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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을 활용한 대하천 정비구간 내 자연경관의 면적
변화지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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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landscape changes such as the water surface, the sandbar, and the riparian 
zone according to the four major river projects from 2009 to 2012, the satellite images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roject were analyzed in 16 stream sections (292.1 km). The degree of change in the area of each river was 
indexed (degree of alteration) and graded to identify the trend of change, and the changes in river landscape and major 
ecosystem impacts wer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water surface area, 42.33km2 increased 
from 55.29km2 before the project implementation to 97.62km2 after the project. The index of alteration was highest 
in Gumibo (2.18) and the lowest in Sejongbo (0.16). In the case of the sandbar area during the same period, 14.49km2 
decreased from a total of 15.19km2 to a total of 0.70km2. The index of alteration was highest in Baekjebo (1.00) and 
Hapcheon Changnyeongbo (1.00), and Seungchonbo (0.38) was the lowest. During the same period, the riparian zone 
area decreased from 56.13km2 to 28.86km2, decreasing by 27.27km2. Hapcheon Changnyeongbo (0.82) had the highest 
index of alteration and Sejongbo (0.15) had the lowest. Overall, the index of the sandbar and the riparian zone showed 
a larger change as the index of the water surface increased, and it was judged that the elevation of the management 
water level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weir and the dredging of the sandbar and veget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andscape change. Changes in river landscape can have a great effect on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and species distribution, so long-term and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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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수면, 사주, 수변공간 등 경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보 하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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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하천에서 교란은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등의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며(Picket and White, 1985), 이․치수 목

적의 하천 정비, 대규모 구조물 설치, 골재 채취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2;

Jang et al., 2008). 특히 댐, 보 등과 같은 하천의 횡적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량과 유사 변화는 하도 내 사주의 이동성을 둔

화시키고하천지형과 식생분포등하천경관에도커다란변화

를 가져오게 된다(Choi et al., 2004; Gordon and Meentemeyer,

2006).

그동안 인위적인하천교란에따른경관변화연구는주로댐

하류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하류 하천의 수

문학적 변화에 따른 하천 지형 및 식생 변화 위주로 다수 진행

되었다(VanLooy and Martin, 2005; Gordon and Meentemeyer,

2006; William, 2006; Park et al., 2008; Stefano et al., 2011;

Kong et al., 2012; Kellogg and Zhou, 2014; Im et al., 2015;

KICT, 2017; Sanyal, 2017). 그러나 하천 구간에 보 설치, 준설

등 인위적인 정비를 시행한 후 발생되는 하천 경관 변화를 비

교 분석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하천인 한강, 금강, 영

산강, 낙동강 본류 구간에 대해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하

천 경관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16개

의 보를 설치하여 하천의 수량과 홍수 소통 기능을 확보하였지

만 강의 흐름이 저하되었고, 준설과 수변공원 조성과 같은 둔치

개발로 하천 토지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Yun, 2014). 이러한

현상은 사업의 원래 목적과 상반되는 생태 측면의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Lee et al., 2019).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생

태계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저서성 대형무척

추동물, 어류, 식생 등 생물상 변화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시행

해 왔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 2017년부터는 각 수

계별로 일부 보 구간에 대해서 완전 또는 부분 개방을 시범적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방 이후의 하천 경관 변화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http://water.nier.go.kr/bo), 4대강

살리기 사업 전과 후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 변화를 분석한 연

구는 미흡하다. 특히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보 상시 개방, 철거방안 등이 꾸준히 논

의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하천 정비와 관리 방안 마련을 위

해서는 사업 전, 후의 다양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하천 자연경

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에

건설된 16개 보 구간을 대상으로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주요

하천 경관 요소인 수면, 사주, 수변공간의 면적 변화와 변화지

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변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하천 경관 변화와 주요 생태계 영향 현상에 대한 인과관

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4대강 정비사업 직전인 2008년과

사업 후인 2016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사업 완료 후 하

천관리 및 보 운영이 시행되었는데, 2017년 이후로 수계별 일

부 보를 개방 운영하는 등 하천 구간별 관리 조건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하천 정비에 따른 경관 변화를 상대적으로 비교․분

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방 운영 직전까지 통상적인 관

리가 이루어진 2016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92.1km)에 대해 사업 시행 전인 2008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위성영상을 분석하였다. 하천별 면적변화 정도를 지수화

(degree of alteration) 및 등급화하여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하천 경관 변화와 주요 생태계 영향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수면적의 경우 사업 시행 전에는 총 55.29km2에서 사업 시행 후 총 97.62km2로 42.33km2가 증가하였다. 
변화지수는 구미보(2.18)가 가장 높았으며, 세종보(0.16)가 가장 낮았다. 동일 기간 사주 면적의 경우, 총 15.19km2에서

총 0.70km2로 14.49km2가 감소하였다. 변화지수는 백제보(1.00)와 합천창녕보(1.00)가 가장 높았으며, 승촌보(0.38)가
가장 낮았다. 동일 기간 수변공간의 면적은 총 56.13km2에서 총 28.86km2로 27.27km2가 감소하였다. 변화지수는 합천창

녕보(0.82)가 가장 높았으며, 세종보(0.15)는 가장낮았다. 전반적으로 사주 및 수변공간의 변화지수는 수역의 변화 지수가

클수록 큰 변화를 보였으며, 보 건설 후 관리수위 상승과 사주, 식생대의 준설이 경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천경관 변화는 생물 서식환경과종분포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주제어: 하천 식생, 하천 교란, 변화지수, 변화 등급, 원격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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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는 한강, 금강, 영산강과 낙동강의 16개 보가 설

치된 상 하류 총 292.1km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구간별

종적인 범위는 상류에 위치한 보 직하류부터 하류에 위치한 보

지점까지로 하였다. 수계별 최상류에 위치한 보의 경우 수위

영향 구간인 상류의 유입하천합류부로부터 보 지점까지로 설

정하였다(Fig. 1; Table 1).

2.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경

관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3단계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먼저, 16개 보 하천 구간의 사업 시행 전, 후 위성사진

을 수집하여 하천 경관의 면적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다음, 각

하천 구간별 경관의 면적변화 정도를 지수화하고, 변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천 경관 변화분석 결과와 주요 생태

계 영향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고려한 장래 하천관리 방

향에 대해 제시하였다(Fig. 2).

Table 1. Analysis area

River� basin� Weir� name1
Analysis� reach

Start�∼� End Length� (km)

Han� River

H-GC Seom� River� confluence�∼� Gangcheon�weir 11.7

H-YJ Gangcheon� weir�∼� Yeoju� weir � 9.8

H-IP Yeoju�weir� ∼� Ipo� weir 11.7

Geum� River

G-SJ Miho� River� confluence�∼� Sejong� weir � 8.0

G-GJ Sejong� weir�∼� Gongju�weir 18.7

G-BJ Gongju� weir�∼� Baekjae� weir 23.4

Yeongsan� River
Y-SC Gwangju� River� confluence�∼� Seungchon� weir 12.4

Y-JS Seungchon� weir�∼� Juksan�weir 19.1

Nakdong� River

N-SJ Yeong� River� confluence�∼� Sangju� weir 13.0

N-ND Sangju� weir�∼� Nakdan�weir 14.9

N-GM Nakdan� weir�∼� Gumi�weir 18.1

N-CG Gumi� weir�∼� Chilgok�weir 11.7

N-KG Chilgok� weir�∼� KangjeongGoryung� weir 27.3

N-DS Kangjeong�Goryung� weir� ∼� Dalsung�weir 20.4

N-HC Dalsung�weir� ∼� Hapchun� Changnyung� weir 29.0

N-CH Hapchun� Changnyung-bo�∼� Changnyung� Haman-bo 42.9

1� GC,� Gangcheon� bo;� YJ,� Yeoju� bo;� IP,� Ipo� bo;� SJ,� Sejong� bo;� GJ,� Gongju� bo;� BJ,� Baekjae� bo;� SC,� Seungchon� bo;� JS,� Juksan� bo;� SJ,�

Sangju� bo;� ND,� Nakdan� bo;� GM,� Gumi� bo;� CG,� Chilgok� bo;� KG,� Kangjeong� Goryung;� DS,� Dalsung� bo;� HC,� Hapchun� Changnyung�

bo;� CH,� Changnyung� Haman� bo.

Fig.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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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항목과 범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피복분류작업을 수행할경우, 위

성영상의 공간 해상도가 높으면 세밀한 분류작업이 가능하지

만, 공간 해상도가 낮으면 물, 초지, 나지 등과 같은 대표적인

토지 피복 분류에 적합하다(Campbel and Wynne, 2011). 본

연구에서도 광범위한 하천경관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면

서 활용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분류가 용이한 수면, 사주, 수변

공간의 면적을 분석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수면은 수역과 육역의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게 하고, 수질,

수생태계 건강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천 경관의 기본요

소이다. 사주는 하도 내에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톱, 하중도 등으로서 하천의 물질이동,

축적과 자정, 생물 서식처 기능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Jang

and Shimizu, 2007; Kinzel et al., 2009). 수변공간은 수역과제

내지 간 완충 기능을 하는 지대로 식생대와 육상 동식물이 서

식하고, 인간의 친수, 레저활동도 행해질 수 있는 공간이다

(Gregory et al., 1991).

분석 범위는법적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하

천구역은 하천법에 따라 수역과 둔치부 및제방 등 하천시설을

포함한 공간이다. 제방이 없는 하천에서는 계획홍수위가 올라

가는 범위까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중이다. 하천 경

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는 하천법상 하천구역과 주변제내

지의 토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하천 제내지의 경관

은 인위적 하천 정비에 따른 영향보다 태풍, 홍수, 가뭄 등과

같은 기상 현상, 자연 천이외에 인문사회활동, 토지이용 변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2; Kwon and Cho, 201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시 인위적인 준설, 보‧제방 설치 등

이 주로 이루어진 구간의 경관 변화 분석이 목적이므로제외지

하천구역을 분석 범위로 한정하였다(Fig. 3).

� � �

Fig. 2. Research process

Fig. 3. Analyzing factors and scope of river zone



반권수 : 위성영상을 활용한 대하천 정비구간 내 자연경관의 면적 변화지수 분석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2호(2021년 6월)� � 117

3) 위성영상 분석
하천 경관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은 사업 시행 전인 2008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위성영상을 통해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무료로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상도가 우수하여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Sentinel 2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Sentinel 2는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 2015년

6월과 2017년 3월에 각각 발사되어 운영중인 과학위성으로 다

중분광 센서로 13개의 밴드를 동시 촬영한다(ESA, 2021).

Sentinel 2 영상이 2015년부터 지원되었음을 고려하여 사업 시

행 이전인 2008년의 영상은 Google Map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활용하였다. 위성영상 분석은 계절 변화, 방류량 변화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수위변화폭이 크지 않은 갈수

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하였다.

위성영상의 처리 과정은 ENVI 5.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위성영상의 파장대별 특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수

면, 사주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수변공간은 동일 구간내

수면, 사주 면적을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수면적을 분석할대역

은 8번채널을 이용하여 어둡게 표현되는 영역을 분석하고, 사

주 면적은 2번과 8번 채널의 신호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선

택하여 분류하였다. 하천사업 시행 전․후의 상대적인 하천 경

관 변화 경향을 분석하는 목적으로충분한 정도를 확보하고 있

다고판단되며, 광범위한 하천구간의 면적 분석을 고려하여 분

석 결과는 km2의 단위로 제시하였다(Fig. 4).

4) 변화지수(Degree of Alteration)
사업 시행 전․후의 수면, 사주, 수변공간 면적을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수치로 산출할 수는 있지만 하천별로 분석구간과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무차원화 또는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정도

를 지표로 나타낼수 있는 변화지수(degree of alteration)를 도

입하여 분석하였다(Richter et al., 1996 ; Park et al., 2008). 하

천 경관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면, 사주, 수변공간의 면

적 변화 정도를 식 (1)과 같이 지수화하고 등급화하였다.

 

  
(1)

여기서 D는 변화지수(degree of alteration), Apost(post weir

construction)는 보 건설 후, Apre(pre weir construction)는 보

건설 전 수면, 사주 등의 면적이다. 변화지수의 절대값이 클수

록변화 정도가높고, 0에 가까울수록변화 정도가낮다. 즉, 변

화지수 절대값이 높을수록 인위적인 교란 정도가 높음을 나타

낸다. 양수의 경우는 증가의 추세를 음수의 경우는 감소 추세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 사주, 수변공간 면적의 변화

정도를 변화지수의 절대값이 0∼0.33 범위일 때 “낮은 변화

(low alteration; L)”, 0.33∼0.67은 “중간 변화(moderate

alteration; M)”, 0.68 이상은 “높은 변화(high alteration; H)”

로 분류하였다(Richter et al., 1996 ; Park et al., 2008).

Ⅲ. 결과 및 고찰

1. 하천 경관의 면적 변화

4대강 사업에 따른 16개 보 구간별 수면, 사주, 수변공간의

면적 변화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면적의 경우 사업 시

행 전인 2008년에 총 55.29km2에서 사업 시행 후인 2016년에

총 97.62km2로 42.33km2(76.6%)가 증가하였다. 모든 하천 구

간에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한강은 3.90km2(64.5%),

Satellite� image Water� surface Sandbar

a.� Pre� constuction� (2008� yr)

Satellite� image Water� surface Sandbar

b.� Post� construction� (2016� yr)

Fig. 4. Analysis of river landscape change
The� figure� above� is� the� analysis� process� for� the� Gumi� weir�

reach� (Nakdan� weir� ∼� Gumi� weir)� of� the� Nakdong� River,� and�

16� reachs�were� analyzed� in� the� same�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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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은 4.07km2(42.6%), 영산강은 4.18km2(126.7%), 낙동강은

30.18km2(82.9%)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사주 면적은 총 15.19km2에서 총 0.70km2로

14.49km2(95.4%)가 감소하였다. 승촌보를 제외한 15개 보 하

천 구간 전반에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천별 사

주 면적은 한강은 0.92km2(84.2%), 금강은 0.57km2(96.8%),

영산강은 0.01km2(83.4%), 낙동강은 12.98km2(96.2%) 감소하

였다.

같은 기간 동안 수변공간 면적은 총 56.13km2에서 총 28.86

km2로 27.27km2(48.6%)가감소하였다. 모든하천 구간에서감

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하천별 수변공간 면적은 한강은

2.99km2(25.6%), 금강은 3.38km2(38.3%), 영산강은 4.16km2

(65.8%), 낙동강은 16.74km2(57.19%) 감소하였다.

2. 하천 경관 면적의 변화지수 분석

사업 시행 전후의 수면적에 대한 평균 변화지수는 0.93으로

구미보(2.18)가 가장높았으며, 세종보(0.16)가 가장낮았다. 하

천별 평균변화지수는 한강(0.66), 금강(0.40)은 중간 정도(M)

변화 등급이었으며, 영산강(1.12), 낙동강(1.14)은 높은 정도

(H) 변화 등급을 나타냈다. 보 구간별 변화지수 분석결과, 높

은 정도(H) 등급은 9개 구간으로 구미보, 상주보, 낙단보, 죽산

보, 칠곡보, 백제보, 이포보, 강정고령보, 여주보순이었다. 중간

정도(M) 등급은 5개 구간으로 합천창녕보, 승촌보, 창녕함안

보, 강천보, 달성보순이었다. 낮은 정도(L) 등급은 2개 구간으

로 공주보, 세종보 순으로 분석되었다(Fig. 5).

사주 면적에 대한 평균 변화지수는 —0.81로 백제보(—1.00)

와 합천창녕보(—1.00)가 가장 높았으며, 승촌보(0.38)가 가장

낮았다. 하천별평균변화지수는한강(—0.87), 금강(—0.89), 낙

동강(—0.96)은높은 정도(H) 등급을 나타냈고, 영산강(—0.28)

은 낮은 정도(L) 변화 등급을 나타냈다. 보 구간별 변화지수

분석 결과, 높은 정도(H) 등급은 15개 구간으로 전 구간에서

변화 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백제보, 합천창녕보, 구

미보, 상주보, 강정고령보, 여주보, 칠곡보, 낙단보, 죽산보, 강

천보, 공주보, 창녕함안보, 달성보, 세종보, 이포보순이었다. 중

간 정도(M) 등급은 승촌보만 해당되었다(Fig. 6).

수변공간 면적에 대한 평균변화지수는—0.50으로합천창녕

보(—0.82)가 가장높았으며, 세종보(—0.15)는 가장낮았다. 하

Table 2. Analysis results of river landscape change factors

Area� of� change

River� sites

Water� surface� (km2) Sandbar� (km2) Riparian� zone� (km2)

Pre� impact

(2008� yr)

Post� impact

(2016� yr)

Pre� impact

(2008� yr)

Post� impact

(2016� yr)

Pre� impact

(2008� yr)

Post� impact

(2016� yr)

Han

River

H-GC 2.37� � 3.44� 0.14� 0.0088� 2.47� 1.53�

H-YJ 1.92� � 3.30� 0.46� 0.013� 2.28� 1.35�

H-IP 1.76� � 3.21� 0.49� 0.15� 6.92� 5.80�

Geum

River

G-SJ 2.09� � 2.43� 0.041� 0.01� 1.57� 1.34�

G-GJ 3.98� � 4.69� 0.089� 0.0083� 2.87� 2.25�

G-BJ 3.48� � 6.50� 0.46� 0.0008� 4.39� 1.86�

Yeongsan�

River

Y-SC 1.16� � 1.90� 0.0013� 0.0018� 1.72� 0.98�

Y-JS 2.14� � 5.58� 0.015� 0.0009� 4.60� 1.18�

Nakdong

River

N-SJ 1.40� � 3.86� 1.37� 0.017� 1.66� 0.55�

N-ND 1.80� � 4.84� 1.64� 0.058� 1.93� 0.47�

N-GM 1.97� � 6.27� 2.46� 0.03� 2.83� 0.95�

N-CG 3.66� � 7.95� 2.77� 0.09� 3.49� 1.88�

N-KG 6.18� 10.93� 0.77� 0.012� 6.35� 2.37�

N-DS 6.02� 8.22� 0.47� 0.06� 6.08� 4.28�

N-HC 6.06� 10.10� 1.47� 0.0032� 3.15� 0.57�

N-CH 9.30� 14.40� 2.54� 0.24� 3.82� 1.50�

Sum 55.29� 97.62� 15.19� 0.70� 56.13�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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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별 평균변화지수는 한강(—0.32), 금강(—0.31)은낮은 정도

(L) 등급을 나타냈고, 영산강(—0.59), 낙동강(—0.61)은 중간

정도(M) 변화 등급을 나타냈다. 보 구간별 변화지수 분석 결

과, 높은 정도(H) 등급은 3개 구간으로합천창녕보, 낙단보, 죽

산보 순이었으며, 중간 정도(M) 등급은 9개 구간으로 상주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백제보, 칠곡보, 승촌보, 여주

보, 강천보순이었다. 낮은 정도(L) 등급은 4개 구간으로달성

보, 공주보, 이포보, 세종보 순으로 분석되었다(Fig. 7).

3. 하천경관 변화와 주요 생태계 영향 고찰

수면적의 변화와변화지수 분석결과, 16개보 하천 구간에서

모두증가하였고, 변화 등급이중간 정도(M) 이상인 구간이 14

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면적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4

대강 사업시 하도 내 홍수 소통 및 물 확보를 위해 시행한 준

설로 인한 하도 지형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판단되었다. 4대

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본류에 0.4∼3.9m의 홍수

위 저감을 위해 하천별로 평균준설깊이 한강 0.2m, 금강 0.2m,

영산강 0.6m, 낙동강 1.3m로 계획하여 총 5.7억m3의 준설을실

시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보로 인한 하천별

관리수위 상승도 수면적 증가의 큰 원인으로판단되었다.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을 통해

16개보 상류 주요 지점의 2008년과 2016년의 11월의 하천 수위

를 확인한결과, 평균 5.0m가량수위가상승되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Fig. 8). 이는 준설로 깊어진 수심뿐만 아니라, 보 설치

후 관리 수위 상승 등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판단되었다.

수면적의 증가는 수역의체적 증가를 의미하며 어류, 저서생

물 등 많은 생물의 서식공간이 증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보 설치로 인한 유속의 변화는 서식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대강 사업 후 전 지역에서 어류의 우점종이 누치

(Hemibarbus labeo), 끄리(Opsariichthys uncirostris),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됭경모치(Microphysogobio jeoni)
등으로 확인되었는데,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된 수역에 서식하

Fig. 5. Analysis result of the water surface alteration

Fig. 6. Analysis result of the sandbar alteration

Fig. 7. Analysis result of the riparian zone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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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수성 어종의 경우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유수성

어종은 대부분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류의

경우도 사업 이전과 비교하여 물에서 서식하는 수조류가 전반

적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주로 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등과 같

은 수면성 오리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a). 그리고 4대강 보 설치구간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주로

서식하는 유수성 종인 강도래(Kamimuria tibialis), 날도래

(Trichoptera), 하루살이(Ephemeroptera) 등의출현종수도감

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

사주 면적의 변화와 변화지수 분석 결과, 승촌보를 제외한

15개 보 구간에서 모두감소하였고 변화 등급이높은 정도(M)

로 분석되었다. 사주 면적이 크게 감소된 원인은 공통적으로

하도 준설과 수위 변화에 따른 수역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수면적 증가에 따른 상충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발표된 4대강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시행 전에

하도 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하중도, 모래톱 등의 미소 서

식처가 준설로 인해 제거되어 하안 형태가 단순화되고, 모든

수계에서 하안 길이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b). 단순화된 하안 공간은 통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낙동강에서 다른 하천보다 사주 면적이

크게감소한것으로 나타났는데, 낙동강은 하상에 모래 비중이

매우 높은 하천으로 준설로 인한 수중 모래 서식처의 변화가

자갈하상이 많은 다른 수계에 비해높았을것으로판단되었다.

하천의 하중도와 얕은 수중 모래 지형은 물새류의 중간기착지

로 이용되고(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3),

수생태계 에너지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세조류와 플랑

크톤, 수서곤충, 식물, 어류, 포유류 등의 다양한 생물에도중요

한 서식처로 이용되는 곳(Thorp, 1992; Hohensinner et al.,

2004)으로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하천 관리시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Im et al., 2015. 재인용). 예외로

승촌보 구간만 사주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산강 사

업 시행 전에 사주의 분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사업

시행 후 구하도 물길 복원시 노출된 사주의 증가로 인한 결과

로 판단되었다.

수변공간 면적의 변화와 변화지수 분석 결과, 16개 보 구간

에서 모두감소하였다. 전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수변공간 면적

이 감소된 것도 하도 준설과 수위 상승에 따른 수역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판단되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

대강 둔치 내의 경작지를 정리하여 비료․농약 등의 비점오염

원 유입을 근원적으로차단하며,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 다양성

을 확보할수 있도록수변공간 조성을 계획하였다. 수변공간의

조화로운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친수․복원․보전 지구로

구분하여 보전과 복원지역은 친수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친수 지구에는 운동, 위락 등 인공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 수변공간은 둔치공원, 초지 및 제방 등을 포함하며, 하

천구역 내 자연적, 인위적으로 형성된 완충공간으로 동식물의

a.� Han� river� (Namhangang� br.)

b.� Geum� river� (Geumgang� br.)

c.� Yeongsan� River� (Naju� br.)

d.� Nakdong� River� (Samunjin� br.)

Fig. 8. Comparison of water levels in November at major points
of four river (2008 yr and 2016 yr)

Source:�WAMIS(http://www.wa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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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서식공간이자 인간의 친수문화 레저활동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천 사업시 하도 준설로 인해 기존의 일부 자연

식생이훼손되고, 제방, 호안부 및 수변공원에 시행된 인위적인

수목식재, 씨딩 등으로 새로운 식재종이 증가하는 등 교란도

발생하였다. 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수역, 사주 구간외육상 동

식물 서식공간의 세부적인 양적, 질적 변화는 별도의 정밀한

수생태계 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수면적의 변화지수가 큰 구간은 사주 면적과 수

변공간 면적의 변화지수도 큰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히

하천 지형뿐만아니라, 점진적으로 유사와 식생의균형 관점에

서도 하천 경관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보 운영

에 따른 수위 조절로 홍수기 침수, 이동 등 주기적․비주기적

교란에 의한 하천식생의순환천이(cyclic succession) 기회가감

소하여 장기적으로는 댐으로 조절되는 하류 하천 사례와 유사

하게 하도 내 안정 식생역으로의 육역화, 수림화 등이 진행되

어 향후 하천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 내

인공구조물인 보를 설치함에 따른 유량과 유사량 변화는 주기

적인 홍수시 발생하던침식, 퇴적 등 하천의 자연적인 교란 기

회를 감소시켜 점진적으로 이동상 사주인 모래톱의 이동성을

둔화시키고, 버드나무 등의 이상 증식으로 하도 내 수림화 등을

촉진(Lee et al., 2007)할수 있으므로 하천구조물의 운영에맞

추어 하도 내 유량, 유사, 식생균형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하천 구간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하천 경관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6개 보 하천 구간(292.1km)에 대해 사업

시행 전․후의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주요 경관요소인 수면,

사주, 수변공간의 면적 변화를 각각 분석하고, 변화 정도를 지

수화(degree of alteration) 및 등급화하여 하천 경관의 변화 경

향을 파악하고, 하천 경관 변화와 주요 생태계 영향 현상에 대

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사주 및 수변공간 지역의 변화 지수

는 수역의 변화 지수가클수록함께큰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

한 원인은 조사구간의 연장차이, 보 건설 후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수면적 증가도 있으나, 사업 시행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

되어 있었던 사주, 식생대의 준설이 수면 증가에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다른 수계에 비해 낙동강 보 구간

의 변화지수가 전반적으로 컸는데, 사업 시행 전 존재했던 넓

은 모래톱, 습지 등이 대규모로 감소하여 미소 생물 서식공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보 건설, 하도 준설 등 4대강 사업에 따른 하

천의 주요 생태 경관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변화 정도를 분석

하여 중장기적인 하천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 가능

할것이다. 16개 보 하천구간 전체에 대해 하천 정비 전과 후의

하천 경관 변화 정도를 변화지수를 통해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를 시도한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보를 개방

운영 중인 일부 하천구간에서 하천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천 경관 측면의복원지향점을 설정하기 위

한 연구로써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분석과정에서 위성영상 구득의 한계로 사업 시행 전․후

의활용 위성영상차이에 따른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이존재하

며 각 수계별, 하천 구간 전반의 상대적인 변화 정도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래에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구축된 위성영상을 통해 하천 정비 전․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득하거나, 사업 시행 전부터드론영상을 지속적으

로촬영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하천 경관분석이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면적인 변화 외에 하천 내 미지형,

생물상 변화와 유량, 유속 등 수리적 조건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장래 하도 변화 예측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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