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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ained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habitat structures based on the aerial photographs (1948, 1967, 1973, 1989 and 2010) 

of the mid-stream reach of the Mangyeong River. The habitat structure was divided into landforms and aquatic habitats. The landform 

was classified into bare land, vegetated land, water surface, farmland and artificial land. The aquatic habitat was classified into natural 

riffle, artificial riffle, run, head wando, tail wando, mid wando, pond and chute channel. The ratio of bareland decreased, and water 

surface and vegetated land increased after the excavation in 1970s and since the construction of weir in 1980s. As historical changes of 

aquatic habitat, ratio of run decreased sharply while mid wando increased sharply. aquatic habitats such as head wando, tail wando, and 

pond located on bars decreased dra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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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설치로 인한 만경강 중류의 하천지형과 서식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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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만경강을 대상으로 항공사진(1948, 1967, 1973, 1989, 2010)을 이용하여 서식처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에 

따른 서식처 구조 변화를 설명하였다. 서식처 구조는 지형과 하도서식처 중 물이 있는 서식처로 구분되었으며, 지형은 나지, 식생부, 수면부, 경작

지, 교란지로 분류하였으며, 하도서식처는 자연여울, 인공여울, 평여울, 머리완도, 꼬리완도, 중앙완도, 못, 첩수로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하여 백

분율로 비교하였다. 1970년대 골재채취와 1980년대 보 설치로 인하여 나지는 소멸되고 수면부와 식생부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평여울은 급격

하게 감소한 반면, 흐름이 다소 정체되어 습지와 유사한 중앙완도 서식처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나지와 식생부 위에 존재하는 머리

완도, 꼬리완도, 못과 같은 서식처는 보 설치 이후 사라지거나 일부만 남아있다. 본 연구는 생태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향후 교란에 따

른 하천 환경의 잠재력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항공사진, 지형, 하도서식처, 보, 만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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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물은 생애주기나 생활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식처의 

유형이 다르다. 대부분의 수서곤충은 산란을 위하여 본류의 

여울이나 자갈사주를 이용하고, 잠자리류와 같이 수역이 정

체된 곳에서 생활하는 곤충의 유충이나 조개류는 주로 식생에 

둘러싸인 습지나 웅덩이에서 발견된다. 또한, 동일 어류라고 

할지라도 생애주기에 따라서, 소에서 먹이를 먹고, 휴식이나 

치어기 때는 backwater(사주의 상·하류에 본류와 연계되는 

웅덩이)에서 생활하며(Scott and Nielsen, 1989), 산란은 여울

에서 하기도 한다(Gordon et al., 2004). 이렇게 하천에서의 

서식처 다양성은 생물다양성과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식처는 하천복원사업에서는 조성 대상이 

되며 하천평가에서는 평가 항목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1994년 양재천 자연형 하천복업사업을 시작으

로, 전주천, 안양천, 오산천, 경안천, 청계천 등 전국적으로 하

천복원사업이 실시되었다(Lee et al., 2012). 하천복원사업에

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고수부지 친수 공간 조성, 사

주, 여울과 소(riffle & pool), 습지와 같은 하도내 서식처 조성, 

식생호안 정비 및 고수부지 식재와 같이 다양한 서식처를 조

성하였다(ME, 2016a). 한편, 하천의 자연성 및 건강성 지표를 

산정하는 하천건강성평가 항목의 하나인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에서는 종횡사주, 하도 특성의 자연성, 유속 다양성 등을 

이용한 지수를 산정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다

(ME, 2016b). 

서식처 구조와 같은 하천 지형은 직강화, 준설, 제방설치, 

댐이나 보 건설 등 다양한 인공적인 영향에 의하여 변화한다. 

댐이나 보와 같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유량 변화는 범람을 방

지하고 용수공급 및 전력 생산 등 다양한 인간 활동에 기여하

는데 반해, 구조물 하류 생태계는 교란의 크기와 빈도가 감소

하여 사주 지형의 감소, 여울과 소의 소실, 홍수터의 육역화와 

같은 서식처의 질적·양적인 저하를 야기한다. 그래서 지속가

능한 생태적인 하천관리 실현을 위하여 종래와 같은 하천복원

사업을 통한 인공적인 서식처 조성이 아닌, 환경유량이나 환

경유사량 산정을 통한 유역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Takemon, 2010). 해당 하천이 가지는 잠재적인 지형적 수리

적 특성을 토대로, 평면 형상 및 서식처 구조를 분석하고, 복원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유량이나 유사

량 증가나 하폭 변화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하천생태계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하다. 서식처 구조는 

생물다양성과 상관성이 높은 동시에,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을 이용하여 관찰이 가능하고, 생물조사가 어려운 과거의 하

천 환경을 유추하여 하천의 변화 양상 및 잠재적인 하천 특성

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초기 하도내 서식처의 구분은 주로 

여울-웅덩이(riffle-pool), 평여울(run) 등 육안으로 구별 가능

한 서식처 위주였으나(Jowett, 1993), 이후 하천 본류내 (사주 

포함) 서식처를 수심이나 유속과 같은 수리적 특성이나 영상

자료, 범람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Shoffner and Royall 

(2008)과 Newson and Newson (2000)은 surface flow를 이용

하여 서식처의 유형을 분류하였고(backwater, pool, glide, 

chute, run, riffle 등), Hohensinner et al. (2011)은 영상자료를 

이용해서 본류와의 연결 유무, 유량별 범람유형 등(side arms, 

backwaters, isolated water bodies 등)으로 서식처를 분류하여 

시간에 따른 다뉴브 하천의 서식처 순환 과정을 설명하였다. 

Choi et al. (2018)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중규모 단위인 하

천 평면 지형 (직렬하도, 병렬하도 등)을 분류하고, 서식처 다

양성(riffle, pool, tail wando, head wando, active pond, 

terrace pond 등)을 기준으로 지형을 평가하여, 잠재적으로 생

물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형 목표상을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지형 변화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유사량을 제안하였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서식처 구

조의 분류는 촬영시기 및 수문학적 조건에 따라 면적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 되는 영역을 기

준으로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축척된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변

화를 평가하는데 용이하여 하천의 지형 변화를 분석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Ho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보가 다수 건설되어 있는 만경강을 대상으

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서식처 구조를 분류하고, 보로 인한 

서식처 구조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잠재적인 만경강의 하천 환경을 고찰하고 하천관리 방향을 

제안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원등산에서 발원하여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과 합류한 뒤 만경평야를 관류하여 서

해로 유입되는 유역면적 1,527.1 km2, 유로연장 77.4 km 하천

이다(MOLIT, 2012). 과거 만경강은 감조하천이며 구간이 긴 

자유곡류하천으로 밀물때에는 만경강 하구에서 상류쪽으로 

조수가 거슬러 올라와 현재의 삼례교 주변까지 조수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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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나, 1920년대 이후부터 도수로 정비 및 직강화 등의 사

업이 진행되었으며 70년 이후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

기 위하여 만경강 본류에 만경제수문을 설치하여 조수의 영향

을 막고 농업용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Cho, 2007). 만경강 

유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251.4 mm이며, 유역의 평균경사

는 17.5%로 매우 완만하고 하천에 인접하여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며, 만경강의 중류부, 전주천의 중류부 및 상류부는 하

천연변을 따라 도시 및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하상은 만

경강 본류의 전주천 합류점 하류구간은 실트 및 점토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상류 구간은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MOLIT, 2012).

본 연구의 대상 구간은 마근보(봉동교 직전 상류, No. 

106+240)에서 삼례취입보(전주천 합류 직후, No. 70+145)

까지 약 9 km 구간이다(Fig. 1). 대상 구간내에는 8개의 보(삼

례취입보(삼례교), 단암야보, 벌덕보, 하리보, 장자보, 구만하

보, 구만리보, 마근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두 개의 지류하천

(소양천, 전주천)의 합류점이 존재한다. 대상구간의 갈수량

은 2.73 m3/s, 저수량은 6.63 m3/s, 평수량은 11.44 m3/s, 풍수

량은 21.63 m3/s(삼례교 하류 500 m 지점 수위 기준)이다. 대

표입경은 18.5 mm, 에너지경사 0.00019~0.00659 m/m, 수면

폭/수심은 44.4∼263.4 이다. 대상 구간은 과거 교호사주를 가

진 하천형태에서 보 건설에 따라 유수의 흐름이 정체된 자연 

늪지의 형태로 변화하였다(Fig. 2). 하도 곳곳에 하중도가 발달

하고, 하도내 달뿌리풀이나 갈풀 같은 정수식물이 우점하고 

있으며, 유수내 수중식물이 자생하고 있다(MOLIT, 2012). 

Hong et al. (2012)에 따르면, 본 연구 구간이 포함된 대상지에

서 저수로 폭은 1918년 평균 44.1 m에서 2003년 147.1 m 로 

증가하였고, 사행도(sinuosity)는 1918년 1.35에서 2003년 

1.23으로 감소하였다. 

2.2 분석자료

1948년부터 2010년까지 60여년간의 서식처 변화를 5년간

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48년 항공사진은 국

립지리원에서 다운로드하였으며, 1967년, 1973년, 1989년, 

2010년 사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

사사진을 사용하였다. 항공사진의 촬영일자는 1948년(05. 

26.), 1967년(03. 01.), 2010(06. 03.)이며, 1973년과 1989년

의 촬영일자는 확인이 어려웠으나 수위가 상승하는 시기가 

아닌 봄이나 가을로 추정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967

년 보를 기준으로 크게 6개 구간(A: 마근보-구만리보 , B: 구만

리보-구만하보, C: 구만하보-장자보, D: 장자보-하리보, E: 하리

보–벌덕보, F: 벌덕보–삼례취입보)으로 분류하였다(Fig. 2). 

분석구간은 양안 제방을 기준으로 제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3 서식처 구조 구분

서식처 구조의 유형은 지형(landform)과 하도 서식처(aquatic 

habitat)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으로 나지(bare land), 식생부(vegetated land), 

수면부(water surface), 경작지(farm land), 교란지(artificial 

land)로 분류하였다. 나지는 모래나 자갈로 구성된 식생이 분포

Fig. 1. Study site of the Mangyeong River (Magun weir – Samrye weir: 9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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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site

(b) B site

(c) C site

(d) D site

(e) E site

(f) F site

Fig. 2. Historical images of study site in the Mangye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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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은 나지를 나타내며, 2010년 항공사진을 제외한 

회색조로 표현되는 과거 항공사진에서 주로 흰색으로 나타난

다. 식생부와 경작지는 나지 이외에 식생으로 인하여 회색 내

지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경작지는 전

답을 나타내는 격자무늬가 선명한 경우만으로 구분하였다. 

식생영역도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격자

무늬가 없는 경우는 모두 식생부로 분류하였다. 수면부는 나

지나 식생부, 고수부지 이외의 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교란

지는 굴착되거나 하상 세굴의 형태가 명확하여 서식처로 구분

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대상 구간은 Table 1과 Fig. 3과 같이 항공사진을 통

하여 확인이 가능한 물이 있는 서식처 유형만을 분류하였으며, 

분류 유형은 자연여울(natural riffle), 인공여울(artificial riffle), 

평여울(run), 완도(wando), 못(pond), 첩수로(chute channel) 

등 이다. 자연여울은 하천 폭이 급격하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구간, 혹은 사주와 사주사이 본류 구간에 포말이 확인되는 구간

으로 구분하였다. 인공여울은 보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기는 포

말이 있는 구간, 보의 직하류 공간을 자연여울과 구분하여 분류

하였다. 평여울은 여울과 여울 사이에 유수의 흐름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구간, 좁은 수로의 형태를 보이는 영역으로 수면부

에서 여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으로 지정하였다.

완도라는 명칭은 정체수역이지만 본류와 연결되어 있는 

지형 구조로, 일본 요도가와 성북지역의 완도가 잘 알려져 있

다. Choi et al. (2018)은 완도를 머리 완도(head wando)와 꼬

리 완도(tail wando)로 구분하여 서식처를 분류하였다. 머리

완도와 꼬리완도는 지형학에서 구분하는 backwater와 유사

한 형태로 물이 고여 있으나 본류와 맞닿아 있고 수위 상승기

에 유수가 흘러가는 수로가 되는 영역이다. 사주의 상류부에 

위치하는 경우를 머리완도라고 지정하였으며, 사주의 하류

부에 위치하면 꼬리 완도라도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

지 완도 유형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중앙 완도

(mid wando) 라는 서식처를 추가로 분류하였다. 만경강에서

만 발견되는 서식처 형태로서, 본류 보와 보 사이 정체수역이

면서 정수식물이나 수생식물에 둘러싸여 항공사진에서는 사

방이 막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천 횡단 상 본류 수로부

에 해당하는 서식처를 중앙 완도로 구분하였다. 못은 사주위

에 고립된 웅덩이로 정하였으며, 수위 상승 시에만 유수가 흘

러간다. 첩수로는 사주 위를 가로 질러 형성되어 있는 하도로

서, 주하도(main channel)나 망류가 형성된 보조 하도(side 

channel)와 다르게 홍수 시 사주 위 세굴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닫힌 수로 형태로, 머리 완도, 못, 꼬리 완도와 연결되

어 보조 하도가 되기도 하고, 범람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물이 

Table 1. Classification of aquatic habitat in the Mangyeong River (Modified from Choi et al., 2018; Newson and Newson, 2000)

Habitat type Definition

Riffle
Natural riffle Shallow flow with rough water surface overflowing a lateral bar

Artificial riffle Shallow flow with rough water surface made by artificial facility such as weir

Run Slow and rippled flow between riffles 

Wando

Head wando Lentic water located at the bar head opening to the channel

Tail wando Lentic water located at the bar tail opening to the channel

Mid wando Lotic water on water surface trapped by weirs 

Pond Isolated lentic water on the bar

Chute channel Slow and shallow flow that dissects a bar surface

Fig. 3. Example of classification of aquatic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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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부로 흡수되어 사라지기도 한다. 수로부 지형에는 여울, 

평여울, 중앙 완도 유형의 서식처가 존재하며, 나지와 식생부

에는 머리완도, 꼬리완도, 못, 첩수로가 존재한다. 경작지와 

교란지 내부는 서식처로 구분하지 않았다. 

지형과 서식처는 ArcView를 이용하여 구간별로 면적을 산출

하였다. 모든 항공사진은 정사영상을 사용하여 고수부지 제방라

인을 기준으로 ArcView에서 중첩하였다. 1948년도 소양천 합류

부 일부 제방이 없는 구간은 다른 년도의 제방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였다. 동일한 좌표체계를 가지고 있는 정사영상을 사용하

였음에도 동일한 보의 위치가 경년별로 ± 0.5 m 오차가 발생하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출된 지형과 서식처의 면적은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면적이 아닌 구간 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결  과

3.1 만경강의 지형 변화

만경강은 하도 전체를 가로지는 고정보(present weir)가 

1973년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현재의 보가 조성되기 이전에

는 저수로에만 소규모 보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보의 형태

가 임시적이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경강의 지형

은 하천을 횡단하는 현재의 보가 건설된 이후로 크게 변화하

였다. 1948년에 A구간 59%, B 구간 71%, C구간 73%에 달하

던 나지는 보 건설 이후인 1989년에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Figs. 2, 3 and 4). 그리고 보의 건설 직전과 직후인 197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 골재채취로 인한 교란지의 면적 비율이 

Fig. 4. Historical changes of landform ratio by site. (A: Magun weir-Gumanri weir, B: Gunanri weir-Gumanha weir, C: Gunanha weir-Jangja 

weir, D: Jangja weir-Hari weir, E: Hari weir–Bultok weir, F: Bultok weir–Samrye weir) ▼: small weir installation ▼: present wei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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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간은 약 30~40%, E구간은 45%에 이른다. 보 건설 이후인 

1989년과 2010년에는 전구간 수면부의 비율이 보 건설 전보

다 증가하였다. B구간의 수면부는 1948년 8%에서 30%, C구

간은 1948년 11%에서 2010년 44%로 증가하였다. 

3.2 하도서식처 변화

Table 2는 서식처의 면적비율을 나타낸다. 사주위에 위치

하고 있는 머리완도, 꼬리완도는 보 건설 전인 1973년까지는 

발견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관찰되지 않았고, 그에 반하여 중

앙완도는 보 건설 이후인 1989년부터 관찰되었다. 첩수로는 

1948년에만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항공사진에서 구분되

지 않았다. 구간별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B구간의 경우 

1948년에는 중앙완도를 제외한 모든 서식처 유형(7가지)이 

발견되었으나, 1968년과 1973년에는 5가지, 1989년과 2010

년에는 4가지로 감소하고 있다. 

4. 고  찰

만경강의 형태적 변화는 1980년대 제방에서 제방을 잇는 

하도 전체를 가로지르는 고정보가 건설되면서 명확하게 변화

한다. 교호사주의 형태를 보이며 사행하던 만경강은 보의 건

설로 사주의 형태가 모두 사라졌으며, 흐름이 저하되어 하도 

내에도 침수식물이나 부유식물이 서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도를 가로지르는 보가 건설되기 이전에도 현재 보가 있는 

위치에 소규모 보가 조성되어 있었다(Fig. 2). 보의 형태가 임

시적이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추측되며, 나지를 제외한 물이 

흐르는 저수로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연

하천처럼 보이는 1989년 이전의 하천에서는 70년대 골재채

취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1948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적으

로 제외지에서 식생부의 교란이나, 바닥을 갈아 전답으로 사

용하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보 건설 뿐 만 아니라, 

인위적인 교란행위가 나지 소멸과 같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된다. 

 하도서식처 유형의 변화는 보 건설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

한다. 일반적인 하천의 흐름인 평여울(run)은 급격하게 감소

한 반면, 흐름이 다소 정체되어 습지와 유사한 중앙완도(mid 

wando)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사주부 위에 존

재하는 머리 완도(head wando), 꼬리완도(tail wando), 못

(pond)과 같은 서식처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머리완도

나 꼬리완도는 사주에 형성되는 전형적인 하천 지형이며 서식

처의 일종이다. 머리완도는 주로 여울이 형성되는 위치 즈음 

사주의 상단부에 물의 흐름이 고여진 곳을 일컫는다. 머리완

도는 수위가 상승했을 때 사주 위를 흘러내리면서 생기는 하

강류(downwelling)를 보인다(Takemon, 2010). 머리완도를 

통해 사주부의 지하(하상간극수역, hyporheic zone)로 흡수

된 유수는 사주의 주재료인 자갈과 모래를 거쳐 조금씩 정화

되며, 꼬리완도나 사주의 하류부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꼬리

완도의 경우 용출(upwelling)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머

리완도에 고여 있는 물에 비해 수온이 더 차갑고 깨끗하다

(Choi et al., 2012). 완도와 완도사이를 가로지르는 물의 흐름

은 사주를 관통하면서 못의 유지에 기여하기도 한다. 즉, 머리

완도, 꼬리완도, 못은 수위가 상승했을 때 사주부 위를 가로지

르는 수로의 일부이자 평상시에는 사주 위에 물이 고여 있는 

형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서식처의 형태는 온전한 사주 형태

를 가진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서식처의 유형이

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

서 하천복원 방안에서 머리완도, 못, 꼬리완도가 많이 구현될 

수 있는 지형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실제 생물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에 따르면, 1973년 지류들에 유입되는 하수의 영향으로 다른 

구간에 비하여 수질이 나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Ahn, 1973), 

1980년대 골재채취로 인한 소음과 교란으로 붕어류가 우점

하고 있는 결론이 언급되어 있었다(Lee et al., 1980). 아쉽게

도 과거 하천 생물상의 결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

서는 과거의 서식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연계 시키는 데

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현재의 서식처 구조는 생물상과 밀접

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완도는 습지와 유사하여 만경강 

전 구간(연구대상 구간이외 포함)에서 생물다양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고산천교 일대의 신천습

지(C구간)에서는 흑삼릉과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가시

연꽃이 생육하며, 본 연구대상지의 최상류 봉동교 일대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감돌고기의 출현이 드러났다. 하

상은 일반 습지처럼 실트가 쌓인 지역보다는 자갈이나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습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MOLIT, 2012). 

보통의 습지는 고수부지와 같은 수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지에 형성되어 홍수 시에 범람하거나 별도의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물이 흘러가는 주수로 내에 습지가 형

성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천관리자들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현재의 하천환경을 유

지할 것인지, 혹은 하천의 흐름을 되돌려 습지의 형태가 아닌 

물이 더 많이 흐르는 형태로의 전환으로 변환할 것인가를 검

토해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보 전체의 철거나 제방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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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시키는 대규모의 사업보다는, 1989년 이전과 같이 하도

의 일부분만을 차단하는 보(예를 들면, 하도 절반은 수로의 형

태를 유지하면서 보의 절반은 남겨두고, 남은 절반부분에는 

모래를 메워 사주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 등)와 같이 자연하

천의 형상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구간인 만경강 중류에는 다수의 고정보가 설치되

어 있다. 고정보가 설치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도 소규모 보

가 현재의 보 위치에 각각 존재하였지만, 사주부를 제외한 

Table 2. Historical changes of aquatic habitat ratio (%) (habitat area/ Mangyeong River area)

Year Site
Riffle

Run
Wando

Pond
Chute 

channelNatural By weir Mid Head Tail

1948

A 0.07 0.10 6.17 - - 0.04 - 3.19

B 0.06 0.27 8.04 - 0.66 5.42 0.63 0.43

C 0.11 - 11.04 - - 3.59 0.58 1.12

D 0.74 - 13.75 - 1.26 0.50 - 0.07

E 0.31 - 14.51 - - 1.38 - 0.33

F 0.23 - 13.30 - 0.14 0.06 0.22 1.72

Total 0.32 0.04 12.09 - 0.43 1.22 1.43 6.89

1967

A 0.23 0.20 17.84 - - 2.00 1.30 -

B 0.03 0.29 12.82 - - 0.79 4.93 -

C 0.03 0.53 12.51 - - 1.10 5.32 -

D 0.40 0.02 18.59 - 0.06 4.38 0.60 -

E - 0.38 16.41 - - 4.70 2.12 -

F 0.20 - 22.80 - 1.09 0.35 0.20 -

Total 0.20 0.14 18.65 - 0.41 2.06 1.56 -

1973

A 0.04 0.17 17.33 - 1.41 2.10 0.13 -

B 0.08 0.06 17.28 - 0.16 1.07 - -

C - 0.29 15.11 - 5.32 0.16 - -

D 0.20 0.03 22.68 - 0.36 0.47 0.16 -

E - 0.26 14.79 - - - - -

F 0.02 0.03 26.24 - 0.03 0.29 0.07 -

Total 0.07 0.09 21.34 - 0.70 0.55 0.08 -

1989

A - 0.18 - 22.91 - - - -

B 0.01 0.18 0.40 47.48 - - - -

C 0.03 0.35 - 35.98 - - - -

D 0.03 - 5.42 28.46 - - - -

E 0.05 0.11 1.51 37.27 - - - -

F - 0.02 1.38 28.88 - - - -

Total 0.01 0.09 1.96 31.81 - - - -

2010

A 0.08 0.21 4.73 23.67 - - - -

B 0.10 0.11 1.05 38.56 - - - -

C - 0.10 - 44.49 - - - -

D 0.15 0.02 2.45 31.48 - - 0.17 -

E 0.15 0.06 - 45.03 - - - -

F 0.24 0.03 3.50 30.19 - - 0.13 -

Total 0.16 0.07 2.42 33.64 - -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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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부에만 설치되어 하천 지형 및 하도서식처에 미치는 영

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고정보가 설치된 

이후 하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지는 사라졌으

며, 식생부와 수면부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

서식처 변화 측면에서도, 과거의 소규모 보는 수로부 여울의 

존재 유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1980년대 고정보 설치를 기준으로 평여울(run)은 감소하

고, 사주위에 존재하는 머리완도(head wando), 꼬리완도(tail 

wando), 못(pond)과 같은 서식처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흐름이 다소 정체되어 습지와 유사한 중앙 완도(mid 

wando)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시간에 따른 서식처 구조에 

관한 연구는 항공사진 촬영 당시의 수위에 따라 변동 가능성

이 높으나, 하천 환경의 잠재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생태적이고 통합적인 하천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눈에 보이는 명확한 목표설정에 기

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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