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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내의 하천 환경은 4 강 사업 이후로 많은 변화가 상되며, 이 과정에서 하천 리기법 역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설이 그 표  라고 할 수 있지만 설은 2차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를 해서 설의 사회·환경 으로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미국의 환경창 제도를 한국에 용시켜보았다.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해 통계학  기법을 이용한 방안을 제시하 으며, 낙동강 강정고령보 하류부에 용해보았다. 그 결과, 1개월 동안 

설하는 경우에는 3월에 수행하는 것이 최 으로 나타났으며, 8개월 동안 설하는 경우에는 8월에 수행하는 것이 

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홍수기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8개월 동안 설에 해서 10월에 시작하는 것이 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창 제도와 같이 비구조  방법은 친환경 설장비를 개발하는 등의 구조  방법보다 제도만 

잘 정비된다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친환경 설장비를 개발하면서 소요되는 막 한 산을 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므로 환경창을 설규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환경창의 국내 

용은 하천 설에 한 연구가 미비했던 국내에 기 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주제어❙ 하천준설, 환경준설, 환경창, 준설시기, 준설기간

Abstract

The river environment in Korea has changed significant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due to the outdated river management method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current river management process. A typical example of this management is dredging but it is 

a method that usually results in socio-environmental side effect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o-environmental impacts of dredging, Korea is currently applying the Environmental Windows, a 

management practice currently being used in the United States that eliminates the risk of potentially 

harmful impacts of dredging. The use of statistical methods was suggested to address the iss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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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sufficiency and this methodology was applied in the downstream part of the Gangjeong-Goryeong 

weir located within the Nakdong river basin. The results show that when performing a month of dredging, 

the optimal period is March whereas the optimal month to start dredging is August in case of an 

eight-month dredging project. If Korea’s flood season is also considered for an eight-month dredging 

process, then October is the optimal month to start dredging. Non-structural methods such as the 

Environmental Windows reduce maintenance costs and also bring only short-term side effects to the 

environment, as opposed to structural methods such a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dredging machine. Given that few studies have explored this topic in Korea,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could serve as basic data in studying river dredging in the future.

❙Keywords❙ River Dredging, Environmental Dredging, Environmental Windows, Dredging Season, 

Dredging Duration

 

 

Ⅰ. 서론

유기적인 홍수방어와 수자원확보를 위하여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총 16개의 다기능보가 건설되었다. 다기능보와 같이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은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흐름의 연속

성을 차단하여 유사퇴적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퇴적은 하상상승을 유발

하여 홍수위를 상승시키고, 댐이나 보의 저수용량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법으로는 배사(flushing)와 준설(dredging)이 대표적

이다. 이 중에서 배사는 수문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법으로 수문이 존재하는 구조물 

직상류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문이 존재하더라도 수문

에서 멀어질수록 배사의 효율이 감소하여 수문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퇴적물은 일반적

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준설은 장소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퇴적물 

제거가 가능하지만, 수저의 퇴적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탁도 유발, 하천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점이 있다.

준설에 의해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수역과 육역으로 구분하면, 수역에

서는 준설장비의 투입 및 운용으로 인해서 탁도 및 소음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서 수상

생물 및 저서생물의 서식처 파괴, 객체수 변화, 종의 다양성 변화, 어류 이동의 연속성 

파괴 등으로 이어진다. 육역에서는 준설장비의 이동 및 운용, 준설토 적치장 등으로 인해서 

소음 및 준설토의 침출수 등이 발생한다. 이는 육상동물의 서식처 파괴, 침출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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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지하수 수질의 악화, 식생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수역과 육역을 막론

하고 경관 훼손, 소음 공해, 친수활동 저해, 친수시설의 이용도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4대강의 다기능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준설이 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준설이 하천이 아닌 해양·항만 분야에서 이루어져온 이유로 하천에 

관련한 준설기준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국토해양부, 

2012)에서는 준설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준설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주기

적은 준설이 국내 하천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현 상황에 국민의 친수활동이 증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준설에 대한 환경적인 고려는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 미국에서 

환경창(EWs; Environmental Windows)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창

이란 환경적으로 준설 및 준설토 처분에 대한 영향이 최소가 되는 기간에 준설을 수행

하도록 지정한 기간을 의미하며(U.S. Army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1998),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된다. 송어, 연어, 청어 등을 비롯해 약 

83종의 어류 및 조류 등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200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준설

사업에 약 80%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환경창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서 준설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환경창

까지 대기하였다가 준설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 환경창까지 대기함으로서 발생하는 금

전적 손해는 준설사업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창 완화를 

통한 경제성 향상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기도 하다(Suedel et al., 2008). 국내에

서는 준설시기와 관련하여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6월에서 9월까지는 피하여 건기에 

준설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국토해양부, 2009)에서 서술한 바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의 간월호에서는 철새가 도래하는 11월부터 1월까지는 하루에 8

시간, 그 외의 기간에는 하루에 15시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수행한 경험이 있다

(충남일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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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an Francisco Bay의 어류 환경창

자료: Suedel et al., 2009.

국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들은 친환경 준설을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결정

적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환경창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환경창을 수립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환경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창 수립에 요구되는 방대한 자료의 취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준설을 

수행하여 친환경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와 같이 자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환경

창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환경창 개발 방법론

미국에서는 송어, 연어, 청어 등을 중심으로 환경창을 수립하여 준설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상포유류, 바다거북, 레크리에이션 등까지 확대 적용하여 수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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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생물군 및 인간활동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환경적으로 보호가 필요하

거나 지역적 특성 등이 기준이 되어, 부정적인 준설의 영향을 받는 영향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창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영향인자는 환경적으로 보존가치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물군을 고려할 경우에는 준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시기별 객체 수 등과 

같이 방대한 양의 정량적인 시계열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조사 및 획득

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생물군의 환경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2(a)와 같이 환경창의 수립 대상에 

대해서 준설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림 2(b)와 

같은 누가분포곡선은 0.0에 가까워질수록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준설의 영향을 0.0에서 1.0의 사이에 분포하며, 본 연구에서는 1.0에서 누가분포

함수를 감산하여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이 작을수록 1.0에 근사하도록 구성하여 환경창

을 수립하는 지수로 사용하였다.

그림 2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PDF와 CDF

그림 2(a) PDF 그림 2(b) CDF

이렇게 산정된 환경창 지수는 개별 환경창을 구성하는 지수로 사용하였다. 개별 환경

창은 하나의 영향인자만을 고려하여 수립된 환경창이며,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인자가 동시에 고려된 통합 환경창이 제시되어야 한다. 개별 환경창을 이용하여 통합 

환경창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 영향인자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하여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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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중치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는 여러 연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과학적 해결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인천발전

연구원, 1999). 주로 주민이나 전문가의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각 지표의 상대적인 중요

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임광섭 외, 2011). 

그러나 부적절한 가중치의 적용은 평가결과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합 환경창을 수립하였으며, 정안철 외(2015)가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립된 통합 환경창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홍수기에는 준설장비의 계류(繫留)가 어렵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홍수기에 유량이 증가하여 고탁도가 발생하고, 이 시기에 댐이나 보 등에서는 

배사를 통해 유사제거를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홍수기의 하천 퇴적물관리는 

준설보다는 배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홍수기에 준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댐운영 

실무편람의 댐 관리규정(K-water,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준설하는 것을 피하도록 통합 환경창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통합 환경창의 지수를 이용하면 준설기간별 최적의 준설시기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 기간 환경창 지수 평균보다 큰 환경창 지수를 보이는 

시기를 최적 환경창으로 판단하였다.

Ⅱ. 낙동강 유역의 환경창 개발

1. 연구대상지역

환경창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대상지역은 미래에 준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이어야 하며, 환경, 생태,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 지난 4대강 사업

으로 인해서 대규모 준설과 함께 16개의 다기능보가 4대강 본류에 건설되었다. 그 중에서 

낙동강은 총 8개의 다기능보가 건설되었으며, 발달한 충적하천인 낙동강에서는 유사

이송이 활발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 건설된 강정고령보 하류는 하천이 만곡을 

이루고 있고, 금호강이 합류하고 있어 유사퇴적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지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강정고령보를 중심으로 물문화관, 다산문화공원, 강정희망공원, 

하빈생태공원 등의 다양한 수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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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흑두루미 등의 철새가 도래하는 

다산면 철새도래지와 대구 달성습지가 위치하고 있어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정고령보의 저수구역을 포함하여 금호강 

합류부 등과 같이 육역을 제외한 수역을 대상으로 환경창을 수립하였으며, 연구대상지역인 

강정고령보의 주변 현황은 <그림 4>과 같다.

그림 4  연구대상지역의 현황

1) 기 자료 구축

환경창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에 앞서 준설이 수행될 대상지역에 영향

인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준설은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이므로 

어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이 서식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류의 경우에도 준설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정

고령보는 다양한 수변시설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은 시민들의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하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서생물,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 등이 있으나 객체수 변화에 

대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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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어류, 조류, 시민을 개별 환경창을 수립하는 영향인자로 선정하였다.

어류의 개별 환경창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지역에 출현하는 어류상을 검토하였

으며, 검토결과, 연구대상지역에서는 법적보호종이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

해양부, 2009). 따라서 객체수가 많고 출현빈도가 잦은 대표어종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9)에 의하면 피라미과의 끄리가 

다른 어종에 비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유지유량 경정방법의 개발 및 적용

(K-water, 1995)에서 끄리는 대리어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끄리의 대표어종인 

피라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를 점수화하였다. 어류는 생애주기에 따라 동면기, 치어기, 

성장기, 산란기 순으로 점수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산면 철새도래지와 대구 달성습지에 출현 및 서식하는 조류상을 검토해본 결과, 법적

보호종인 큰고니, 흑두루미, 재두루미가 일정기간 동안에만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시기별 객체수에 대한 연구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므로 위의 조류상이 일반적으로 국내에 도래하는 시기와 최대 객체수가 도래시점을 이용

하여 표준정규분포하여 환경창 지수를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큰고니, 흑두루미, 재두

루미가 국내에 도래하는 시기는 11월부터 2월까지이며, 최대 객체수가 도래하는 시점은 

1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삼래, 1991). 본 연구에서는 도래하지 않는 시기, 도래하는 

시기, 최대 객체수 도래시기 순으로 점수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강정고령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변시설의 방문객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이 시민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별 환경창을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취득의 한계로 인해서 4대강 

전체 시설의 방문객 통계치 대비 강정고령보의 방문객 통계치의 비율을 강정고령보의 

방문객 통계자료가 있는 시점을 대상으로 평균화하여 강정고령보 방문객 수를 추정하였다

(국토해양부, 2012a; 국토해양부, 2012b, 국토해양부, 2012c; 국토해양부, 2012d; 국토

해양부, 2012e; 국토해양부, 2012f).

구축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표준화 및 개별 환경창 지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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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자료 구축 결과

설 향인자

시기

어류 조류 시민 어류 조류 시민

생애주기 도래시기 방문객 수 개별 환경창 지수

1월 동면기 최  객체수 도래기 39,500 0.867 0.013 0.833

2월 동면기 도래기 41,080 0.867 0.230 0.829

3월 동면기 - 75,840 0.867 0.770 0.717

4월 산란기, 성장기 - 159,580 0.073 0.770 0.369

5월 산란기, 성장기 - 368,140 0.073 0.770 0.005

6월 성장기 - 224,360 0.174 0.770 0.149

7월 성장기, 치어기 - 173,800 0.335 0.770 0.312

8월 성장기, 치어기 - 146,624 0.335 0.770 0.423

9월 성장기, 치어기 - 119,448 0.335 0.770 0.540

10월 성장기, 치어기 도래기 92,272 0.335 0.500 0.653

11월 동면기 도래기 65,096 0.867 0.230 0.755

12월 동면기 도래기 37,920 0.867 0.070 0.838

2) 환경창 수립

환경창을 수립하는 과정은 개별 환경창을 수립한 후, 다양한 영향인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환경창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표 1>을 이용하여 개별 

환경창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술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환경창 지수를 산정하고,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환경창 지수는 1에 근접할수록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즉 환경창에 가까운 기간이 된다. 통합 환경창은 개별 환경창의 영향인자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중치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산정된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한 가중치(정안철 외, 2015)를 적용하였다.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을 경우, 가중치는 각각 어류 0.334, 조류 0.309, 

시민 0.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가중치를 사용하여 수립된 개별 환경창과 

통합 환경창은 <그림 4>와 같다. 동일 가중치와 엔트로피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 결과, 

통합 환경창이 일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엔트로피 가중치와 동일 가중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 환경창으로 제시되는 기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동일 가중치를 이용해 수립된 환경창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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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별 환경창과 통합 환경창 수립 결과

그림 4(a) 개별 환경창과 동일 가 치를 사용한 통합 환경창

그림 4(b) 개별 환경창과 엔트로피 가 치를 사용한 통합 환경창

2. 결과 및 토의

1) 개별 환경창에 의한 설시기 분석

어류 환경창의 환경창 지수는 11월부터 3월까지 최대치(0.867)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어류에 미치는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낮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어류에 미치는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

으로 큰 시기는 4월부터 5월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부터 3월까지 환경창 지수가 

최대치를 보인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준설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가정한 어류의 

동면기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환경창 지수가 최저치(0.073)를 나타낸 4월부터 5월까지가 

어류의 산란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어류 환경창의 환경창 지수의 평균

(0.499)보다 큰 11월부터 3월까지를 어류에 국한하여 최적 환경창으로 산정하였다.

조류 환경창의 환경창 지수는 3월에서 9월까지 최대치(0.770)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많은 객체수의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1월에 최저치(0.013)을 나타냈다. 3월에서 9월

까지는 철새가 도래하지 않는 시기임에 따라 준설이 철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창 지수가 최대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 환경창의 환경창 지수 평균(0.536)

보다 큰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로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서 준설의 

영향이 적은 시기로서 최적 환경창이 된다.

시민 환경창은 12월에 최대치(0.838), 5월에 최소치(0.005)를 나타냈다. 이것은 겨울

보다는 봄과 여름에 수변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 또한, 환경창 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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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0.535)보다 큰 환경창 지수를 가지는 시기는 10월에서 3월까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시민 환경창의 경우에만 다른 환경창과는 다르게 중복되는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기초자료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류나 조류에 비해 많은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창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자료의 구축은 환경

창을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별 환경창만을 고려하여 준설기간별 최적 준설 개시일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간별 

환경창 지수의 합계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류와 시민 환경창이 

비슷한 시기를 환경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조류 환경창은 이와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문제는 준설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양자 간 대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환경창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환경창이 도입되어야 한다.

표 2  개별 환경창에 따른 최적 준설시기 산정 결과

설기간

최  설 개시일

어류 환경창
환경창 지수 

값
조류 환경창

환경창 지수 

값
시민 환경창

환경창 지수 

값

1개월 11∼3월 0.867 3∼9월 0.770 12월 0.838

2개월 11∼2월 1.733 3∼8월 1.540 12월 1.671

3개월 11∼1월 2.600 3∼7월 2.310 12월 2.500

4개월 11∼12월 3.467 3∼6월 3.080 11월 3.255

5개월 11월 4.333 3∼5월 3.850 11월 3.971

6개월 10월 4.668 3∼4월 4.619 10월 4.625

7개월 9월 5.002 3월 5.389 9월 5.164

8개월 8월 5.337 3월 5.889 8월 5.587

9개월 7월 5.672 2월 6.119 8월 5.955

10개월 6월 5.845 2월 6.350 7월 6.268

11개월 5∼6월 5.919 2월 6.419 6월 6.417

2) 통합 환경창에 의한 설시기 분석

각각의 개별 환경창은 서로 다른 기간을 환경창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환경창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통합 환경창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3월의 환경창 지수가 최대치(0.784)를 나타냈으며, 5월의 환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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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최저치(0.283)를 나타내었다. 통합 환경창에 따른 최적 준설시기를 산정한 결과는 

<표 3>과 같게 나타났다.

표 3  통합 환경창에 따른 최적 준설시기 산정 결과

설기간
최  설 개시일

통합 환경창  환경창 지수 비고

1개월 3월 0.784 -

2개월 2월 1.426 -

3개월 1월 1.997 -

4개월 12월 2.589 -

5개월 11월 3.206 -

6개월 10월 3.702 -

7개월 9월 4.250 홍수기 포함

8개월 8월 4.759 홍수기 포함

9개월 7월 5.231 홍수기 포함

10개월 7월 5.635 홍수기 포함

11개월 6월 5.999 홍수기 포함

3) 홍수기를 고려한 최  설시기 분석

일반적으로 홍수기에는 준설을 통한 유사제거보다는 배사를 통한 유사제거가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홍수기에 준설을 수행하는 것은 준설장비의 계류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홍수기에 준설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고려한 준설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매년 홍수기가 뚜렷하게 지정된 날짜에 도래하지는 않지만, 댐운영 실무

편람의 댐 관리규정(K-water, 2012)에서는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홍수기로 

지정하고 있다. 통합 환경창을 고려하여 최적 준설시기를 산정한 결과에서 7개월 이상 

준설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홍수기에도 준설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개월

간을 홍수기로 가정하여 준설이 홍수기에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제약조건을 포함하여 준설

시기를 재산정하였다. 4개월간의 홍수기에 준설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연중 준설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8개월이 되므로 1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준설시기를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7∼8개월간 준설을 수행할 경우에는 통합 환경창을 통해 

산정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적 환경창 지수도 7개월 준설의 

경우에는 0.144, 8개월 준설의 경우에는 0.371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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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홍수기를 고려한 최적 준설시기 산정 결과

설기간
최  설 개시일

통합 환경창  환경창 지수 비고

1개월 3월 0.784

2개월 2월 1.426

3개월 1월 1.997

4개월 12월 2.589

5개월 11월 3.206

6개월 10월 3.702

7개월 10월 4.106 9월 → 10월

8개월 10월 4.388 8월 → 10월

Ⅳ. 결론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유기적인 홍수방어 

및 수자원확보가 가능해졌으나, 이는 유사가 채워질 공간 또한 확보된 것으로 지속적인 

유사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준설사업은 해양 ․ 항만을 중심

으로 발전하여 하천준설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이로 인해서 하천준설관련 

규정 또한 미비하며, 준설사업을 수행할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특히, 준설이 사회 ․ 환경적인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사회 ․ 환경적인 고려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준설의 사회 ․ 환경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환경창 제도를 한국의 낙동강 유역에 적용시켜 보았다.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환경창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개발된 개별 환경창을 바탕으로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기는 어류의 경우에는 4∼5월, 조류는 1월, 시민은 5월로 나타남에 따라 준설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되도록 피해야 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 즉 환경창 기간은 어류의 경우에는 11월에서 3월까지, 조류는 

3월에서 9월까지, 시민의 경우에는 10월에서 3월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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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수의 환경창을 고려하기 위해서 개별 환경창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합 환경

창을 수립한 결과, 3월이 환경창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준설기간이 1개월에서 11

개월까지 길어짐에 따라 준설사업에 착수하는 시기는 3월, 12월, 6월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준설이 홍수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준설장비 계류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기능보의 수문운영으로 인한 배사효과로 인해서 준설의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홍수

기에 준설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제약조건을 포함하여 준설시기를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1년 중 홍수기를 배제한 8개월 동안 준설이 가능하며, 홍수기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 

환경창에서 제시된 준설 개시일이 7개월 및 8개월 동안의 준설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시기는 기존의 통합 환경창에서는 홍수기에 준설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수기 준설을 배제한 경우에는 모두 홍수기 이후인 10월에 준설을 시작하여 

홍수기 이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준설관리를 위한 환경창은 대부분 해안·항만에서 어류와 조류 등 약 83종의 

생물에 대해서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다. 국내 하천관리를 위해서 그간 이용되지 않았던 

준설이 다기능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점에 준설을 통해 발생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창을 제시하였고, 하천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환경창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만 충실히 확보된다면, 하천은 물론 농업용 저수지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및 해결방안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준설사업 수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류, 조류, 시민만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준설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군 중에서 사회·환경적 중요도 및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

군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생물군에는 저서생물,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생물군 외에도 수변활동과 같은 사회적 인자와 수온과 토지이용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중치와 엔트로피 방법에 의한 가중치를 사용하였는데, 이보다는 AHP 및 Swing 

method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중치를 산정하여 통합 환경창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

둘째, 준설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군에 대한 다양한 시계열 자료가 구축

되어야 한다. 환경창은 그 목적이 준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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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준설이 해당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창을 수립

함에 있어서 시간적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환경창 대상이 되는 생물군에 대한 객체수 

변화, 생애주기 등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하천 환경은 4대강 사업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격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천

관리기법 역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하천에서 주로 적용하지 않았던 준설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준설은 대규모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중 

하나로서 사회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환경창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환경창 

제도와 같이 비구조적 방법은 친환경 준설장비를 개발하는 등의 구조적 방법에 비해서 

제도만 잘 정비된다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친환경 준설장비를 개발하면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환경창이 국내 하천관리를 위해서 도입된

다면, 5년에서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준설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국내에 기초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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