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7(3) 2014, pp. 175-194
http://dx.doi.org/10.11108/kagis.2014.17.3.175

낙동강 수계 청수성 부착조류의 공간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Achnanthes convergens를 사례로

조명희1·변명섭2·심준석3·장성현3※

Geographic Distribution of Periphyton Diatom 
Species: A Case Study of Achnanthes convergens 

in Nakdong River Basin
 Myung-Hee JO1·Myeung-Sub BYUN2

Jun-Seok SIM3·Sung-Hyun JANG3※

1

요    약

본 연구는 낙동강 수계 내 청수성 부착조류(Achnanthes convergens)의 분포 특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서식·수변 요인 등을 규명함으로 실제적인 보전, 복원에 

대한 기준 또는 준거 등의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

행하고 있는‘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Ⅴ)’사업 자료 중 낙동강 대권역의 총 250개 지점

을 대상으로 2012년 4월(1차)과 9월(2차)에 구축된 부착조류 및 이화학적 요인, 서식·수변환경 

등의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각 환경요인들의 결과들을 연계시켜 Kriging, Hotspot, LISA 등

의 공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조사구간별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이 10% 이상인 

지점을 청정수역으로 구분하여 그 외 지역(비청정수역)과의 공간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낙동강 대권역 250개 구간 중 청수성 부착조류인 Achnanthes convergens가 10% 이상 

우점종으로 출현한 구간은 1차 조사에서는 총 56개 지점으로 나타났으며, 2차 조사에서는 다소 

적은 지점인 41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청정수역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들이 청정수역에 비해 비청정수역에서 더 악화된 수질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기전도도(청정수역: 평균 101.83㎲/㎝, 비청정수역: 평균 598.48㎲/㎝)와 탁도(청정수역: 평균 

1.95NTU, 비청정수역: 5.58NTU) 등은 최대 5배 이상 악화된 수질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낙동강 대권역 내 청정수역의 서식·수변 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적 종횡사주,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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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저질상태, 제방하안재료, 제외지 토지이용 등이 지표생물인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Hotspot 및 LISA 분석을 통해 

Achnanthes convergens 높은 출현을 보여 청정수역으로 구분된 안동댐 상류, 임하댐 상류, 위

천, 밀양강, 남강, 황강 등의 유역들은 Coldspot 및 LL 등급으로, 낙동강 본류 및 하류, 안동댐 하

류, 금호강 유역 등은 Hotspot 및 HH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주요어 : 청수성 부착조류, 지표생물, 공간적 자기상관, 공간분포특성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Achnanthes convergens, 

and elucidate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Periphyton diatom habitat. Data 

in 250 points of Nakdong river basin are collected between April(primary) and 

September(secondary) 2012,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s 

support. We define "clean area" over 10% of Achnanthes convergens appearance, and 

the others as "non-clean areas". Spatial statistics of Kriging, Hotspot, LISA are used 

in this study. Results show that 1) 56 points are identified as clean areas in the 

primary survey, while 41 points are discovered in the following survey; 2) using water 

quality variables, density of turbidity(clean 101.83 ㎲/㎝; non-clean 598.48 ㎲/㎝) and 

conductivity(clean 1.95 NTU; nonclear 5.58 NTU) are five-fold lower in clean-areas; 

3) Habitat and Riparian Factors in Nakdong basin illustrate that natural sand bar, 

diversity of velocity, sediment condition, levee material, riverside land affect 

Achnanthes convergens; 4) Hotspots of Achnanthes convergens are located in 

watersheds, including upper Andong Dam, upper Imha dam, Wi-cheon, Miryang river, 

Nam river and Hwang river whereas mainstream/downstream of Nakdong river and  

Keumho river watershed are shown as coldspots.

KEYWORDS : Periphyton Diatom, Indicator Species, Spatial Autocorrelation,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서  론

우리나라 하천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

시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 이·치수 목적으로 

자연 상태의 하천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

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하천의 황폐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복개되었으며, 1980년대에

는 도시 과밀화 및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면서 공공 공간인 하천부지를 하천 고유 기

능과는 관계없는 주차장 또는 하상도로, 고가도

로 등의 다른 용도로 점용하는 사례가 많아졌

다. 다행히 1990년대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기존에 치수 위주로 정비된 하천의 

친수성을 높이고 하천오염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시키는 하천오염정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4대강 살리기 등 하천환경 기능을 

최대 고려한 사업으로 발전하였다(Ecoriver21, 

2011). 그러나 이와 같은 하천환경 개선 사업

은 충분한 경험과 관련 지식, 정보가 없는 상태

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복원의 근거를 이루는 



낙동강 수계 청수성 부착조류의 공간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Achnanthes convergens를 사례로 / 조명희· 변명섭· 심준석· 장성현177

생태적 기준이나 환경적 지침이 함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처별, 지자체별로 시행

되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

을 보전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개발과 함께 보

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에 있어 생

태학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인위적 교란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다양한 수생태계의 환경구배를 대변

하는 지표생물(Indicator species)의 연구가 

본격화되어 유역관리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으

며(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8~2012), 이들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물환경 내부 요인에 대한 상관분석뿐만 

아니라 물리적 서식처와 지형, 경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생태수리학적 현상 등과 연계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No et al., 2006; 

Min et al., 2012). 지표생물은 수환경의 모든 

항목들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고도 전반적인 수

생태계의 특성 및 상태를 요약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GIS) 등 공간분석 기법의 도입으로 수환경의 

물리적·생태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내·외부 환경 인자에 

영향을 받는 수환경의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안들이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

각되고 있다(Kim et al., 2008; Song et al., 
2008; Kim et al., 2012; Jo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낙동강 수계 내 수생태계

의 환경구배를 대변하는 지표생물의 분포특성

을 기반으로 이들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물

리적, 화학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실질적인 보

전 및 관리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

서 공간적 영향력을 감안한 분석결과를 제공하

지 못해 본 연구에서 낙동강 수계 내 청수성 

부착조류(Achnanthes convergens)의 분포 특

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서식·수변 요인 등의 공간적 영향력

을 규명하여 실제적인 보전, 복원에 대한 기준 

또는 준거 등의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청정수역을 대

표하는 지표생물인 Achnanthes convergens의 

공간분포 특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서식에 영향

을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요인의 공간적 영향

력 및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크리깅

(Krig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의 결

과를 공간통계기법인 Hotspot 분석과 LIS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분

석을 실시하여 실제적인 보전, 복원에 대한 기

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하고 있는‘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Ⅴ)’사업 자료 중 낙동강 대권역의 총 250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2년 4월(1차)과 9월(2

차)에 구축된 부착조류 및 이화학적 요인, 서

식·수변환경 등의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낙동

강 대권역의 조사구간은 낙동강 수계(183개 구

간), 형산강 수계(11개 구간), 태화강 수계(10

개 구간), 기타 수계(46개 구간) 등을 포함한

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2). 연구의 시

간적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보할 수 있

는 최신 자료인 2012년 1차(4월), 2차(9월)조

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 구축된 데이터 모

두 2012년 기준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2.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대권역의 지표생물인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50개 조사구간의 

부착조류 특성 및 이화학적요인(BOD,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탁도, 용존산소, Chl-a 등)

과 서식·수변요인(유속다양성, 저질상태, 횡구

조물, 제내지 토지이용, 제외지 토지이용, 종횡

사주, 하도자연성, 하천변 폭,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등) 등의 결과들을 연계시켜 Kriging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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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with 250 survey sites in the 

Nakdong river basin

석(ArcGIS 10.1, Geostatist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조사구간별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이 10% 이상인 지점을 청

정수역으로 구분하여 그 외 지역(비청정수역)

과의 공간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축된 자료들 중 연속형 자료인 이화학적 

요인들은 Universal Kriging 기법을, 범주형 

자료인 서식·수변환경 요인들은 Indicator 

Kriging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된 Kriging 

결과를 Hot spot 및 LISA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낙동강 대권역을 5m DEM과 한국형 

Reach File, 하천자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Hydrology 분석 후 집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였

으며, 공간분석단위는 집수구역 단위로 하고 

Kriging 기법은 GIS 상에서 정해진 범위인 

650m Grid로 실행하였다. 

3. 공간 클러스터와 국지적 공간 연관성 지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낙동강 대권

역 250개 조사구간의 결과가 작성되어 있어 점

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기본 개념을 둔 Hotspot 

(Getis-Ord Gi, 
) 분석과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을 활용하였

다. Hotspot 분석과 LISA 분석은 공간적 자기

상관성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공간분포도를 통해 공간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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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Summary

LIS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The Anselin Local Moran's I statistic identifie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t spots, cold spots, 

and spatial outliers, with additional weigh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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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tis-Ord Gi* statistics identifie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t spots and cold spots, with 

additional weighted values













  




 

  











  





  





TABLE 1. Features of LISA and Hot spot analysis(source: reconstructed from ArcGIS 10.1 

helpfile, http://help.arcgis.com/)

파악하고 지역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시각적으

로 비교할 수 있다. 특히 Getis-Ord 
 방법

은 분석지역 내에서 개체가 군집하는 지역들을 

찾는데 유용하며, LISA 방법은 이례적인

(outlier) 지역을 찾고 공간적 자기상관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낙동강 유역 내 250개 조사지점의 

Getis-ord 
를 계산하여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 중 높은 값을 보이는 지역을 Hot 

spot, 낮은 값을 보이는 지역을 Cold spot으로 

구분할 수 있다. Getis-ord 
의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식 1).














 




 

 











 





 




        (1)

여기서 는 조사지점 의 속성 값이고 
는 조사지점 와  사이의 공간가중치, 은 조

사지점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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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통계 값은 각 지점의 -score 반환 

값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score가 클

수록 더 강력한 클러스터, 즉 Hot spot으로 나

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score가 낮

을수록 더 강력한 Cold spot 클러스터를 가지

게 된다. 이런 결과 값을 바탕으로 큰 값들의 

공간적 군집도와 작은 값들의 공간적 군집도를 

구별할 수 있다(Getis and Ord, 1992).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공간적 자기상관

성 분석에는 Moran's I를 사용하는데 주로 전

역적 모란 I 지수(Global Moran'I)를 분석해 

연구대상지역 전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하

나의 값으로 측정한다. 이 전역적 모란지수는 

해당지역 내 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국지적 구

조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nselin 

(1995)은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위해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지적 모란

지수의 식은 다음과 같다(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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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지점 의 속성정보이며, 는 해당 

속성정보의 평균, 는 조사지점 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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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ppearance rate of Achnanthes convergens in each survey period (2012)

공간가중치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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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은 총 조사지점과 같다(식 4).

이에 LISA 분석은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주요요인들이 유사한 값을 갖는 공간적 

군집의 유의성 판정을 위해 본 연구에 활용하

였다.

낙동강 대권역의 청정수역 분포 및 

환경 특성 

1.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 

공간 분포 특성

낙동강 대권역 250개 구간 중 청수성 부착

조류인 Achnanthes convergens가 10% 이상 

우점종으로 출현한 구간은 1차 조사에서는 총 

56개 지점으로 나타났으며, 2차 조사에서는 다

소 적은 지점인 41개 지점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들 출현구간의 중권역별 분포 특성을 살

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거제도와 금호강 등을 

포함한 총 14개 중권역에서 10% 이상의 출현

을 보였으며, 특히 안동댐 및 임하댐, 남강댐, 

밀양강, 왕피천, 합천댐 등의 중권역에서는 대

부분의 구간에서 Achnanthes convergens가 

높은 출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에서는 낙동강 남해와 남강 등 총 17개 중권역

에서 10% 이상의 출현 빈도를 보여 1차 조사 

보다 더 넓은 구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1차 조사와 달리 Achnanthes 

convergens가 10% 이상 출현한 구간들 대부

분이 각 중권역의 하천 상류부에 집중되어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동강 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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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O Conductivity Turbidity HRI

2012-1

Clean

water
0.49 1.78 0.04 0.57 9.8 101.83 1.95 58.80

Non clean 

water
1.06 2.41 0.05 1.13 9.09 598.48 5.58 48.43

2012-2

Clean

water
1.34 2.76 0.06 1.38 9.15 128.21 2.29 55.87

Non clean 

water
1.69 3.09 0.07 1.76 6.98 308.15 10.60 51.82

TABLE 2. Physicochemical results of clean/non-clean water in Nakdong river(2012)

의 상류부인 안동댐과 임하댐에서는 1차 조사

와 동일하게 권역에 포함된 대부분의 구간에서 

청수성 지표종인 Achnanthes convergens가 

10% 이상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부분의 낙동강 본류와 가화천, 감천, 형산강, 황

강, 회야강 등의 중권역에서는 Achnanthes 

convergens가 10% 미만 또는 전혀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표생물 기반 낙동강 대권역 청정수역의 

물리·화학적 환경 특성

본 연구에서는 생물지표종인 청수성 부착조

류 Achnanthes convergens가 10% 이상 출현

하는 56개 구간(1차 조사 결과)과 41개 구간

(2차 조사 결과)을 청정수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구간들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에 대해 간접적

인 특성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질소(TN), 총인(TP), 용존산소(DO), 전기전

도도(EC), 탁도(Turbidity), Chl-a, 서식·수

변환경 지수(HRI, Habitat Riparian Index) 등

을 분석하였다. 수환경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자연적인 조건(토양, 기후, 강우 등)뿐만 아니

라 주변의 인위적인 조건(Land Use, 인구밀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수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등의 

방안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Ecoriver21, 

2011).

청정수역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분

석한 결과,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BOD는 1차와 2차 조사 각각 평균 

0.49 mg/L와 1.34 mg/L로 수질이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총질소는 각각 평균 1.78 

mg/L과 2.76 mg/L, 총인은 각각 평균 0.04 

mg/L와 0.06 mg/L 등으로 나타났다.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량은 1차와 2차 각각 평균 

9.80 mg/L와 9.15 mg/L로 양호한 수질 특성

을 보였으며, 전기전도도는 각각 평균 101.83 

㎲/㎝와 128.21 ㎲/㎝, 탁도는 각각 평균 1.95 

NTU와 2.29 NTU, Chl-a는 각각 평균 0.57 

mg/L와 1.38 mg/L 등으로 나타났다.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는 1차와 2차 조사에서 각각 평

균 58.80과 55.87로 대상 하천의 서식환경은 

대체적으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성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표 2). 반면, 청

정수역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 구간에 대한 물

리·화학적 특성들은 표 2에서 제시된 결과로 

각 항목별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

표들이 청정수역에 비해 더 악화된 수질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전기전도도(청정수역: 평균 101.83 ㎲/㎝, 비청

정수역: 평균 598.48 ㎲/㎝)와 탁도(청정수역: 

평균 1.95 NTU, 비청정수역: 5.58 NTU)는 

비청정수역이 청정수역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악화된 수질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가 청정한 수환경의 상태를 잘 반

영해 주는 지표생물로써의 유용한 생물군임을 

결과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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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분석 기반 낙동강 대권역 청정수역 

특성 분석

1) 청정수역의 서식·수변 환경 특성

공간적 보간기법의 대표적 방법인 크리깅 기

법은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베리오그램

(variogram)과 수학적 함수 모델을 활용하여 

입력된 자료 이외의 지역의 미관측 값을 추정하

여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

동강 대권역 250개 조사구간의 조사값을 활용하

여 조사지점 외 지역에 대한 미지의 값을 추정

하여 전체적 경향 분석 및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속형 자료는 Universal 

kriging 기법을, 범주형 자료는 Indicator 

krig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Universal kriging

은 Ordinary kriging보다 국지적 보간결과를 추

정해 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의 수생태계 건강성 250개 조사지점에 대해 세

부 유역별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Universal krig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낙동강 대권역 250 구간의 서식 및 수변환

경요인은 범주형 속성자료로 Indicator kriging

을 활용하여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표생물인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 출현 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구축된 서식·수변환경 요인들은 

자연적 종횡사주 및 유속다양성, 저수로 하안

공, 저질상태 요인, 제방하안 재료, 제외지 토지

이용, 제내지 토지이용, 하도의 자연성, 하천변 

폭, 횡구조물 등 총 10가지를 포함한다.

조사 결과, 자연적 종횡사주는 1차와 2차 조

사에서 낙동강 상류부인 안동댐 유역과 밀양강 

유역, 남강 유역 등에서 자연성이 양호한 특성

을 보였으며, 이들 유역들은 청수성 지표생물인 

Achnanthes covergens가 높은 출현을 보여 

청정수역으로 구분된 구간들이다. 반면, 대부분

의 낙동강 본류 및 위천 등의 유역에서 자연적 

종횡사주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그림 3(a)). 하천 내 사주의 발달은 

토사의 공급 및 이동의 원활함, 그리고 하천 흐

름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요인이다. 유속다양성

은 1차와 2차에서 밀양강 중권역의 가장 다양

한 유속 환경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

강 및 안동댐 상류, 황강 등의 중권역에서도 높

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낙동강 본류의 많은 구

간들과 위천, 태화강 등의 중권역에서는 단순한 

유속의 흐름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속다양성은 시기별로 강우 및 유량 등과 밀접

한 관계가 있어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갈수기인 1차 조사시기

에 비해 유량이 증가된 2차 조사시기에 유속다

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b)). 

저수로 하안공은 하천 및 육상생태계를 연결

하는 공간으로 서로간의 물질교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구조인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하안공이 없는 자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환

경구조이다. 낙동강 대권역에서 자연성이 높은 

저수로 하안공을 가지고 있는 구간들은 대부분 

낙동강 상류부에 위치한 내성천, 왕피천, 위천 

등의 중권역을 포함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낙동

강 중·하류, 수영강, 거제도 등의 중권역에서

는 자연성이 낮은 하안블록이나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성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수

성 지표생물인 Achnanthes converges는 저수

로 하안공의 자연성이 높은 낙동강 상류 유역

들에서도 높은 출현을 보였으며, 또한 자연성이 

낮게 평가된 남강 및 밀양강 유역에서도 높은 

출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c)). 이

를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에 저수로 하안공의 자연성

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질상태는 하상 구조를 평가한 것으로 

남강댐 유역, 밀양강 유역, 내성천 유역, 태화강 

유역 등이 자갈 및 바위 등의 하상구조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동강 본류에 속한 대

부분의 구간과 대종천 유역 등이 실트 혹은 모

래, 더러운 흙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저질 등급이 낮게 평가되었다(그림 3(d)). 하

천의 저질상태는 다양한 하상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상을 

지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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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항목으로 거암 이상, 모서리 둥근 돌 

등이 가장 높은 평가를, 실트 및 진흙, 콘크리

트 바닥 등이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구

조물 중 돌들이 주로 분포할 경우에도 돌의 형

태에 따라 평가가 구분되어지며, 모래가 지배적

일 경우에도 모래와 돌의 비율에 따라 다른 평

가 결과가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저질상태가 높

은 등급으로 평가된 유역은 낙동강 상류부와 

남강댐 유역, 밀양강 유역 등이며, 이들 유역에

서 Achnanthes convergens 또한 높은 출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저질상태와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저질상태는 

Achnanthes convergens 생육 환경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제방하안 재료는 

저수로 하안공과 마찬가지로 하천의 횡적 특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공적이지 않는 

제방이 가장 높은 평가를, 콘크리트 하안 등 불

투수성 재료의 제방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안동댐, 위천, 황강, 대종

천 등의 중권역이 높은 자연성을 보였으며, 감

천, 금호강, 가화천 등의 유역에서 제방하안 재

료의 인공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e)). 

둑 바깥쪽의 토지 이용의 인공화 정도를 평

가하는 제외지 토지이용의 분석결과, 낙동강 상

류부인 안동댐 유역과 내성천 유역, 남강댐 유

역 등이 초지나 관목림, 그리고 인공 혹은 자연 

녹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낙동강 본류 구

간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창녕, 낙동밀양, 

그리고 금호강, 수영강 등의 중권역이 인공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f)). 

Achnanthes convergens가 높게 출현한 지점

은 대체적으로 제외지 토지이용이 인공적인 권

역보다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이용을 하는 유역

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외지 

토지이용 또한 Achnanthes convergens 생육 

환경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제

내지 토지이용은 인위적으로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 공간으로 도심지역은 친수시설인 체육시

설 및 주차장, 공원 등으로, 농촌지역에서는 경

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낙동강 상류

부인 내성천 유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역에서 

낮은 등급을 보여 제내지 토지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낙동강 하류, 수영강, 

낙동왜관 등의 중권역에서 인공화가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g)). 하도 정비 및 하도의 

자연성을 평가한 결과, 낙동강 상류부인 안동댐

과 임하댐, 낙동상주, 왕피천, 그리고 합천댐, 

남강 등의 중권역이 정비하지 않은 자연 상태

이거나 하도 정비 정도가 낮은 지역이고, 저수

로는 사행을 유지하는 구간 높은 자연성을 나

타냈으며, 반면 낙동강 중·하류, 수영강, 태화

강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구간들에서는 자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그림 3(h)). 하천변 폭은 수로폭과 제

방간 비율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하천의 완충지

대 및 수로변 식생 서식처의 자연성 정도를 점

수화한 요인이다. 연구결과, 낙동강 대권역 대

부분의 구간에서 낮은 자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낙동강 하류 유역인 낙동밀

양, 밀양강, 낙동강 하구, 수영강 등의 유역에서 

자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i)). 횡구조물은 어류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물의 존재 및 방해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

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동댐 하류, 위천, 낙동왜

관, 금호강 등의 중권역에서 횡구조물에 의한 

방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 낙

동강 본류의 구간들과 안동댐 상류, 남강 상류 

등의 유역에서는 인공 횡구조물이 없거나 생태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높은 등급으

로 평가되었다(그림 3(j)).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 

기반 청정수역과 서식·수변환경의 공간분포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연적 종횡사주, 

유속다양성, 저질상태, 제방하안 재료, 제외지 

토지이용 등의 요인들에 대한 자연성이 높은 

구간에서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수로 하안공, 제내

지 토지이용, 하도 자연성, 하천변 폭, 횡구조물 

등의 요인들과는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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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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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reamside Width (j) Transverse Structure

Secondary 

research, 

2012

(i-1) Streamside Width (j-1) Transverse Structure

FIGURE 3. Continued

2) 청정수역의 이화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Universal Kriging을 이용하

여 낙동강 대권역 250구간의 이화학적 수질 환

경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Achnanthes convergens 출현 양상과 비교하

여 기존에 선정된 청정수역의 수질환경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화학적 요인의 공간특성 분석결과, 물의 오

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BOD는 

낙동강 본류 구간 및 금호강, 가화천, 낙동강 

하류, 수영강, 태화강 하류 등의 중권역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수질이 양

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안동댐 상류, 내

성천, 밀양강, 남강댐 등의 중권역에서는 BOD

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구간들

은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
가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하는 지점과 동일하다.  

수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

염류인 총질소(TN) 및 총인(TP) 공간분포 특

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질소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낙동강 대권역 대부분의 구간에서 총

질소 농도가‘매우 나쁨’의 수준인 1.5mg/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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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을 관류

하는 내성천 상류와 위천 유역뿐만 아니라, 도

심지역을 관류하는 금호강 유역, 낙동강 하류 

유역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총인의 농도도 총질소와 마찬가지

로 낙동강 대권역 대부분의 구간에서 일반적인 

부영양화 기준이 되는 0.03mg/L을 크게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낙동강 하류 유

역 및 수영강 유역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 내 질소와 인은 부착

조류의 성장 및 물질 대사에 꼭 필요한 인자들

이며, 이들 인자들이 제한될 때 부착조류의 성

장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하천에서 이들 인

자들이 과다하게 존재할 경우 부영양화 및 수

질악화를 야기한다. 산간 및 농촌지역, 그리고 

도심하천 등 낙동강 대권역 대부분의 구간에서 

질소와 인의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을 나

태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농업생산량 향상을 위한 비료사용 및 살충제의 

과다 사용, 부실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물·

도로·광장 등의 도시화 진행으로 불투수 포장

면적의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주

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물속의 엽록소 양을 통

해 간접적으로 부영양화 정도의 지표가 되는 

클로로필 a의 공간분포 특성은 낙동강 본류 및 

금호강 유역, 낙동강 하류, 수영강, 태화강 하류 

등 대도시를 관류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 구간들에서는 청수성 부착

조류인 Achnantehs convergens가 5% 미만의 

출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chnanthes convergens가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하는 안동댐 상류, 황강, 남강, 밀양강 등의 

중권역에서는 클로로필 a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존산소(DO)는 

수서생물의 기초적인 대사를 담당하는 산소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수질항목이다. 낙동강 대

권역의 DO 공간분석 결과, 안동댐, 왕피천, 임

하댐, 내성천, 합천댐, 남강댐 등의 중권역에서 

DO가 풍부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낙동강 본류(낙동고령, 낙동창녕) 및 수영

강 유역에서는 상대적으로 DO 분포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DO 감소의 주요인은 수서생물

의 호흡이나 수중이나 저니 중의 유기물이 수

중의 산소를 소비하면서 분해되기 떄문으로 오

염된 수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DO

가 풍부한 유역들의 대부분 구간에서는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가 높은 우

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이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중의 부

유물질, 플랑크톤 등에 의하여 물이 혼탁한 정

도를 지표하는 탁도는 황강과 낙동창녕, 낙동밀

양, 낙동하구 등의 유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밀양강, 합천댐, 임하댐 상류부 등의 중권

역에서는 양호한 수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 

기반 청정수역과 이화학적 환경요인의 공간분

포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BOD, 클로로필 

a, 용존산소, 탁도 등이 양호한 구간에서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면 낙동강 대권역 대부분에서 

높은 수치의 농도를 보인 영양염류인 총질소와 

총인은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대권역의 화학적 

요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Hotspot 및 LISA 분석을 실시하였다. Hotspot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Hotspot 유역 및 

Coldspot 유역을 구분하여 유역별 이화학적 수

준이 양호 또는 악화된 특성들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며, LISA 분석은 이화학적 환경요인들

을 HH(High-High) 및 LL(Low-Low) 유역, 

그리고 공간적 이례점인 HL(High-Low)과 

LH(Low-High) 유역 등으로 클러스터하여 환

경특성별 중권역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

록 한다. 화학적 요인들의 개별 Hotspot 및 

LISA 분석결과는 그림 8과 같이 나타나 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BOD, 클로로필 a, 총인, 

총질산, 전기전도도, 탁도의 경우 안동댐 유역

의 하류와 안동댐 하류 유역, 낙동강 본류와 낙

동강 하류 유역에 Hotspot으로 나타났으며 이 

유역들은 수질이 악화된 지역으로 Achnan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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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niversal kriging results of environment variables

convergens의 출현이 2% 미만인 유역으로 분

석되었다. DO의 경우 Hotspot 지역이 임하댐, 

안동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강 유역으로 나타

났으며 DO의 특성상 DO가 높을수록 수질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들 지역은 

양호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유

역들의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율도 

높게 분석되었다. Coldspot 인 지역은 앞서 분

석한 BOD, 클로로필 a, 총인, 총질산의 

Hotspot 유역과 공통지역으로 금호강 하류 유

역과 낙동고령 유역이 Coldspot으로 나타났다. 

LISA 분석 결과 수질 주요요인인 BOD, 클로

로필 a, 총인 총 질산, 전기전도도, 탁도 등은 

안동댐 하류, 형산강, 금호강, 낙동강 본류, 낙

동강 하류 등의 유역들이 HH 유역으로 클러스

터 되었으며, 이 유역들은 양호하지 못한 수질

을 가지며 주변지역도 양호하지 못한 수질 유

역임을 나타낸다. DO의 경우에는 HH 유역이 

수질이 양호한 유역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안

동댐, 임하댐, 위천, 금호강 상류, 합천댐, 남강

댐, 형산강, 태화강 유역이 양호한 수질로 분석

되었다. 반면 LL로 분석된 유역들은 안동댐 유

역 상류, 오십천 및 위천, 감천, 밀양강, 남강댐, 

회야강 등의 중권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유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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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청수성 

부착조류인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이 

높은 지역들이다. 공간적 이례지역인 HL 유역

들은 지역의 수질은 양호하나 주변 지역의 수

질이 양호하지 못해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한 유역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이 유역들은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내성천, 영강 유역들의 

일부 지역에 나타났다. LH 유역은 지역의 수질

이 양호하지 못하나 주변 지역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금호강, 안동댐, 낙동구미, 밀양강, 위천 

유역의 일부 지역들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 유

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간적 이례지역들인 유

역에 대한 효율적인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환경이 오염될 가

능성이 높은 유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화학적요인 및 환경요인의 

공통적인 Hotspot 유역은 낙동강 본류에 해당

하는 유역과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 

비율이 낮은 유역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Coldspot은 Achnanthes convergens가 우점 

출현하거나 출현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

인 낙동강의 지류 및 개별 하천의 상류, 댐유역

의 상류로 분석되었다. LISA 분석결과 이화학

적 요인 및 환경요인 값들이 높으며 공통적으로 

클러스터된 유역들은 Achnanthes convergens
의 출현이 적은 유역이었고, 주로 낙동강 본류 

및 하류, 안동댐 하류, 금호강 유역에 클러스터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화학적 요인들의 

Hotspot 및 LISA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

계 하천의 수질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된 요인들은 모두 주요한 

요인으로 수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클러스터 된 지

역들 모두 Achnanthes convergens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물리적·화학적 보

전·복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수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복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충분히 이

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현장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 하천생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하천 보전 및 복원 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 시스템의 공간통계분석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 환경구배를 대표하는 청수성 

지표생물 Achnanthes convergens의 수환경 

요인 및 서식·수변환경 등을 분석함으로써 낙

동강 유역을 건강한 수생태계로 보전·복원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생물인 Achnanthes 
convergens를 기반으로 청정수역의 분포 및 

환경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낙동강 

대권역의 수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정수역과 비청정수역의 이화학적 요

인들을 분석한 결과, BOD와 총질소, 전기전도

도, 탁도 등의 요인들은 청정수역이 비청정수역

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낙동강 대권역의 수환경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화학적 요인들 

중에서 제시된 이들 항목들에 대해 우선적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항목

들이 높은 수치를 보이는 낙동강 본류 유역, 안

동댐 하류 유역, 낙동강 하류 유역 등의 구간에

서는 이들 항목들에 대한 개선 및 관리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수생태계의 서식처 환경은 서식하는 생

물 및 수질 등에 생태적 영향이 매우 크며, 서식

처의 환경이 다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종적·횡적 

연결성이 양호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 

낙동강 대권역 내 청정수역의 서식·수변 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적 종횡사주, 유속다양

성, 저질상태, 제방하안재료, 제외지 토지이용 등

이 지표생물인 청수성 부착조류 Achnanthes 
convergen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낙동강 대권역 내 비청정수

역들의 서식·수변환경을 보전, 복원하기 위해

서는 이들 요인들의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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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인공화 

정도가 심한 낙동강 중·하류 유역, 금호강, 수

영강, 거제도 등의 유역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Hotspot 및 LISA 분석을 통해 

Achnanthes convergens 높은 출현을 보여 청

정수역으로 구분된 안동댐 상류, 임하댐 상류, 

위천, 밀양강, 남강, 황강 등의 유역들은 

Coldspot 및 LL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유역들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향후 보전

대책을 중점으로 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Hotspot 및 HH 등급으로 분류

된 낙동강 본류 및 하류, 안동댐 하류, 금호강 

유역 등은 보전보다는 복원 및 개선을 중심으

로 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LISA 분석

으로 공간이례유역으로 구분된, 낙동구미, 위천, 

내성천, 밀양강 등의 중권역들은 더 이상의 수

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리터링 및 

실질적인 수환경 개선에 대한 관리가 실시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 건강

성 250개 조사지점에 대해 보간기법을 활용하

여 수생태계 건강성 요인들의 경향성을 분석하

였다. 하지만 이 보간기법은 방법 자체로 추정

에 의의가 있으며 정확성을 파악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연구에서 보간기법

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병행

하여 연구를 진행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수생태계 건강성을 공간적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낙동강 유역의 건강성 회복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요인 중

에서 우선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요인들을 동시에 회복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Ecoriver21, 2011). 따라서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지표생물을 기반으로 환경 특성들

을 분석하여 제한요인을 파악함으로 수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낙동강 대권역의 수생태계 환

경 및 서식 생물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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