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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연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생물간에는 물론 울리적 환경과 

도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모든 자연 하천은 주위의 대기 및 토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서 절묘하게 균형된 생태계를 유지한다. 하천생태계는 물， 토지， 대기 및 생물로 구성 

되며， 여기서 생물은 동식물은 물론 인간을 포함한다.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는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어느 요소의 변화는 다른 세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물질이 하천 혹은 호수로 흘러들면 하천은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학 

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 하천 유역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하천의 자정능력을 초과하 

는 물질이 유업되면 하천은 오염되기 마련이다. 특히 안양천 유역에는 1960년대부터 한국수출 

산업공단을 위시한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수출산업 위주의 경제개발의 중심지로서 우려 

나라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안양천은 불명예스럽 

게도 우리나라 오염하천의 대명사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안양천의 수질 개선 및 하천생태계의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안양천 유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한 시민운 

동을 전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극심한 수질오염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는 가양 및 안양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증셜로 언하여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산업화 이전의 건전 

한 하천 생태계 복원 혹은 선진국 수준의 하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역 주민의 관심， 

사랑 및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한강 및 안양천 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은 농업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본 논문은 안양천 유역의 1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기념 공개토론 

회 (1999년 4월 29일에)의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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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반이 되었고， 소위 배산임수의 길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와 같 

이 강수량의 과반수 이상이 3개월 정도의 우계에 집중되는 국가에서는 홍수피해 예방이 대단 

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천변의 습지와 갈대 혹은 갯버들이 자라는 범람원의 대부분은 방치되어 

생태계의 보고를 유지할 수 있었고， 홍수빈도가 비교적 낮은 하안단구 등을 농경지로 이용하였 

다. 하천은 항상 맑고 깨끗하여 빨래， 목욕 등의 생활용수로 이용되었고， 천렵 등의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다. 한강 본류 및 안양천은 조선조의 實景山水畵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안양천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풍미하고 

있는 개발논리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도시환경의 개선 및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생의 

측면에서 판단하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및 인구 증 

가에 따른 주요 도시의 개발용지와 도로 등의 공공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의 확보 과정에 

서 소위 값싼 하천부지를 활용하였다.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수변에서의 대규모 개 

발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량의 급증， 하천변 식생의 제거에 따른 오염물질 자정능력의 감소 및 

야생동물 서식지 축소 등으로 인하여 하천생태계는 급격히 훼손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이 가장 

극심한 하천이 한강과 안양천이었다. 

우리나라의 도시하천의 정비는 주로 강수량의 계절별 집중에 따른 수문학적 특성을 감안하 

여 구조물에 의한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홍수를 신속히 배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천을 

직강화하고， 시벤트블록 호안을 축조하였다. 하도상에는 하상의 세굴방지 목적의 낙차공과 취 

수용 혹은 하천경관 조성 목적의 보를 축조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주요 하 

천의 범람원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과밀한 시가지에서 확보하기 곤란한 대규모 개발용지의 

공급원으로서 활용되었다. 즉 하천범람원을 매립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개발지역 내의 지 

천은 복개하여 도로 혹은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하천의 제방에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하도 상에도 고가도로 혹은 전철을 건설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모방하여 하천을 저수로와 

고수부지로 구분되는 복단면 조성기법을 적용하고， 고수부지는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서의 이 

용은 물론 하천변 상업시설 혹은 주민의 주차공간과 같이 원래의 하천기능과 무관한 용도로 변 

경되는 경우가 많다. 안양 및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차집관로로 인하여 평시유량을 

거의 고갈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하수관망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생 

활하수 및 오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하 

천정비기법에 의해서 하천변의 자연 식생이 제거되고， 수변생태계가 단순화되고， 횡단구조물 

의 설치 혹은 극심한 수질오염물질의 오염구간 등으로 인하여 수중생태계의 서식 혹은 이동에 

지대한 부작용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본위의 하천정비 및 。1용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하천생태계의 질 

을 향상시켜서 건전한 하천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종래의 안양천의 하천정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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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연형하천정비기법을 활용하여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안양천 

유역 지자체 및 주민의 협조에 의한 복원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l. 안양천 유역 및 수질 현황 

1. 안양천의 개요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남서부 지역 및 서울시의 구로구， 영등 

포구 등의 도심지역을 관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된다. 안양천의 길이는 32.2km이며， 하구 부근 

에서의 하상경사는 1/2， 000이며， 하천의 대부분이 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방축조 및 고 

수부지 조성 등에 의하여 인공화 되었다. 안양천의 주요지천은 왕곡천， 오전천， 당정천， 산본 

천， 학의천， 삼성천， 목감천， 개화천， 도림천 등이 있다. 안양천의 하천폭은 상류 60m , 하류 

250m이고， 저수로 폭은 30-80m의 범위이다. 

안양천의 유역면적에 관한 통계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즉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지목별 토지면적을 기초로 유역면적을 316.9km2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안양천의 유역면적을 242.4km2로 발표하고 있다(건설부 1991) . 후술하는 바와 같이 GIS의 

하천유역경계선 추출기능을 활용하여 1:25, 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직접 계산한 결과는 

279. 419km2로서 협의회와 건교부 통계의 평균치인 279. 65km2에 대단히 근사한 값이다. 

안양천 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1， 311mm이며， 이것은 전국평균 1， 274mm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이다. 건교부 연구팀이 1991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출률은 57.6%이며， 최소유 

량과 최대유량의 비율인 하상계수는 1:60, 안양천 기아대교 부근의 평수량은 〈표 1)과 같이 

4.4m3jsec로 계산되었다(건설부 1991). 안양천유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호우시에 우수 

가 급격히 유출되기 때문에 첨두홍수량의 증가와 기저유출량의 감소로 평상시에는 건천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가양 및 안양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따른 차집관거의 건설은 수질오염문제의 저 

감에는 상당히 기여하지만 하천의 건천화를 가속화하여 하천생태계에는 여전히 부적당한 상태 

가지속되고 있다. 

안양천 유역에는 〈그림 1)과 같이 서울시 7개구， 경기도 7개시가 포함된다. 즉 서울시의 캉 

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및 경기도의 광명시， 군포시， 안양 

시， 의왕시， 과천시， 부천시， 시홍시가 포함된다. 이번에 발족되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표 1) 안양천 기아대교 지점의 유황(단위 cms): 1986-1990 

갈수량 

1. 9 

저수량 평수량 챔
 

프
 
。

3.3 4.4 5.8 

(자료: 건설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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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양천 유역의 지자체 현황 

에 경기도의 과천시， 부천시， 시홍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상류의 미개발 산지가 

대부분이어서 하천오염물질의 유입이 적은 면이다. 그러나 부천 및 시홍은 인구밀집지역이 포 

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역내 지자 

체 및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조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자체가 협의회에 

통참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저하된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안앙천 유역 현황 

하천의 수질은 유역의 자연환경 및 인간의 토지이용에 따른 하천오염물질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유역내 토지이용 지표는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과 유역의 실제적 토지 피복 상 

태를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시 7개구， 경기도 

4개시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표 2>와 같다. 지목별 토지이용통계에 의하면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11개 지자체의 안양천 유역내 면적은 316. 85km2이다. 이중에서 하천오염물질의 발 

생과 관계가 큰 것은 지자체별 면적， 대지 면적， 임야의 면적 등이다. 유역내 토지면적이 큰 

지자체는 경기도의 안양시 59.051km2, 의왕시 42. 758km2, 광명시 38. 418km2의 순이다. 

반면에 면적이 좁은 지자체는 서울시 금천구 6.767km2, 양천구 15. 596km2, 동작구 

16.431km2의 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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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안양천 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km2) 

행정구역 유역면적 인구 하수발생량 산업폐수 축산폐수 합계 

단위 km2 인 m3/day m3/day m3/day m3/day 

계 279.419 4, 223, 970 1, 459, 044 109, 974 245.2 1, 569, 263 

강서구 6.634 447, 222 140, 473 12, 317 19.6 152, 810 
서 양천구 17.04 457, 972 112, 511 681 10.1 113, 202 

관악구 26.119 533, 864 215, 558 342 215,900 
울 구로구 20.687 378, 676 162, 565 4, 241 166,806 

금천구 12. 77 270, 612 85, 242 2, 243 87, 485 
시 통작구 3.951 430, 546 174, 370 1, 411 175, 781 

영등포구 10.403 417, 914 179, 408 44, 749 122.2 224, 279 

과천시 3.505 0 

경 광명시 38.63 345, 045 98, 683 4, 844 35.4 103, 562 

군포시 16. 721 258, 870 63, 151 14, 570 32.1 77, 753 
기 안양시 58.896 591, 648 202, 341 17, 181 25.8 219, 548 

의왕시 42.681 88, 646 24, 732 7, 395 32, 127 

도 부천시 7.952 0 
시홍시 13.719 0 

(자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1998.) 

안양천의 유역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GIS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ArcView GIS 3.1의 Hydrology Analyst와 Spatial Analyst와 모률을 사용하여 

유역경계를 추출하고， 유역자료 등의 GIS 자료와 통합 분석하였다. 유역경계는 1:25, 000 지 

형도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안양천 유역과 이곳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을 중첩 

하여 계산한 지자체 행정구역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이 분석의 결과 안양천 유역면적은 

279. 419km2로서 전술한 지목별 토지이용 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다음의 두가 

지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면적오차가 큰 지자체는 주로 안양천 하류와 한강 

본류에 접하는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통작구 등이다. 예를 들면 자연상태에서 여의도의 

지표수는 한강에 직접 흘러들기 때문에 안양천 유역이 아니지만 하수관망은 안양천의 하수와 

함께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둘째 ， GIS의 유역면적 산출은 지표면의 자연적 경사를 위 

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m 등고선을 갖는 1:25, 000 지형도는 강서구와 같이 평탄지역의 시 

가화구역에 하수관망을 건설한 경우에는 중심으로 계산된 유역면적과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 수질생태계 조사 등의 본격적인 연구를 할 때에는 1:5, 000 등의 대축척 지 

도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렴 2>는 안양천 오금교(신청2교) 상콩에서 하류 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이며， 오금 

교 하류에는 신정 1교， 오목교， 목동교는 물론 한강의 성산대교를 볼 수 있다. 안양천은 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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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양천의 하천정비 및 하천변 시가화 현황 

와 고수부지로 정비되었고， 하천의 폭은 홍수 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으로 축소되어 자연하 

천 지형의 구성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여 울， 소， 모래 혹은 자갈 등의 다양한 하천생 

태계의 발달에 필요한 기반은 물론 하천변의 갯버들， 갈대， 물억새 등의 자연식생이 거의 제거 

되었다. 하천생태계를 구성하는 곤충， 양서류， 어류， 조류 둥의 야생동물이 번성하던 공간은 

모두 운동장과 자전거도로로 변경되어 도시민의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변 토지는 

성토하여 주거단지 및 공단을 조성하였으며， 목동， 신정동， 문래동， 양평동 동에 건축된 대규 

모 아파트 단지 및 공단을 볼 수 있다. 안양천 양안의 제방에는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가 

건설되어 그나마 보존된 하천생태계는 극심한 소음， 진동，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다. 

안양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피분류 자 

료가 필요하다. 종래의 원격탐사에 의한 지피분류는 공간해상력 30m , 7개의 분광대를 갖는 

Landsat TM 영상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TM영상은 안양천 유역과 같이 도시화가 진행 

되어 복잡한 토지이용 유형을 갖는 지역은 분류의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해상력 5.8m인 IRS-1C 영상 (1996년 11월 26일) 과 TM영상 (1996 

년 9월 1일)을 결합한 영상을 이용하였다. 영상분류 작업은 ER-Mapper 5.5를 이용하였고， 

지피는 건폐지， 농경지， 초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물의 7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안양천 

유역 지자체별 지피분포 상태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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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양천 유역 지자체별 지피분류 현황 

안양천 유역의 지피 분류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안양천 유역의 토지이용 

은 건폐지 41. 5%, 산림 40. 5%, 농경지 및 초지 17. 6%, 물 0.4%이다. 시가화 구역은 서울 

시 7개구와 경기도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으로서 특히 안양천 본류에 근접한 지역이다. 

이들 개발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즉시 안양천에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또한 인근 

주민은 하천오염의 직접적 피해를 받게된다. 둘째， 도럼천， 학의천， 오전천， 산본천의 상류에 

위치하는 관악산， 청계산， 백운산， 수리산 등의 산지는 높은 표고 및 급경사라는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산림식생이 잘 보존되어 수자원의 함양 및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산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백운산 및 국사봉의 서사면에 위치한 의왕시의 

72.1 % 이며，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위치한 과천시 60.7%, 관악산과 수리산 사이에 위치한 

안양시 50.6%의 순이다. 이들 산지의 계곡에서 발원하는 지류의 수질은 대단히 양호하여 버 

들치 및 물총새 등이 서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류하천은 상시유량이 부족하고， 낙 

차공 및 취수용 보의 건설로 인하여 어류의 상하류 이동에 곤란한 실정이다. 넷째， 건폐지 즉 

시가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영등포구 90.8%, 강서구 83.7% , 동작구 78.8%의 순 

이다. 이들 지자체는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배출량이 많아서 안양천 수질악화의 책임이 크 

고， 또한 안양천 수질의 개선 및 하천생태계의 복왼에 따른 환경면익의 잠재적 수혜자의 거주 

비율도 높다. 

3. 안양천 수질 현황 

안양천의 수질은 가양하수처리장과 안양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따라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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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직 한강의 여타 지천인 탄천 및 중랑천에 비해서 나쁜 편이고， 친수공간으로서의 이용 및 

건전한 하천생태계로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안양천 유역내 지자체의 1998년 수질오 

염물질 배출현황은 〈표-3>과 같다. 즉 매일 1 ， 569， 263m3의 총하수발생량은 생활하수 

1, 459, 044m3, 산업폐수 109, 974m3, 및 축산폐수 245m3로 구성된다. 총하수발생량에 대한 

지자체별 점유비율은 영등포구 11. 20% , 안양시 13.99% , 관악구 13.76%의 순이다. 반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의왕시 2.05% , 군포시 4.95% , 금천구 5.57%의 순 

이다. 협의회 내부자료에 의하면 의왕시， 광명시， 군포시에서는 매일 각각 16, 649m3, 

2, 288m3, 1 ， 279m3의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천시도 상당량의 미처리 하수를 안양천에 방류하고 있다. 현재 증설공사가 시행중인 안양하 

수처리장 및 광명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2001년 이후에는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안양천의 바닥에는 산업폐수중의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오니가 퇴적되어 하천 

수질의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안양천 중하류의 수질은 〈그림 4>와 같이 1992년 이후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즉 안양천 

중류의 고척교와 하류인 양화교 지점의 연평균 BOD 수준은 1994년 이후에 20mg/l 이하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5mg/l 수준에 도달하였다. 안양천 상류의 군포교 지점은 

1997년의 80mg/l에서 1998년에는 40mg/l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수준은 수질환경 

〈표 3) 안양천 유역 지자체별 하천오염물질 배출 현황 

행정구역 유역면적 인구 하수발생량 산업폐수 축산폐수 합계 

단위 km2 인 m3/day m3/day m3/day m3/day 

계 279.419 4, 223, 970 1, 459, 044 109, 974 245.2 1, 569, 263 

강서구 6.634 447, 222 140, 473 12, 317 19.6 152, 810 
서 양천구 17.04 457, 972 112, 511 681 10.1 113, 202 

관악구 26.119 533, 864 215, 558 342 215, 900 
울 구로구 20.687 378, 676 162, 565 4, 241 166, 806 

금천구 12. 77 270, 612 85, 242 2, 243 87, 485 
시 동작구 3.951 430, 546 174, 370 1, 411 175, 781 

영퉁포구 10.403 417, 914 179, 408 44, 749 122.2 224, 279 

과천시 3.505 0 
경 광명시 38.63 345, 045 98, 683 4, 844 35.4 103, 562 

군포시 16.721 258, 870 63, 151 14, 570 32.1 77, 753 
기 안양시 58.896 591 , 648 202, 341 17, 181 25.8 219, 548 

의왕시 42.681 88, 646 24, 732 7, 395 32, 127 
도 부천시 7.952 0 

시홍시 13.719 0 

(자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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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양천의 1998년 월별 수질오염 현황 

(자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1998<) 

기 준 5등급인 10mg/I과는 현저 한 차이 가 있다. 

안양천의 1998년도 월별 수질오염농도의 변화는 〈그림 5)와 같다. 즉 하류의 양화교， 고척 

교 지점의 BOD농도는 연중 20mg/ l 이하를 유지하여 안양 및 가양하수처리장의 가동에 따라 

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양하수처리장의 상류에 위치한 군포교 및 

비산대교 지점은 7월과 8월의 강우기 이외에는 BOD 20mg/ l 이상의 농도를 가지며， 특히 가 

을에서 봄까지의 갈수기에는 BOD 40mg/ l 이상으로 대단히 열악한 수질을 갖는다. 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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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입되는 미처리 하수는 광명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안양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완료된 이후 

에나 하류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안양천 중하류는 수질환경기준 

5등급인 10mg/l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질오염저감대책이 필요하다. 첫 

째는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는 즉시 하상의 퇴적오니를 준설하여 혐기성분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천변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하천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식생에 

의한 유기물을 분해， 흡수를 통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양천의 하천생태계 

최근에 학의천， 청계사천 등의 안양천 지천의 장기 거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생태계 탐문조 

사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는 민물조개， 우렁이， 새우， 가재， 자라， 피라미， 가물치， 쏘가리， 메 

기， 버들치， 붕어， 미꾸리， 모래무지， 뱀장어， 뜸부기， 물총새 등의 하천생물이 풍부하였지만 

농약사용과 축산폐수 발생량이 급증된 15년전부터 상류의 생물상도 현저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의왕시 1998) . 안양천 중하류는 극심한 수질오염 지표생물 이외에는 건전한 하천생태계가 유 

지되지 않는 최악의 상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질오염방제노력을 시행한 결과 한 

강 및 지천의 하천생태계는 다소 회복되고 있다.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 양재천의 지류인 여 

의천， 중랑천의 지류인 우이천 등에는 하천수질 환경기준 II등급 구역이 분포하며， 이곳에는 

버들치， 도룡농， 옆새우， 가재 등이 서식하고 있다(서울시 1995ab). 학의천과 도림천 등의 상 

류 계곡에는 잉어， 붕어， 피라미， 버들치 등이 서식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의왕시 

1998) . 

안양천 본류는 하상에 퇴적된 다량의 오니가 여름철 고온상태에서 혐기성 분해로 인하여 악 

취가 발생되어 수서생태계가 거의 파괴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초 구일전철역 

인근 안양천에는 근래에 처음으로 200여 마리의 청둥오리， 고방오리류가 관찰되어 오리의 먹 

이가 되는 수서 생물이 서식할 정도로 수질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류의 피라미， 버들치 등의 서식 공간을 중류로 확대하기에는 아직 안양천 본류의 수질이 

너무나 열악하고， 낙차공과 취수보 등의 횡단구조물에 의한 물고기의 상하 이통이 크게 방해받 

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수질이 개선되면 홍수시에 한강에서 안양천 하구를 경유하여 각 

종 물고기가 이동해 오고， 현재의 중랑천과 같이 왜가리가 날아들고， 낚시꾼이 모여들게 될 것 

이다. 

종래의 안양천개발은 하천생태계가 점유하는 공간을 안간위주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주목적 

을 두었다. 따라서 고수부지에는 습지를 싫어하는 잔디밭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건설하 

여 생태계의 기반을 훼손하였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하천도 독일의 近自然型河)11二[法 혹은 B本의 多自然型河川工法을 도입하여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형하천정비 기법을 안양천에 적용하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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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수부지 중에서 인간이 점유하는 공간의 상당 부분을 하천생태계의 특성으로 회복시키고， 

단순화된 저수로 및 저수호안을 자연하천과 유사하게 다양한 유속， 저질 및 서식공간으로 복원 

시키는 것이다. 

m. 자연형하천공법의 개요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하천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복구하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을 목적으로 발전된 근자연형하천공법 (Naturnaher Wasserbau) 이 전통적인 하천정비기법을 

대체 혹은 보완하고 있다. 스위스의 근자연하천공법은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유 

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토목공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호안공법은 식물재료， 자연석과 식물의 혼합재료， 콘크리트 및 석재 등의 견고한 재료의 3 

단계를 각각의 가능성에 따라서 배치하며， 콘크리트로서 고정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상류 

에서 하류까지 하천 전체의 흐름에서 하천이라는 자연영력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호안 

의 정비공법에 그치지 않고 현상을 보전하기 위한 우회수로 및 유수지의 건설， 제방 및 고수부 

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지관리 작업도 광의로서 포함된다. 

예를 들변 근자연형 도시 소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 제방을 철거하고， 버드나무 등의 

뿌리가 강한 식생재료와 자연석재를 이용하여 저수호안을 조성하고， 직선화된 하천을 원래의 

곡선형 하천으로 복구하고， 고수부지의 습지를 되살리며， 돌무더기로 여울과 소를 만들어 물고 

기의 서식처를 조성하며， 하천변에 녹도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자연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 방 

법은 토목구조물 위주의 하천정비에 비해서 풍부한 생태계의 보전과 창출， 다양한 서식지 환경 

및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효과가 크다. 

유럽의 근자연형하천공법은 1980년대 말에 일본에 다자연형하천공법으로 소개되었다. 일본 

건설성 (1990) 은 다자연형하천공법을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물의 생육 환경을 배려하고，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 혹은 창출하는 공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도처에서는 전 

통적인 하천정비에 의하여 직선화된 하천 저수로의 선형을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변형시키고， 

하상에 바위를 깔아서 은어， 황어 등의 먹이가 되는 부착성 조류의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하천횡단구조물에는 소하성 어류뿐 아니라 갈수기 혹은 일시적인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에 어 

류가 국지이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조성하되 도약력이 강한 은어는 물론 가제， 새우와 같이 

도약력과 유영력이 약한 수서생물도 이동할 수 있는 다단식 낙차공형 어도， 여울형 어도， 계단 

식 어도 등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근자연공법은 식물 및 자연석을 조합하여 시행 

하는 호안공법이라는 다소 협의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근자연형 및 다자연형 하천정비기법은 일본을 경유하여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 

고， 미국의 하천복원 (River restoration) 공법 이라는 상당히 포괄적 인 용어와 유사하게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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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천공법으로 소개되었다. 이곳에서는 자연형하천공법은 치수 및 이수의 관점에서 하천을 

정비하여 발생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래 하천이 갖고 있는 자연성을 배려한 치 

수시책의 일환으로서의 하천정비기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공법은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 

서 하천변 토지의 고밀도 이용， 하상골재 채취 등의 인간중심의 하천관리로 인하여 훼손된 하 

천생태계를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수 • 이수 기능의 추구 이외에 

도 생태계 보전， 친수이용 증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의 보전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의 건셜을 목표로 선도기술개발 연구과제로서 1995년 

부터 자연형하천정비기법 연구과제를 발족시킨 바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공 

학연구소 및 환경계획연구소 등의 연구팀은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서울특 

별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물론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등에서 〈표 4>와 같이 자연형하 

천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는다. 첫째， 전통적인 토목구 

조물에 의하여 직강화되고， 복단면으로 조성된 저수로를 사행화시키되， 공사비의 제약 및 홍수 

피해 위험성을 감안하여 한강 본류보다는 양재천， 안양천 등의 지천에 주로 시행되었다. 따라 

서 공사구간의 하상경사는 비교적 큰 편이어서 양재천의 과천 부림교 부근은 1/300, 하류의 

강남구 청담동 구간은 1/3， 000의 경사를 갖는다. 둘째， 전통적인 시벤트 저수호안을 나무말 

뚝， 야자섬유 두루마리， 툴망태 등의 다공성， 자연소재로 대체하여 하천생태계의 서식조건을 

개선시키고 있다. 셋째， 고수부지에 일반인이 선호하는 부들， 갈대， 달뿌리풀 군집을 단시일 

내에 조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천 중상류의 세굴구간은 식재식물이 

홍수시에 유실되고， 하류에서는 주기적인 홍수에 의한 토사퇴적 및 환삼덩굴 등의 번성에 의하 

여 목표식생의 활착이 곤란하다. 갯버들 등에 의하여 저수호안이 안정된 이후에 갈대， 달뿌리 

풀 등이 생육에 적합한 곳에 정착하고， 군집을 확대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넷째， 경제성 보다는 짧은 하천구간에 대해 다양한 공법의 적용시험에 치중한 결과 초 

기에는 구조물에 의한 하천정비에 비해서 약 3배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1998년 가을 

에 시공중인 양재천 우면동 구간의 공사비는 약 1. 5배로 축소되었고， 향후 소재 및 공법개발 

에 의하여 공사비는 더욱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갯버들 등의 식생이 완전히 활착되 

기 전에 홍수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지만 고수부지 혹은 제방의 중대한 손해는 발생되지 않았 

다. 특히 1998년 8월의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에 의하여 양재천 부림교 부근과 도곡동 

지역에서는 상당한 시설물의 유실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세굴피해는 주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의 하부에 집중되어 향후에 관목 혹은 갈대 통의 식재에 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기초콘크리트 위에 호박돌 혹은 거석을 일본식 정 

원의 석축기법에 유사하게 시공하는 것은 하천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서식지로서도 부적합하 

기 때문에 가능하면 돌망태 등의 다공성 재료를 이용하여 완만한 저수호안을 축조하고， 하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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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도권 도시하천의 자연형 하천정비 현황 

하천 위치 복원유형 식생 시행청 년도 

·강남구대치동 .10종의 자연형 저수로 호안 ·물억새 ‘강남구청 1995 
. L=50m · 나무말뚝， 야자섬유， 두루마리， ·갈대 ·한국건설기술 

갯버들 삽목， 자연석 동 사용 ·갯버들 연구원 

·애기부들 

·줄 

·창포 

·강남구도곡동 ·저수로사행 ·갯버들 ·강남구청 1996 
. L=2, 340m · 야자섬유 두루마리， 쇄석 호안， ·갈대 

호안식재 ·애기부들 1997 
· 역간접촉시설을 이용한 수질정화 ·미나리 등 

양재천 
·하천변 공원화 

·과천시 부립동 ·저수로사행 ·달뿌리풀 ·과천시 1996 
. L=200m ·다양한 호안 공법 및 식재 ·갯버틀 ·한국건셜기술 

·고수부지 및 제방 녹화 ·창포 연구원 1997 
·털부처꽃 

·줄 

·서초구우면동 · 저수로 사행， 협수로， 천변습 ·물억새 ·서초구청 1998 
. L=600m 지， 섬 조성 ·갈대 ·한국건설기술 

· 사석 완경사 호안， 거석 수제， ·갯버들 연구원 

돌망태공 ·미나리 

· 야자섬유망， 주머니 및 두루마 • 츠1츠드 E크~ 

리 활용 ·고랭이 

·물억새 및 갈대 옛장 ·물옥잠동 

여의천 
·서초구 포이동 · 쇄석과 야자섬유 두루마리 식생 ·갯버들 ·서초구청 1995 
. L= 1, 81Om 호안공 ·갈대 

·거석 호안 ·갯버들 ·송파구청 1997 
·송파구 · 지하철 마천역의 지하수 ·꽃창포 ·한국건설기술 

성내천 . L=400m (1 ， 152t/일)를 유지유량으로 연구원 1998 
활용 

안양천 
·광명시 광명교 ·저수로사행 ·갯버들 ·광명시 1995 
. L=50m · 야자섬유 두루마리와 식생호안공 

·구로구 ·식생에 의한 수질 정화 ·미나리 ·구로구 1999 
. A=660m2 

학의천 
·의왕시 포일동 ·저수로 호안에 쇄석 정비 및 식 ·의왕시 1997 
. L=200m 재 

·수원시 장안구 ·저수로사행 ·회양목 ·수원시 1996 
연무동 영화통 · 기초콘크리트 타셜후 호박돌 호 ·양잔디파종 

. L= 1, 200m 안축조 ·꽃창포 

수원천 ·둔치에 향토초종식재 

·저수호안에 식재 

·여울과소조성 
·하상에 호박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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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에 의하여 호안 구조물이 조속히 은폐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연형하천정비구간은 인 

근 주민의 산책， 자연관찰， 물놀이 공간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어 친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N. 안양천의 자연형하천 정비 방안 

1. 하천의 성격과 계획 · 설계의 원칙 

。하천주변환경의 성격과 하천정비 

일반적으로 하천의 상류역은 산림으로서 자연성이 높고， 중하류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 

으로서 농경지 위주의 전원역이며， 도시와 시가지를 형성하여 인간활동이 밀집 발생하고 있다. 

상류의 산림지역은 자연성이 높은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연을 주체로 고려해야 하는 구역 

이다. 전원역은 상당한 인간활동이 발생되지만 비교적 양호한 자연이 국지적으로 잔존하는 곳 

도 많아서 인간활동과 자연이 공생하여야 하는 중간권역으로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구역이다. 도시역은 인간활동이 밀집된 영역으로서 이 권역은 기본적으로 인간활동 위주의 구 

역이다. 

。하천주변환경별 하천정비 목표 

하천주변환경의 각 권역별 하천정비 목표는 〈표 5)와 같이 자연역을 통과하는 산지하천， 전 

원지역을 통과하는 전원하천， 도시역을 통과하는 도시하천은 하천주변의 환경을 감안한 하천 

정비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표 5> 하천환경 권역별 자연형 하천정비 목표 

하천권역 

자연역 

전원지역 

도시역 

· 자연형 하천정비의 목표 

·자연생태계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 수변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배려 

· 자연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보전과 창출 

· 전원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 농업지역 및 취락과의 조화 

· 역사 · 문화적 하천경관의 보전과 창출 

• 윤택하고 여유 있는 하천경관의 창출 
· 생활권내 자연의 보전과 창출 

·수변휴식공간의 창출 

·친수이용공간의 창출 

·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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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형 하천정비의 목표 

자연형 하천정비는 하천 본래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유지하고， 하천의 흐름， 나무， 풀， 

돌을 보전하여 물고기， 곤충， 새가 노래하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윤택하 

게 하고， 휴식하게 하여 내일의 활력을 줄 수 있는 하천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자연형 하천정 

비는 하천의 성격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정비의 목표체계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천본래의 자연성 고려 

·하도의 지형 ·지질조건， 하상재료 퉁에 대한 섬세한 관섬 

·하천의 침식 · 운반·퇴적작용 고려 

• 식물과 동물의 생육환경 고려 

@ 자연에 순응하는 하천정비 시행 

• 하천정비 범위 • 정도의 최소화 

• 하천의 자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공법 채택 

• 하천의 자연유지 · 회복 가능성 추구 

@ 하천상황에 따른 다양한 재료 및 공법의 조합 

• 자연재료(초본 • 목본 • 자연석 등)를 이용한 공법 위주 

·콘크리트 재료는 다공질(多孔質) 형상 적용 

@ 다양한 수변공간의 형성 

• 하천형태와 유수상황 별로 다양한 수변 형성 

•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는 친수공간 형성 

@ 하천주변과의 연속성 유지 

·생태네트워크의 형성 

·도시경관 개선 지향 

3. 자연형 하천정비 기법 

자연형 하천정비의 구성요소는 제방， 고수부지， 호안， 저수로의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하천 구성요소의 정비는 〈표 6)의 정비지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화， 전통적인 치수 및 

이수 목적의 하천정비에 의하여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연형 하천정비의 부수효과는 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 

으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하는 비정오염원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인하여 생물학적 수질개선 방안은 〈표 7)과 같이 유황의 개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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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하천의 구성요소별 자연형 하천정비 지침 

구분 그。lξ 。E 자연형 하천정비 지침 

하안측비탈면 ·비탈면의 형상·구조·재질 등 

-하천의 굴곡은 기존 형상을 최대한 존중 

제방 
-제방의 완경사화 

제내측 비탈면 · 지역적 식생특성에 입각한 적극적 식재 

-향토식물， 수목의 식재 

· 평면 형상， 미지형의 변화， 수목의 벌채 방법 

고수부지 -하반립 (河뼈林) 의 유지 

수목/초본류의 활용 

·구조및 재질 

호안 
-수리특성을 반영하여 식생 · 목재 · 석재를 병용하여 하안 보호 

-돌망태， 사석 퉁의 다양한 공극구조 갖는 재질의 채용 

-획일화를 피하고， 다양한 공법의 조합 

보·낙차공 · 어류의 회유가능성 배려 

-어도 및 도약공간셜치 

-다단식 낙차공， 경사로식 낙차공， 전면어도화 채택 

수제 • 구조 · 재질 • 길이 · 간격 등 

-다양한 공극구조를 갖는 재질(거석 • 통나무)의 활용 

저수로 -제방하부보호기능을 겸하는 짧은 수제군의 채용 

여울과소 · 어류의 먹이섭취， 휴식， 피난장소의 제공 

-굴곡 있는 저수호안의 채용 

소 보전에 기여하는 근고위치 

-하도내 거석 배치 

-습지의 조성 및 보전 

(자료: 日本建設省東北地方建設局， 1993, W東北O自然風j‘t，J::Jl I0< ~J.) 

수질정화， 저질의 개선에 따른 수질정화， 하천 · 호수내의 수질정화， 오탁수의 우회에 의한 수 

로·수원(水源)이나 호소의 보전 동의 기법이 이용되고 었다. 

v. 결 론 

개발논리가 풍미하던 시대에 정비된 안양천은 치수 및 이수 둥의 인간본위의 용도로 정비되 

어 원래의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현저히 상실되고 말았다. 향후 21세기에는 안양천 유 

역 주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모든 하천이 생태통로로서의 기능과 거주민의 휴게공간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우리나라 하천은 이수기능 및 치수기능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제는 인간 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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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생물학적 하천수질 개선 방안 
1. 유황의 개선에 따른 수질정화 

• 유지유량의 확보· 갈수시에도 유지유량을 확보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유지 

·정화용수의 도입: 수질오염이 극심한 하천에 정화용수를 도입하여 자정능력 회복 

2. 저질의 개선에 따른 수질정화 
• 저니준설 : 다량의 오탁물질을 포함한 저질을 준설하여 오염원인물질의 제거 

• 저질의 피복: 상기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저질위에 모래 동을 피복 
3. 하천 · 호수내의 수질정화 

• 침전: 하천합류지점에 유입되는 현탁성 부유물질의 침천 촉진 및 제거 

• 여과 • 흡착: 침투성수로의 설치 · 고수부에 오염물질의 여과 · 홉착시설 설치 

• 생물산화: 유입되는 영양물질을 접촉산화시설 · 산화지 · 박충유수로 등을 활용하여 주로 미생물로 
산화시켜 제거 

• 식생정화: 갈대， 달뿌리풀 퉁의 연안식생대를 조성하여 질소 · 인의 흡수 · 홉착 · 침전 퉁에 의한 

제거 

·수중폭기: 저수지 ·호소(湖핍)에 용존산소를 공급하여 조류증식의 억제 

• 산성하천의 중화처리 : 온천 · 광산 등에서 나오는 산성수에 의한 중화처리 
·자연형하천정비: 식생호안·소와연못의 형성 ·낙차공의 설치에 의한자정기능의 향상 

4. 오탁수의 우회에 의한 수로 · 수원(水源)이나 호소의 보전 

• 유수보전수로의 건설: 극심하게 오염된 하천수가 상수취수지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수로를 건설하여 직접 하류하천에 연결 

의 도시 개발 및 하천 정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접근법을 필 

요로 한다. 첫째， 생태적 접근법을 통하여 환경， 경제， 및 지역사회를 통등하게 고려하여 환경 

과의 공생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하천의 수질은 해당 하천에 유입되는 

수량과 유역 주민의 토지 및 수자원 이용에 따른 하천오염 물질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유역단위의 수질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여 전통적 하 

천공법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하천식생을 이용한 수질정화 및 생태계서식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안양천 유역내의 지자체는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통해서 친수환 

경을 조성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다섯째，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유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도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자연형하천정비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하천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생태도시의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였다. 고수부지내 시설 

중에서 하천고유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제거하여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집약적 

관리가 펄요한 찬디 혹은 꽂단지 등을 갈래， 달뿌리풀， 갯버틀 퉁의 하천식생으로 복원시키고， 

하천의 저수로 선형을 사행화하거나 수제를 활용하여 유속 및 저질을 다양하게 하여 풍부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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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를 발달시키고， 낙차공 등의 횡단구조물을 수중생물의 이동에 지장이 적은 구조로 변 

경시키고， 유지유량을 확보하여 다양한 수중생태계가 유지시키는 기법 등을 동원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연형하천정비기법을 서울의 여타 하천에도 적용시켜서 생태도시의 이상에 부 

합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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