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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ral connectivity between a main channel and a former channel plays an integral role in maintaining 

ecological functions of stream-floodplain ecosystems. This study virtually restored the connectivity of the former channel, 

which is currently isolated by channelization, in the Mangyeong River, Korea. Fish habitat improvement after the connectivity 

restoration was evaluated using River2D, two-dimensional depth-averaged hydraulic modeling, depending on normal and 

flood flow conditions. Target fish species were crucian carp (Carassius auratus), which are known as lentic species, and pale 

chub (Zacco platypus), known as lotic species. The weighted usable area (WUA) of the two species was increased after the 

connectivity restoration: the two-way connection between the main and formal channels was more effective than the 

one-way connection. The result of the physical habitat simulation at a flood flow condition demonstrated an increased rate of 

the WUA than during a normal flow condition. In particular, the WUA of pale chub increased about four times on the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habitat availability of both lentic and lotic fish species will increase after a 

connectivity restoration, and a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 may be more effective. In addition, the restored formal 

channel would function as a shelter for fish during the flood season.

KEYWORDS: Former channel, Lateral connectivity, Physical habitat simulation, Two-dimensional hydraulic modeling

요  약: 하천 본류와 구하도 사이의 횡적 연결성은 하천-홍수터 생태계에서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차원 평균수심 유한요소 모형인 River2D를 사용하여 만경강에서 직강화로 인해 격리된 구하도의 연결성을 가상으로 복원하고 

평수기와 홍수기 조건에서 어류 서식처 변화를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 어종은 정수성 어종인 붕어 (Carassius auratus)와 유수성 

어종인 피라미 (Zacco platypus)를 선정하였다. 물리서식처모의 결과에 의하면, 연결성 복원 전후의 붕어와 피라미의 가중가용면적 

(weighted usable area, WUA)은 복원 후에 증가하였으며 양방향 복원이 일방향 복원보다 어류 서식처 복원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가중가용면적의 증가율은 평수기보다 홍수기에 더 높았다. 특히 피라미의 경우 홍수기에 구하도의 연결성이 양방향 복원되었을 

때 구하도 내의 가중가용면적이 복원 전 대비 약 4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결과 만경강에서 본류와 구하도의 

연결성이 복원되었을 때 정수성 어류와 유수성 어류의 서식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방향 복원보다 양방향 복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원된 구하도는 홍수기 때 어류의 피난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핵심어: 구하도, 횡적 연결성, 물리서식처모의, 2차원 수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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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 생태계에서 범람 파동 개념 (flood pulse 

concept)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하도와 홍

수터의 횡적 연결성 (lateral connectivity)을 기반으

로 한다. 하천에 서식하는 일부 생물의 생활사는 하

도와 홍수터에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수위 변동과 연

관되어 있다 (Kwak 1988, Miranda 2005). 특히 일부 

어류의 생활사는 본류와 홍수터의 횡적 연결성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진다 (Kingsford 2000). 이들 어류는 

수위가 높아졌을 때 홍수터로 이동하고 이곳에서 산

란 및 치어 성장과 같은 생식 활동을 하거나, 홍수기

간에 홍수터로 피난, 은신하고 다시 수위가 낮아지면 

본류로 돌아가서 생활사를 잇는다 (Ross and Baker 

1983, Turner et al. 1994). 

우리나라의 하천 대부분은 하천정비에 의해 인공

제방이 축조되었다. 또한 정비된 하천에서 대부분의 

홍수터는 본류와 단절되어 농경지, 주택지 등으로 이

용되고 있다. 본류 하도와 단절된 홍수터와 구하도는 

본류와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이 저해되어 물리 환경

이 변형된다 (Junk et al. 1989, Schiemer 2000). 이

처럼 본류와 단절된 홍수터와 구하도의 환경에서는 

어류 군집이 횡적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 비하여 교란

된 특성을 보이게 된다 (Erskine et al. 2005, Andrews 

et al. 2014). 따라서 본류 하도와 홍수터 또는 구하도

의 횡적 연결성 확보는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

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Tockner et al. 1999).

만경강은 유역면적 1,527 km
2
, 유로 약 77 km인 

하천으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서해로 유입된다 (K-water 2007). 만경

강의 하류 지역은 과거에 사행이 심하였으나 정비사

업으로 직강화되었고 현재 사행하도 구간이 본류와 

절단되어 제내지에 약 7개의 구하도 구간이 형성되

어 있다 (Hong et al. 2012). 이러한 구하도는 본류와 

연결성이 단절되어 어류가 본류와 구하도를 이동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경강에서 어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천의 본류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어류상 조사

가 이루어 졌으며 (Kim and Lee 1998, Lee et al. 

2008) 만경강의 구하도에 대한 어류 군집 연구는 

Kim et al. (2015)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현재 만경

강 구하도의 어류 군집은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어 

본류 어류 군집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구하

도는 매립이 진행되어 교란 정도가 심한 실정이다 

(Kim et al. 2015).

하천에서 어류에게 요구되는 서식지를 파악하고 

이를 하천 생태계 복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Bovee 1986). 최근에는 다양한 생물 모델링 기법

을 사용하여 생물 종의 분포 예측 또는 이들에게 필

요한 환경을 제시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특히, 수리 

모형과 물리서식처모의 (physical habitat simulation, 

PHABSIM)를 사용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는 

연구인 유량증진방법론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 IFIM)이 개발되었다 (Bovee 1986). 

이 방법론은 주로 생물에게 적합한 생태유량을 산정

하는데 사용된다. 최근에는 2차원 모형을 사용하여 

하천 내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 어도, 수제 등에 의한 

어류 서식처 변화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러한 연구는 생태유량 산정뿐만 아니라 서식지

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응용이 되고 있다 (Lee 

et al. 2010, Boavida et al. 2011, Chou and Chuang, 

2011, Baek et al. 2013, Boavida et al. 2013).

하천 본류와 홍수터의 횡적 연결성이 단절된 만경

강에서 본류 하도와 구하도의 연결성 복원은 구하도 

뿐만 아니라 본류에 서식하는 어류에게도 중요하다 

(Kim et al. 2015). 이러한 수리적 연결성을 복원하고

자 하는 전략 수립에서 어류 서식처로서 구하도의 수

리적, 생태적 기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만경강에서 본류 하도와 단절된 구하도

에서 1) 2차원 수리모형을 활용하여 구하도의 연결성

을 가상으로 복원한 후, 2) 평수기와 홍수기의 상황

에서 물리서식처모의를 수행하여 3) 수리적 연결성

을 복원하였을 때에 구하도에서 어류 서식처 가용성

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개황

연구 대상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석탄동의 제내지

에 위치한 습지형 구하도 (35°54‘ N, 126°58‘ E)를 

포함하여 인접한 만경강 본류 약 3.5 km를 연구지역

으로 선정하였다 (Fig. 1). 연구 대상지의 평균하상경

사는 1/2,100이었으며 하상재료는 주로 모래와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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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tudy area in the Mangyeong River. 
The dotted rectangles (R1 and R2) indicate lateral 
connectivity restoration locations. The thick dotted lines 
indicate river levee.

Fig. 2. Bed elevation of the study area in the Mangyeong 
River. Dotted circles indicate the connectivity restoration 
points. (a) before restoration, disconnected with the 
main channel; (b) one-way connectivity restoration; (c)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

(silt)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앙입경 (D50)은 0.038 mm

이었다 (RIMGIS 2012). 선정한 구하도는 수로 폭이 

약 40 m이고 하도 길이는 약 0.9 km이며 수변을 따

라서 수생식물 생육지와 개방수면이 잘 발달되어 있

었다. 구하도 주변 유역은 주로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복단면으로 정비된 만경강 본류는 

저수로 폭이 약 80 m로 넓었다. 연구 대상지의 본류 

하류에는 보가 설치되어 보 상류에 물가를 따라서 갈

대와 버드나무 식생이 잘 발달하였다. 제외지 고수부

는 물가에서 제방까지 농경지가 넓게 위치하였다. 구

하도와 본류의 연결성은 제방에 의해 격리되어 있었

으며, 구하도 하류단에 수문이 1개소 설치되어 있었다.

2.2 수리모의

본 연구에서 본류와 구하도의 수리를 모의하기 위

하여 2차원 평균수심 유한요소 모형인 River2D를 이

용하였다 (Steffler and Blackburn 2002). 이 모형은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홍수터 습지에 포함하는 하천

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모형이다. 또한 River2D를 

이용하면 이것의 보조 소프트웨어인 R2D_Bed와 

R2D_Mesh에서 생성된 지형 자료와 유한요소망을 

기반으로 어류의 물리서식처모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과 하상재료에 대한 River2D

의 입력자료는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RIMGIS 2012)

에서 얻었다. 지형 파일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R2D_ 

Bed를 이용하여 만경강 본류와 구하도의 연결성을 2 

가지 방법으로 복원하였다 (Steffler 2002). 즉 구하

도에서 수문이 있는 하류단의 한 곳만 연결하는 일방

향 복원 (one-way connectivity restoration)과 하류

단과 상류단 모두 복원하는 양방향 복원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을 복원의 시나리오로 산정

하였다 (Fig. 2). 복원 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연

결성이 단절된 복원 이전 현재 상황도 모의하였다.

만경강 유역의 중앙에 위치한 전라북도 완주군 삼

례읍 삼례리의 대천 관측소에서 수위자료 및 수위-유

량 관계식을 사용하여 만경강의 유황 분석 결과, 갈

수량 (Q355), 저수량 (Q275), 평수량 (Q185) 및 풍수량 

(Q95)은 각각 2.73, 6.63, 11.44 및 21.63 m
3
 s

-1
이었

다 (RIMGIS 2012). 하지만 대천 관측소에서 산출한 

수위-유량 관계식의 산출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

여 이 식을 이용한 유황분석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RIMGIS 2012). 그러므로 

수리모의에 필요한 유량 정보는 유황 자료 대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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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bility of daily discharge at the Daecheon flow 
measurement station, located on the upper part of 
study area, in the Mangyeong River. The daily 
discharge was collected from 2012 to 2014 (WAMIS 
2015).

평균 유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유량 자료는 연구 

대상지로부터 약 8 km 상류에 위치한 대천 관측소에

서 얻었다 (WAMIS 2015). 참고한 유량 정보는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유량자료이었다 (Fig. 3). 

모의 구간의 상류 경계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평수

기인 2015년 5월에 GPS 측량장비 (ProMark 700, 

Spectra Precision, USA)를 사용하여 상류 경계부터 

하류 경계까지 100－200 m 간격으로 수위를 측정하

였다. 측정된 경계수위와 조사 당시 일 평균 유량 

(18.66 m
3
 s

-1
)을 사용하여 수리모의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River2D에서 수리모의 보정을 위

한 매개변수인 유효조고 (roughness height)는 만경

강 하천기본계획 (RIMGIS 2012)에서 제공하는 하

상의 중간입경 (median particle size) 자료를 기반으

로 유효조고를 구하였는데, 중간입경에 5배를 곱한 

값을 최종적인 유효조고로 채택하였다 (Yalin 1977, 

Bray 1980). 수리모의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실측한 수위 값과 수리모의를 통해 얻어진 수위 

값으로 χ
2
 검정을 실시하였다.

만경강 구하도의 연결성이 복원 되었을 때 구하도

가 평수기 및 홍수기 때 어류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

을 보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에서 수리모의를 수행하

였다. 3년간 유량 자료를 기반으로 평수기 유량인 

18.66 m
3
 s

-1
과 홍수기 유량인 400 m

3
 s

-1
에서 수리모

의를 수행하였다 (Fig. 3). 그러므로 수리모의는 구하

도의 연결성 유무에 따른 3가지 경우와 유량 조건에 

따른 2가지 경우를 조합하여 총 6가지 경우를 비교 

분석 하였다.

2.3 어류 서식처 모의

River2D의 서식처모형은 1차원 모형인 물리서식

처모의 (PHABSIM)와 동일한 가중가용면적 (weighted 

usable area, WUA) 개념을 이용하였다.


  





×


(1)

여기서 Ai는 셀 i에 해당하는 유한요소의 면적이고, 

Ci는 셀 i에서의 복합적합도지수 (combined suitability 

index, CSI)이다. 복합적합도지수는 각 물리 환경에 

대한 서식처적합도지수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의 기본적인 곱셈법을 사용하였다.






×


×


(2)

여기서 

, 


 및 


는 각각 유속, 수심 및 

하도지수 (channel index)에 대한 서식처적합도이다.

Kim et al (2015)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만경강 본

류에는 피라미, 끄리, 밀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

식처 모의 대상인 구하도에는 붕어, 떡붕어, 대륙송

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어종은 상이한 환경을 선호하는 두 

어종으로서 유수 및 여울성 어류인 피라미 (Zacco 

platypus)와 정수 및 호소성 어류인 붕어 (Carassius 

auratus)를 선정하였다. 

유속과 수심에 대한 두 종의 서식처적합도지수는 

Fig. 4에 나타내었다. 피라미의 유속과 수심에 대한 

서식처적합도지수와 붕어의 유속에 대한 서식처적합

도지수는 Kang (2012)이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수심에 대한 붕어의 서식처적합도지수는 Kang 

(2012)의 것을 따르지 않고 Kang (201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0.3－2.0 m를 최적 수심으로 하는 이

분법 (binary method)으로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붕어는 수심이 얕은 하천부터 수심이 깊은 대형 하천

과 호소 등에 서식하는 종이다 (Kim and Park 2002, 

Kim et al. 2005). 하지만 Kang (2010)에서 붕어의 

서식처적합도지수는 최적 수심을 0.4－0.6 m로 산정

하여 이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최적 수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붕

어와 피라미는 하상재료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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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of Carassius auratus and Zacco platypus. The depth suitability of C. auratus was 
developed by the binary method based on Kang (2012), and the others refer to Kang (2012).

Fig. 5. Comparison of measured and simulated water 
surface elevation during the normal flow condition (Q 
= 18.66 m

3
 s

-1
). The solid line with the closed squares 

indicates the result of hydraulic modeling (River2D) and 
the grey rhombuses indicate the measured data. The 
result of χ

2
 tes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asured and simulated water 
surface elevation (P = 0.44).

기 때문에 하상재료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1.0로 설

정하였다 (Lee et al. 2012).

3. 결 과

만경강의 연구 대상지에서 일 평균 유량 18.66 m
3
 s

-1

을 기준으로 100－200 m 간격으로 총 20 개 지점의 

수위를 측정한 결과 상류단의 수위는 3.824 m이었으

며 하류단의 수위는 3.793 m로서 수위 차이가 적었

다. 측정된 수위를 사용하여 수리모의를 실시하였고, 

연구지역의 수위 실측 값과 모의 값의 차이는 최소 

0.000 m에서 최대 0.018 m이었고, χ
2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값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44) 

(Fig. 5).

물리서식처모의는 본류 하도와 구하도의 연결성 

복원 전, 일방향 복원 후, 양방향 복원 후의 세가지 

경우에서 붕어와 피라미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는데, 평

수기 유량인 18.66 m
3 

s
-1
과 홍수기 유량인 400 m

3 
s

-1

에서 모의 결과는 Fig. 6 및 Fig. 7과 같다. 평수기 

조건에서 붕어와 피라미의 가중가용면적은 각각 

132,772－139,228 m
2
과 21,212－22,318 m

2
로서 붕

어가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6). 두 종 모두 본류 하도에서 주로 양안을 

따라서 서식지가 적합하였다. 구하도에서 붕어는 하

안을 포함하여 하도를 따라서 적합한 서식지가 넓은 

반면 피라미는 하안을 따라서 적합한 서식지가 좁게 

분포하였다. 붕어의 가중가용면적은 복원 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모의 대상지 전체의 가중가용면적에 

대한 구하도 내 가중가용면적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

지 않았다 (Table 1). 반면 피라미의 경우 복원 전 가

중가용면적은 2,629 m
2
에서 일방향 복원과 양방향 

복원 시 각각 3,832 m
2
 및 4,725 m

2
로 증가하였으며, 

가중가용면적의 비율은 복원전 12.4%에서 양방향 



142 S.H. Kim et al.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15) 2(2): 137-146

Fig. 6. Combined suitability index (CSI) and weighted usable area (WUA) of Carassius auratus and Zacco platypus 
based on each restoration case under the normal flow (Q = 18.66 m

3
 s

-1
). The closed rectangles show CSI and 

WUA in the formal channel. (a) before restoration, disconnected with main channel, (b) one-way connectivity restoration 
and (c)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

복원 시 21.2%로 크게 증가하였다.

홍수기 조건에서 붕어와 피라미의 가중가용면적

은 각각 119,249－127,780 m
2
과 155,485－166,268 

m
2
로 피라미가 붕어보다 가중가용면적이 넓었다 (Fig. 

7). 본류 하도에서 두 종의 적합한 서식지는 주로 홍

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구간이었다. 특히 상류 부분의 

사행구간과 구하도 유입부에 적합한 서식지가 집중

되었다. 붕어는 구하도 내에서 하안과 하도를 따라서 

적합한 서식지가 넓었으며 평수기에 비해 가중가용

면적이 증가하였다. 피라미는 주로 구하도 내에서 침

수되는 구간을 따라서 적합한 서식지가 증가하였다. 

붕어의 가중가용면적은 복원 전과 복원 후를 비교하

였을 때 24,757 m
2
에서 일방향 복원과 양방향 복원 

시 각각 27,004 m
2
 및 29,490 m

2
로 증가하였으며 가

중가용면적의 비율은 복원전 20.8%에서 양방향 복원 

시 23.1%로 증가하였다. 피라미는 복원 전에 4,773 

m
2
이었으나 일방향 복원과 양방향 복원 시 각각 

13,154 m
2
와 20,193 m

2
로 크게 증가하였고 가중가

용면적 비율은 본원 전 3.1%에서 양방향 복원 후 

12.1%로 크게 증가하였다.

4. 고 찰

본 연구의 대상지인 만경강은 과거에 사행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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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bined suitability index (CSI) and weighted usable area (WUA) of Carassius auratus and Zacco platypus 
based on each restoration case under the flood flow (Q = 400 m

3
 s

-1
). Closed rectangles show CSI and WUA in 

the formal channel. (a) before restoration, disconnected with main channel, (b) one-way connectivity restoration and 
(c)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

Table 1. The percentage of weighted usable area (WUA) of the formal channel compared to the overall study area 
in the Mangyeong River. The value of each WUA is provided in Fig. 6 (Q = 18.66 m

3
 s

-1
) and Fig. 7 (Q = 400 

m
3
 s

-1
).

Simulation scenario Percentage of WUA (%)

Flow discharge (m
3
 s

-1
) Restoration alternative Carassius auratus Zacco platypus

18.66

Before restoration 17.0 12.4

One-way connectivity restoration 18.1 17.1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 18.0 21.2

400

Before restoration 20.8 3.1

One-way connectivity restoration 22.5 8.1

Two-way connectivity restoration 23.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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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었으나 직강화 사업으로 인하여 하도가 절단되

었고 제내지에 본류와 단절된 구하도가 형성되어 있

다 (Hong et al. 2012). 하천 생태계에서 본류 하도와 

홍수터가 단절되면 홍수터의 정상적인 생태 기능이 

상실되면서 본류와 홍수터에 서식하는 모든 어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Schiemer and Spindler 1989). 즉 본

류와 홍수터를 이동하는 특이한 생활사를 가지는 어

류 뿐만 아니라 하천 본류 또는 구하도에서만 서식하

는 어류 또한 영향을 받는다 (Andrews et al. 2014).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구하도는 본류와 전혀 다른 환

경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류 군집 또한 본류 하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류와 구하도의 연결

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Kim et al. 2015). 그러므

로 본 연구는 만경강에서 본류 하도와 격리된 구하도

의 횡적 연결성을 복원하였을 때 어류의 서식처가 어

떻게 변화되는지를 모의하였다. 특히 본류의 유수 환

경과 구하도의 정체수역 환경을 선호하는 피라미와 

붕어를 대상으로 물리서식처모의를 수행하였다.

만경강의 구하도에서 평수기에 복원 전후에 정수

성 어종인 붕어의 가중가용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다 

(Fig. 6). 그러나 홍수기에는 붕어의 가중가용면적은 

양방향 복원 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7). 구하도의 연결성이 복원되면 홍수 기간에 제내지 

구하도의 홍수터 일부가 침수되고 수심이 얕은 구간

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하도의 연결

성이 복원되면 구하도 홍수터가 홍수기에 붕어의 피

난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수성 어종

인 피라미의 경우 구하도의 연결성이 복원되면 평수

기 때 사용 가능한 서식지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현재 피라미는 만경강 본류에서 서식하고 

있으나 구하도에서 서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Kim et al. 2015). 따라서 구하도의 연결성 복원은 

피라미 뿐만 아니라 유수 및 여울성 어류의 서식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홍수기 

때 구하도에서 수심이 얕은 피난처가 형성되면서 피

라미의 가중가용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Fig. 7). 일반적으로 많은 어류는 정수 구간

과 같이 물 흐름이 크지 않는 곳에서 산란을 하기 때

문에 홍수터는 어류의 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urner et al. 1994). 또한 홍수터와 구하도는 

홍수기간에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하천에서 어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Welcomme 1979, 

Henning 2004). 한편 구하도 연결성 복원 방식에 있

어서 일방향 복원보다는 양방향 복원 시 홍수터의 침

수지역에 미세한 물의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원 

전보다 가중가용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하도의 연

결성이 어류 서식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복원 방식은 일방향 복원보다 구하도의 상류와 

하류를 모두 본류와 연결하는 양방향 복원이 더 효과

적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유량증진방법론은 물리서식

처모의를 사용하여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

태유량을 산정하는데 개발의 목적이 있었다 (Bovee 

1986). 하지만 최근에는 2차원 수리모형을 사용하여 

하천 내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과 인공 구조물에 의한 

어류 서식처 변화 및 개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제 설치에 따라 평수위

와 홍수위에 어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하천 내 다양한 물리환경에 따른 어류 

서식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oavida et 

al. 2011, Chou and Chuang 2011). 국내의 사례로는 

인공하도식 어도에서 어류 유입 효율에 대한 연구와 

도심하천에서 물리적 구조물에 의한 어류 서식서 개

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Lee et al. 2010, Baek 

et al. 2013). 또한 보 철거에 따른 하천의 지형 변화

와 어류 서식처 개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Im 

et al. 2011).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생태유량 산정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류 서식처가 어

떻게 개선되는지 연구한 논문으로 2차원 수리모형을 

사용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서식처모의 기법을 

평수기와 홍수기에 횡적 연결성 회복에 의한 어류 서

식처 개선에 대한 예측에 적용하였다. 

홍수터와 구하도는 어류의 치어생산성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Ross and Baker 1983, Turner et 

al. 1994). 하지만 연구 대상 종인 피라미의 경우 Sung 

et al. (2005) 에 의해 산란기 때 서식처적합도지수가 

제시 되었으나 본 연구지역은 대부분이 정수 구간이

어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 붕어 또한 국내외로 산란

기와 성어기에 대한 서식처적합도지수의 연구가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어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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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처적합도지수를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어종에 대한 서식처적합도지수

가 제시되면 실제로 만경강에 서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본류 하도와 구하도의 연결성 

복원 후 어류의 서식처 개선을 예측 및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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