩

31개 사방댐을 선택하여 생태투과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과형인 에코필라사방댐의 투과율이 60~66%

사이로 가장 높았으며, 와이어로프사방댐은 11~19%, 슬

릿트사방댐은 9~13%, 다기능사방댐은 4~10%, 2010년도

표 2. 사방댐 종류별 표준규격(상장 30 m) 생태투과율.

사방댐
종류

투과율 산정

비고횡단면적
(m2)

투과면적
(m2)

투과율
(%)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 102.6  0.9 0.76

에코필라사방댐 90.0 35.4 39.33

다기능사방댐 102.6 11.7 11.40

버트리스사방댐 102.6 18.6 18.13

슬릿트사방댐 102.6 19.5 19.01

와이어로프사방댐 102.6 15.8 15.40

하류통과형사방댐 132.7 7.5 5.64

주) 투과면적 : 어도, 생태통로, 물빼기 구멍 등 동·식물 및
토사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면적

주)  사방댐의 생태투과율(%) = 투과면적 ÷ 횡단면 전체면적 × 100

표 3. 사방댐 규격별 사방댐 생태 투과율.

사방댐
종 류

상장규격에 따른 투과율(%)

20 m 25 m 30 m 35 m 40 m 평균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 1.26 0.96 0.78 0.66 0.56 0.84

에코필라사방댐 41.50 42.80 39.33 40.57 41.50 41.14

다기능사방댐 11.26 11.37 11.45 9.95 10.20 10.85

버트리스사방댐 17.75 17.97 11.45 16.26 16.59 16.00

슬릿트사방댐 19.34 17.33 16.08 15.23 14.62 16.52

와이어로프사방댐 16.78 20.41 16.41 15.41 15.47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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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으로 시공한 하류통과형사방댐은 5%, 그리고 중력

식 콘크리트사방댐은 1% 미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4).

사방댐 규모에 따른 투과율의 차이는 와이어로프사방

댐이 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다기능사방댐,

슬릿트사방댐 순으로 같은 종류의 사방댐에서 연도별로

투과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방댐의 규모와 입지 특성

을 반영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생태투과율에 대한 종합 분석

평균 표준도, 규격별 표준도 및 시공사례에 의한 생태

투과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태투과율은 전체적으로 에

코필라사방댐>와이어로프사방댐>슬릿트사방댐>다기능

사방댐>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댐

종류별 투과율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그림 3에서와 같이 에코필라사방댐의 경우 표준도에서

는 40%내외이나 시공사례는 63%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슬리트사방댐, 와이어로프사방댐, 다기능사방댐 및 중력

식 콘크리트사방댐의 경우, 평균표준도와 규격별 표준도

를 분석한 생태투과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

체적으로 시공사레에 의한 분석결과보다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에코필라사방댐의 경우 다른 사

방댐과는 다르게 시공사례에 의한 생태 투과율이 높게 나

타난 것은 표준도를 통한 분석은 댐 자체만으로 투과율을

산정했지만, 현장에 시공했을 경우에 댐의 양쪽 측면과 계

곡 양안 부분과의 생태 통로가 더 넓게 나오는 경향이 있

어 표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사방댐은 현장

시공에서 낮게 나오는 이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댐 어깨

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방댐의 전체 횡 단면

표 4. 최근 5년간 시공 사방댐의 생태투과율.

연도 구분

연도별 투과율 변화

중력식 콘크리
트사방댐

에코필라
사방댐

다기능
사방댐

슬릿트
사방댐

와이어로프
사방댐

하류통과형
사방댐

총 평균 0.39 62.97 7.18 10.93 13.95 5.10

2006

평균 0.19 - 6.80 - - -

최소 0.15 - 6.78 - - -

최대 0.23 - 6.81 - - -

2007

평균 0.15 - 6.67 - 18.55 -

최소 0.13 - 4.97 - - -

최대 0.18 - 8.37 - 18.55 -

2008

평균 0.21 - 9.09 - 11.69 -

최소 0.21 - 7.88 - - -

최대 0.22 - 10.30 - 11.69 -

2009

평균 0.67 65.55 6.32 10.93 - -

최소 0.49 65.17 6.29 8.60 - -

최대 0.84 65.92 6.35 13.25 - -

2010

평균 0.73 60.38 7.02 - 11.60 5.10

최소 0.50 60.36 4.13 - 11.10 -

최대 0.96 60.41 9.92 - 12.09 5.10

그림 3. 사방댐의 생태투과율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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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그림 4에서와 같이 최근 5년간 북부지방산림청에

서 시설한 전체 사방댐 161개소를 대상으로 사방댐의 개방

율을 분석한 결과, 개방율이 1~10%, 11~15% 및 16~20%의

사방댐의 시공갯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1%미

만의 사방댐은 2007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매년 10개 이내

로 감소되었으나, 개방율이 21%를 초과하는 사방댐은 2010

년 10개 이상이 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2009년이 특별히 높은 것은 투과율이 가장 높

은 에코필라사방댐이 많이 시설된 첫해로서 최근 생태투과

율이 높은 사방댐을 많이 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한 결과로 판단된다(김민식과 이상호, 2010).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할 때, 재해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댐의 비율이

낮아지고, 이와 반대로 투과형사방댐인 에코필라사방댐

또는 슬릿트사방댐의 시공이 높아지는 등의 하류지역으

로의 생태연결성을 고려한 투과형 사방댐의 시공이 높아

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박배생, 2007; 김민식과 이상호,

2010).

2) 생태차단 높이 분석

(1) 평균표준도에 의한 사방댐 생태차단높이

사방댐 종류별 생태차단높이 산정을 위하여 투과율에

서와 같이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시공하는 사방댐 중에서

평균규모인 유효고 3 m의 사방댐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캐드 설계프로그램으로 표준도 작성하여 생태차단높이를

산출하였다. 에코필라사방댐과 하류통과형사방댐의 경우

는 본체가 개방되어 있고, 계곡 상·하류의 동식물 및 토

석류의 이동이 가능하며, 계곡 바닥과 사방댐 바닥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차단높이가 0 m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력식사방댐은 3 m, 다기능 및 와이어로프사방댐은 1.5

m, 버트리스 및 슬릿트사방댐은 차단높이가 낮아져 1.0 m

로 각각 나타났다(표 5).

그림 4. 최근 5년간 사방댐 생태투과율 추이.

표 5. 평균 표준도에 의한 생태차단높이.

사방댐 종류
유효고

(m)
생태차단
높이(m)

비 고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 3.0 3.0

에코필라사방댐 3.0 0.0

다기능사방댐 3.0 1.5

버트리스사방댐 3.0 1.0

슬릿트사방댐 3.0 1.0

와이어로프사방댐 3.0 1.5

하류통과형사방댐 3.0 0.0

주) 유효고 : 사방댐에서 토·석류가 만적되어 있는 상태의 높이
주) 생태차단 높이 : 계곡의 동·식물 및 토석류의 이동이 차
단되는 높이

표 6. 시공사례의 연도별 생태차단높이 변화.

연도 구분

연도별 생태 차단높이 변화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댐

에코필라
사방댐

다기능
사방댐

슬릿트
사방댐

와이어로프
사방댐

하류통과형
사방댐

2006

평균 3.0 - 2.4 - - -

최소 3.0 - 2.3 - - -

최대 3.0 - 2.5 - - -

2007
평균 3.1 - 2.0 - 0.8 -

최소 3.0 - 2.0 - - -

최대 3.2 - 2.0 - 0.8 -

2008
평균 3.5 - 1.8 0.0 1.7 -

최소 3.5 - 1.0 - - -

최대 3.5 - 2.5 0.0 1.7 -

2009

평균 3.7 0.0 1.3 1.2 - -

최소 3.5 0.0 1.0 - - -

최대 4.0 0.0 1.5 1.2 - -

2010
평균 2.5 0.0 1.0 - 1.2 0.0

최소 2.0 0.0 1.0 - 1.0 -

최대 3.0 0.0 1.0 - 1.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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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사례에 의한 생태차단높이

사방댐 종류별·연도별 생태차단높이의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과율 조사 대상지와 같은 북부지방산

림청에서 최근 5년간 시공한 사방댐 31개소 중에서 최소

와 최대값을 선택하여 평균하였으며, 단일 개소의 경우는

그대로 평균값으로 적용하였다(표 6). 표 6에서와 같이 시

공사례의 연도별 생태차단높이를 분석한 결과, 중력식사

방댐은 최소 2.0 m에서 최고 4.0 m로 차단 높이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류의 유역면적이나 잠재 토사량,

유수량 등을 고려하는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댐의 규모 및

유효고가 결정되나, 최근 5년간 산림재해가 국지적으로

대규모로 산지토사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일부 개소에서는 다른 사방댐에 비하여 대형

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기능사방댐은 최소

1 m에서 최대 2.5 m로 시공되었으며, 최근 생태차단높이

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목 및 토

석류 차단을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다기능사방댐

의 수변생태와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차단높이

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슬릿트사

방댐과 와이어로프사방댐은 0.0 m에서 1.2 m와 0.8 m에서

1.7 m로 나타났으며, 생태차단높이의 일정한 규칙을 나타

나지 않았다.

(3) 생태차단높이에 대한 종합분석

생태투과율 조사 방법 중의 하나였던 5개 규격별 표준

도는 평균표준도의 경우와 생태차단높이가 변화가 없어

분석결과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생태차단높이에 대한 분

석을 위해 평균 표준도와 시공사례에 의한 생태투과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태차단높이는 전체적으로 중력식 콘

크리트사방댐>다기능사방댐>와이어로프사방댐>슬릿트

사방댐>에코필라사방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의 경우는 표준 규격도에 비해

시공사례에 의한 차단높이가 높았으며, 차단 높이의 차이

등에 따른 특별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기능사방댐은 표준 규격도에 비해 2006년도의 초기 물

량에서는 차단높이가 높았으나 최근에 들어 점차 낮아지

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슬릿트사방댐은 투과형 사방댐

의 대표적인 것으로 시공시 하천의 생태를 고려하여 시공

자 및 감독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차단높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박배생, 2007), 이는 최근의 친환경적인 계

류보전의 관점에서 가능하면 차단높이를 낮추어 수변생

태계를 보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시공되어 있는 사방댐의 생태 차단높이의 변화추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시

공한 161개소에 대하여 생태 차단 높이 7단계(2.0 m미만,

2.0~2.4 m, 2.5~2.9 m, 3.0~3.4 m, 3.5~3.9 m, 4.0~4.4 m 및

4.5 m 이상)로 나누어 연도별로 분석하였다(그림 5). 특히

생태 차단높이는 최근 5년간 총 사방댐 161개소 중 2008

년까지 65%(105개소)가 2.4 m 이상으로 시공되었으며,

2009년에 들어 2.0 m 이하의 높이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림 7에서와 같이 최근 사방댐은 생태

차단높이가 2 m 미만의 생태성을 고려한 사방댐은 증가

하고, 2.5 m이상의 사방댐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토석류 및 유목

이동 억지를 위해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보다는 에코필

라사방댐 또는 다목적 사방댐과 같은 투과형 사방댐으로

전환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북부지방 산림청,

2011). 이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최

근의 자연친화적인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연결성을 중시

하는 사방댐 시공이 실시되는 등 사방시설물의 정책적 변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이천용 등, 2007; 김종연,

2009; 김민식과 이상호, 2010).

2. 사방댐 생태연결성 유형 구분

1) 생태연결성 종합 분석 및 유형의 구분(안)

사방댐의 생태연결성의 유형을 구분화기 위해 북부지

방산림청에서 시설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방댐의 종류별

로 분석한 생태 투과율과 생태차단 높이의 분석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에서와 같이 생태 투과율의 평균은

ⓛ 에코필라사방댐이 47%, ② 슬릿트사방댐이 15%, ③

다기능사방댐이 9% 및 ④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이 0%

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계류의 생태차단높이의 경우 ①

댐 기초 바닥과 하천의 바닥이 일치된 경우, ② 에코필라

사방댐과 같이 하천을 차단하는 높이가 0.0 m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 ③ 다기능사방댐과 같이 1.0~1.5 m으로 시공되

고 있는 경우와 중력식 콘크리트와 같이 2.0~3.0 m로 시

공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사방댐 종류별로 생태 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를 분석

한 결과, 생태 투과율은 0.66%~47.81%로, 생태차단높이

그림 5. 사방댐의 생태차단 높이의 년도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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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00~3.08 m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생태 투과율이 높

아짐에 따라 생태차단높이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7). 

이상과 같이 현재 분류되어 있는 사방댐의 종류와 본 연

구에서 분석된 생태 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표 8에서와 같이 사방댐의 생태연결성 유형

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사방관계자, 교수, 산림기술사

및 사방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본 연

구의 유형구분에 이용하였다. 즉, 표 8에서와 같이 사방댐

생태적 유형 구분(안)은 크게 생태연결성이 높고, 낮음에

의해 생태연결형, 생태반연결형, 생태부분연결형 및 생태

단절형 등 4개로 구분하였다. 즉, 생태연결형(소통형)은 생

태 투과율이 20%이상, 차단높이가 0 m로 사방댐 횡단면

이 하천바닥부터 수직적으로 개방되고, 양안으로부터 수

평적으로도 개방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

의 동물의 소통이 원활한 형태로서 투과형 사방댐인 슬릿

트사방댐, 에코필라사방댐으로 구분하였다. 생태반연결형

은 생태 투과율이 10% 이상~20% 미만, 차단높이가 0~

1.0 m로 사방댐 횡단면이 하천바닥부터 수직적으로 하부

는 폐쇄되었으나 상부는 개방되고, 양안으로부터 수평적

으로는 개방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의 동

물의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형태로 반투과형 사방댐인 버

트리스 사방댐이 해당되었다. 생태부분연결형은 생태 투

과율이 5% 이상~10% 미만, 차단높이가 1.00~2.0 m로 사

방댐 횡단면이 하천바닥부터 수직적으로 하부는 폐쇄되

었으나 상부는 일부 개방되고, 양안으로부터 수평적으로

는 일부 개방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의 동

물의 소통이 일부 가능한 형태로 다기능사방댐이 이에 해

당되고, 생태단절형은 생태 투과율이 5% 미만, 차단높이

가 2.0 m로 사방댐 횡단면이 완전 폐쇄되어 생태적 소통

이 불가능한 형태인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이 이에 해당

된다. 

생태적 연결성 유형(안)을 구분하기 위해 설문결과, 사

방관계자, 교수, 산림기술사 및 사방전문가 총 48명 중 18

명(37.5%)이 유형구분에 참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설문결

과가 도출된 18명의 답변 중 그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크

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

여 구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바람직하고, 사

방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태계단절의 측면에서 유형

별 단점을 보완 가능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기

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생태적 연결성에 따른 사

방댐의 분류는 생태 및 환경친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

구에 부합하며 적절한 분류방법이다. 셋째, 유형구분에 있

어서 사방댐의 종류별로 정확한 구분이 되어야 하며, 예

를 들어 중력식사방댐의 경우 불투과형인 중력식 콘크리

트사방댐일 경우라 할지라도 대수면 및 반수면의 사방댐

구조를 생태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기울여서 시공하는 등

시공방법에 따라 생태적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넷째, 생태반연결형과 생태부분연결형의 경우도 판단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을 소

지가 있으므로, 세분화된 개념 정의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통일된 유형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다섯째, ‘생태반연결형’과 ‘생태부분연결형’은 실제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반연결’과 ‘부분연결’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우므로 두 유형을 합하여 ‘생태

부분연결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과 같은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생태연결성 유형화

에 이용하였다. 

2) 사방댐 생태연결성 유형화 및 활용

설문조사에 의한 전문가 등의 생태연결형 유형(안) 등

표 7. 사방댐의 종류별 생태투과율 및 생태차단높이 비교분석.  (단위 : m, % )

사방댐
종류

생태 투과율(%) 생태 차단 높이(m)

평균 표준도
표준도
규격화

시공
사례

평균 표준도
시공
사례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 0.66 0.76 0.84 0.39 3.08 3.00 3.16

에코필라사방댐 47.81 39.33 41.14 62.97 0.00 0.00 0.00

다기능사방댐 9.81 11.40 10.85 7.18 1.60 1.50 1.70

슬리트사방댐 15.49 19.01 16.52 10.93 1.10 1.00 1.20

와이어로프사방댐 15.41 15.40 16.89 13.95 1.37 1.50 1.23

표 8. 사방댐의 생태연결성 유형 구분(안).

구 분 투과율 (B/A) 생태 차단높이 비고

생태연결형 사방댐 20%이상 0 (에코필라)

생태반연결형 사방댐 10%이상~20%미만    0 ~ 1.0 (슬릿트사방댐)

생태부분연결형 사방댐 5%~10%미만 1.0 ~ 2.0 (다기능사방댐)

생태단절형 사방댐 5%미만 2.0 이상 (중력식 콘크리트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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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하여 생태반연결형과 생태부분연결형을 구분하는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표 9와 같이 사방댐 생태연

결성을 유형화하였다.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방댐 생태연결성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생태연결형은 산지

계류을 횡단하여 설치되는 사방댐의 횡단면의 하천 바닥

에서부터 일부가 개방되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20%

이상으로 포유류, 파충류, 어류 및 양서류 등의 동물의 생

태적 연결성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는 유형, 생태부분연

결형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이하이고 횡단

면 전체의 투과율이 5%이상 20%미만으로 상당부분 개방

되고, 어도가 설치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

의 동물의 소통이 가능한 유형과 생태단절형은 하천바닥

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0 m이상이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

율이 5%미만으로 동식물의 생태적 소통이 거의 차단되는

유형으로 일반화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기존 사방댐 종류별 분포를 분류

하면, 생태연결형 사방댐에는 에코필라사방댐, 슬릿트사

방댐, 생태부분연결형 사방댐에는 버트리스사방댐 및 다

기능사방댐 및 생태단절형 사방댐에는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분류는

현재 사방댐의 형태별 분류인 투과형 및 불투과형 사방댐

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나(전근우 등 2005; 박배생, 2007),

최근 일부에서 분류의 필요성을 제기한 일부투과형 사방

댐(북부지방산림청, 2011)이 생태부분연결형과 같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생태연결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방댐의 투과

율과 생태차단 높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류한 생태

연결성 유형화는 몇 가지 연구검토과정에서 한계가 있었

다. 첫째, 여기서 분류한 생태적 차단 높이의 적절성에 대

하여 향후 하천 서식 주요동물의 이동 생태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임수연, 2006; 마호섭

등, 2008; 이도형 등, 2009). 둘째, 생태연결 차단에 대하

여 사방댐의 수평·수직적 투과 및 개방의 정도를 기준으

로 생태적 연결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꼬리치레 도룡농 등

일부 파충류 및 양서류의 경우 구조물 사면 경사도를 60

도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사방댐 사면 경사도를 완화하는 등의 계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사방기술(島谷, 2000;

마호섭 등 2007; 북부지방산림청, 2011)을 적용한 사방댐

의 시공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지계류에 서

식하는 생물종다양성도 점차 풍부해지고 있으며, 계류생

태계의 생물종다양성의 보전 및 증식에는 서식처간의 연

결성 즉 계류의 종단적인 생태학적 연결성이 중요하다

(Vannote et al., 1980; 森林水文學編集委員會, 2007). 따라

서 본 사방댐의 생태연결성 유형화는 점차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산지계류의 생물종다양성의 적절한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산지계류에 입지한

사방댐의 생태연결성을 높이면서 재해 예방도 겸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향후 사방사업이 발전해야할 큰

흐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사방댐의 생태차단율과 차단높이 등 생

태적 연결성 분석에 의한 생태연결성에 대한 유형분류를

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균 표준도, 규격별 표준도 및 시공사례에 의한 생

태투과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태투과율은 전체적으로

에코필라사방댐>슬리트사방댐>와이어로프사방댐>다기

능사방댐>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산지계류의 생태차단높이의 경우 ① 댐 기초 바닥과

하천의 바닥이 일치된 경우, ② 에코필라사방댐과 같이 하

천을 차단하는 높이가 0.0 m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 ③ 다

기능사방댐과 같이 1.0~1.5 m으로 시공되고 있는 경우와

④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과 같이 2.0~3.0 m로 분류할 수

있었다. 

3.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생태연결성 유형을 구분한 결과, 사방댐은 생태

연결형, 생태부분연결형 및 생태단절형으로 크게 세가지

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① 생태연결형 사방댐은 하천 바

닥에서부터 생태계가 개방되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20%이상으로 포유류, 파충류, 어류 및 양서류 등의 동식

물의 생태적 연결성이 양호한 형태, ② 생태부분연결형 사

방댐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하이고 횡단

면 전체의 투과율이 5% 이상 20% 미만으로 상당부분 개

방되고, 어도가 설치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의 동물의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 ③ 생태단절

형 사방댐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상이고,

표 9. 사방댐의 생태연결성 유형화.

구 분 투과율 (B/A) 생태 차단높이 비고

생태연결형 사방댐 20% 이상 0 (에코필라사방댐, 슬릿트사방댐)

생태부분연결형 사방댐 20% 미만~5% 이상 0~2.0 미만 (버트리스사방댐, 다기능사방댐)

생태단절형 사방댐 5% 미만 2.0 이상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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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5%미만으로 산지계류를 통한

동·식물의 생태적 연결이 거의 단절되는 형태로 구분하

였다.

이상과 같이 본 사방댐의 생태연결성 유형화는 점차 중

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산지계류의 생물종다양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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