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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엽산 산지계류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24과 44종 658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참납작하루살이(Ecdyonurus dracon 
Kluge)가 13%로 우점하였다. 서식습성군으로는 붙는 무리(56%), 굴파는 무리(19%), 헤엄치는 무리(14%) 및 기는 무리

(56%)의 총 4군집이 확인되었고, 1개소(UP1)를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붙는 무리가 우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식특성은 서식처의 유속, 수심, 계상재료 등 수리학적 요인과 용존산소, 수온 등 수질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유수가 정체하는 

소(pool)보다는 유속이 빠른 여울(riffle, step-riffle)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울에서는 수심과 관계없이 계상의 유속이 

빠르고 계상재료의 중앙입경과 최대입경이 클수록 서식처에서 붙는 무리가, 유속이 느리고 계상재료의 중앙입경과 최대입경이 

작은 서식처에서 굴파는 무리와 기는 무리가 우점하였다. 또한, 용존산소와 유속은 정의 상관관계(y = 0.6666x － 0.659, 
R² = 0.0851)에 있으며, 굴파는 무리가 기는 무리와 붙는 무리보다 더 넓은 범위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심이 

얕을수록 일사량에 대한 수온의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수심과 수온은 부의 상관관계(y = -26.397x + 283.87, R² = 0.1802)를 

보였으며, pH와 수온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pH와 용존산소의 관계를 상･하류로 구분하여 서식특성을 파악한 

결과, 군집과 상관없이 울페도가 68%로 높았던 상류에서는 높은 용존산소값과 낮은 pH를, 울페도가 51%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하류에서는 낮은 용존산소값과 높은 pH가 나타나, 계안림에 의한 부착조류의 증식과 수온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산지계류에 있어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산지계류가 청정지역

으로 인식되어 연구 대상으로서의 관심도가 낮았던 부분의 자료를 보완하였다. 따라서 향후 산지계류의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

의 연구 방안 마련과 학술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서식습성군, 산지계류, 울폐도, 계상재료, 미소서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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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tal of 24 families, 44 species, and 658 benthic macroinvertebrates were identified, and Ecdyonurus 
dracon Kluge (13%) was the dominant species in forested streams within the Yeonyeopsan (Mt.). A total of four 
habit categories (i.e., clingers (56%), burrowers (19%), swimmers (14%), and sprawlers (56%)) were identified, 
and clingers were the dominant habit at all survey points except point one (UP1). Habitat characteristics were 
depended on the hydraulic factors (e.g., flow velocity, depth, and substrates), water quality (e.g., DO and water 
temperature), and the habitat characteristics were differed in the riffle, which has a faster the flow velocity, 
compared by in the stagnant pool. In other words, in riffles, the clingers dominated in high flow velocity with 
the large maximum and median grain size for substrates in the habitats regardless of depth, but the burrowers 
and sprawlers were dominant in low flow velocity with the small maximum and median grain size for substrates 
in the habitats. Moreover, DO and flow velocity were in positive correlation (y = 0.6666x － 0.659, R² = 0.0851), 
and the habitat for burrowers was wider than that for sprawlers or clingers. The water depth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water temperature (y = -26.397x + 283.87, R² = 0.1802) since the water temperature is more 
sensitive to insolation in shallow depth. p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water temperature. The investigation 
of the habitat characteristics by separating the relations between pH and DO in upstream and downstream 
showed the low pH and high DO in the upstream with a high crown density of 68%, regardless of community 
composition. On the other hand, high pH and low DO in the downstream with a relatively low crown density 
of 51%. It was considered that the riparian forest played a role in suppressing the growth of attached algae and 
the controlling water temperature in headwater streams. Our findings identified the habitat characteristic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a headwater stream. We expected that the finding can provide reference data for 
suggest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in a headwater stream and increasing academic value.  

KEY WORDS: HABIT CATEGORIES, FORESTED STREAMS, CROWN DENSITY, SUBSTRATE, MICRO-HABITAT

서 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Benthic macroinvertebrates)은 하

천이나 호소, 담수 등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서 주로 수중 및 

바닥(溪床, 河床 등)을 생활공간으로 하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척추 없는 동물을 통칭한다(Kwon et al., 2013). 그리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동성이 낮으며

(Bae et al., 2003; Hauer and Lamberti, 2006; Won et al., 
2006; Clarke et al., 2008; Hong et al., 2019), 정량채집이 

비교적 용이하므로(Won et al., 2006; Hong et al., 2019) 
군집구조 등의 생물종다양성 분석을 통한 계류의 서식생태계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Ma et al., 2013). 
또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하천 네트워크의 건강성

(health)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Clarke et al., 2008), 물환경과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생물(指標生物)로 이용되고 있다(Bae et al., 2003).
특히,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단일 계류 내에서도 종에 따라 

선호하는 미소서식처(微小棲息處)가 다르며(Shearer et al., 
2015; Hong et al., 2019), 이에는 계상구조(substrate), 유속

(flow velocity), 울폐도(crown density)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며 

생활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지치는 무리(skaters), 부유

하는 무리(planktonic), 잠수하는 무리(divers), 헤엄치는 무리

(swimmers), 붙는 무리(clingers), 기는 무리(sprawlers), 거슬러 

오르는 무리(climbers), 굴파는 무리(burrowers) 등의 서식습성

군(habit categories)으로 분류할 수 있다(Anderson et al., 2013; 
Kwon et al., 2013; Moon et al., 2018).

한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서식습성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 사례로는 가야산 산지계류에서의 생물군과 서식처

의 고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Moon et al.(2018)의 연구, 
낙동강의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을 대상으로 서식습성

군(서식기능군) 및 군집안정성을 분석한 Lee et al.(2017)의 

연구 및 가평천을 대상으로 생물군과 서식처의 특성과의 상관

성을 분석한 Kim(2014)의 연구 등이 있다. 특히, Mo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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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8)은 산지계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생물군과 서

식처의 고도와의 상관관계와 생물학적 수질평가에 집중하였고, 
Kim(2014)과 Lee et al.(2017)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서식습성군별로 구분하여 각 서식처의 수리학적 특성 또는 군

집안정성을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하류의 하천에

서 실시된 것으로, 산지계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발표

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Clarke et al.(2008)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전체 유역 

중 주계류 길이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상류(headwater stream)
는 하천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

였다. 또한, 물과 퇴적물의 생산원이 되고(Clarke et al., 2008), 
유기물 처리(Rabeni and Minshall, 1977; Mori et al., 2005; 
Sugihara and Miyake, 2011) 및 양분 순환(Bernhardt et al., 
2005; Miyake, 2005)에도 중요한 장소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류에 해당하는 1~3차수 계류의 누계연장은 

전체 유역의 88.9%에 달하고 있어서(Kim and Han, 2008), 
보전 및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의 계류는 수질이 매우 양호하기 때

문에 이제까지 연구의 대상으로서 요구도는 낮았지만, 산림의 

동태, 교란으로 인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형태에 강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섬 형태로 연결된 상류지역일수록 봄, 
가을철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유량의 감소, 계류의 단절, 유수의 

정체 및 일시적인 호소화(湖沼化) 등과 같은 교란이 크게 발생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e.g., Ward et al., 200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연엽산 내 

산지계류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 대하여 

서식습성군으로 분류하여 계류의 물리적 구조, 서식처의 수리

학적 및 수질 요인에 따른 서식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
임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학술림으로(N37° 47′46.94″, E127° 
48′50.77″)(Figure 1), 유역면적은 약 76ha, 계류차수는 2차

Chuncheon

Wonchang-ri

0 200km

0 10km

0 400m

Yeonyeopsan (Mt.) (850.6m)

Figure 1. Map of the study site with catchment topography and stream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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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주계류 길이는 약 1.25km, 계류물매는 약 13.8°(0.24m/m)
이다. 그리고 인근 팔봉산 관측소의 평년값 자료(1997~2018
년)에 따르면, 연평균강수량과 연평균기온은 각각 1,388.8mm
와 10.6℃이다. 또한, 측점지점은 임도가 산지계류의 상류와 

하류를 횡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상･하류 모두에서 소(pool)
와 여울(riffle, step-riffle) 각각 2개소씩, 총 8개소를 설정하였

다(Figure 2 (b)).

2. 자료수집 

현장조사는 일반적으로 우화(유충→성충)하기 이전인 4월

에 실시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하천보다 수온이 낮은 산지계류

에서는 우화시기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금 늦은 2019년 

5월 7일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강우

량이 적은 봄철에도 수심이 0.05∼0.27m 정도 유지되며, 계상

이 석력으로 구성된 8개소의 조사지점에 대하여 각각 4회씩 

반복하여 채집하였다. 이때, 채집도구인 Suber-net(망목크기 

0.493mm, 규격 25×25cm)을 이용하여 모래 속, 낙엽과 돌에 

붙어있는 개체를 모두 채집하였으며, 샘플은 실험실로 운반하

여 10%의 포르말린 용액에 즉시 보관하였고, 24시간 포르말린 

용액에 침적시킨 후, 70%의 에틸알코올로 용액을 교체하여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고정하였다.
계상재료는 조사지점 인근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장

소에서 채취하였고, 실험실로 옮겨온 뒤에 입도분석기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Table 1), 76.20mm 이하의 계상재료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수질은 다항목 자동수질측정장치(YSI-6920), 
유속은 Swoffer instrument사의 유속계(Model 2100 series 
current velocity meters), 수심과 수면폭은 스태프(leveling 
rod)를 이용하여, 조사지점마다 현지에서 4회씩 반복하여 측정

하였다.

Step-Riffle
(LR1)

Pool (LP2)

Step-Riffle (LR2)

Downstream

Run

Run

Pool (LP1)

Box culvert 

Upstream

Step-Riffle
(UR1)

Pool (UP2)
Riffle (UR2)

Run

Pool (UP1)

Upper reach 
(Crown density: 

68%)

Lower reach 
(crown density: 

51%)

100m0

20m

0 Lower 
reach

100m 0

0

20m

Pool

Riffle

Step-riffle Pool
Upper 
reach

(a)

(b)

Box culvert 

Figure 2. (a) Longitudinal profile and (b) planform view of the study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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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사량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Sugihara and Miyake, 
2011; Nisikawa and Ito, 2016) 조사지점을 포함하는 계안림

을 대상으로 10×10m 조사구를 설정하여 목본식생의 수관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CAD 프로그램(Autodesk AutoCAD 2017, 
education)을 사용하여 수관투영도를 작도한 후, 수관이 점유하

고 있는 구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울폐도를 산출하였다.

3. 자료 분석

채집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샘플은 실내에서 한국의 

수서곤충(Won et al., 2005), 한국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도감(Kong et al., 2013), 물속 생물 도감(Kwon et al., 
2013), Methods in Stream Ecology(Hauer and Lamberti, 
2006) 등의 문헌과 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종을 동정한 후, 출현

종과 우점종을 파악하였다, 또한, 모든 종에 대하여 Figure 3과 

같이 서식습성군으로 분류하여 각 조사지점별, 반복횟수별로 

서식특성을 파악하였다. 다만, 2개 이상의 서식습성군에 속하

는 종에 대해서는 Table 2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Vertical 
litterfall

Attached algae

Clingers

Swimmers

Light interception

In-stream cover

Organic matter
(OM)

Burrowers

Stream channel

Shade Lateral treefall
and litterfall

Sprawlers
Driftwood

Canopy cover

Figure 3. Schematic profiles of forested streams and aquatic
insects. Insecta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re 
based on classification by the Miyake (2005).

Point

Substrate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Crown 
density

(%)

Channel 
reach 
types

D95

(mm)
D50

(mm)

Channel 
width
(cm)

Water 
depth
(cm)

Flow 
velocity

(m/s)

Water 
temperature

(℃)
pH EC

(mS/cm)
DO

(mg/L)

UP2 35.10 10.35 105 21 0.03 ± 0.01 10.08 ± 0.02 6.29 ± 0.01 0.030 11.10 ± 0.07
68*

Pool
UP1 38.20 13.21 84 5 0.03 ± 0.01 10.16 ± 0.10 5.80 ± 1.23 0.023 ± 0.015 11.36 ± 0.15
LP2 40.64 17.20 430 20 0.02 ± 0.01 10.03 ± 0.19 8.12 ± 0.04 0.030 ± 0.001 10.98 ± 0.11

51**

LP1 35.80 11.58 215 21 0.02 ± 0.01 10.25 8.68 ± 0.02 0.030 10.80 ± 0.01
UR2 62.80 53.12 260 27 0.19 ± 0.02 10.07 6.27 ± 0.02 0.030 11.53 ± 0.46

68* Riffle
UR1 73.85 25.20 210 16 0.13 ± 0.01 10.21 6.30 ± 0.03 0.030 11.11 ± 0.07

Step-
RiffleLR2 72.90 32.50 67 5 0.16 ± 0.03 10.24 ± 0.17 8.07 ± 0.01 0.028 ± 0.005 10.83 ± 0.05

51**

LR1 58.00 46.18 318 9 0.05 ± 0.01 10.30 8.34 ± 0.07 0.030 10.78 ± 0.03
Note: *  Total value in upper reach from UP2 to UR1

** Total value in lower reach from LP2 to LR1

Table 1. Substrate, hydraulic, and water quality in sampling points from upper to lower reaches in a headwater stream

Results Analyzed
(Multiple habit categories)

Criterion for classifying
(Single habit category) 

Classified cases
(e.g., Order or Species)

Sprawlers, Clingers
Sprawlers Trichoptera
Clingers Ephemeroptera, Plecoptera

Swimmers, Sprawlers Swimmers Ephemeroptera
Swimmers, Clingers Swimmers Ephemeroptera

Sprawlers, Burrowers Burrowers Diptera(Chironomidae spp., Tipulidae spp.)
Sprawlers, Clingers, Burrowers Burrowers Diptera(Tipulidae spp.)

Planktonic, Clingers Clingers Diptera(Dolichopodidae spp.)

Table 2. A criterion for classifying single habit category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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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출현종

2019년 5월 연엽산 산지계류에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의 종수는 총 24과 44종 658개체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곤충강

(Insecta)이 599개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Figure 4 (a) and 
(b)), 우점하는 종은 87개체(13%)가 확인된 참납작하루살이

(Ecdyonurus dracon Kluge)와 75개체(11%)가 확인된 민강

도래 KUa(Nemoura KUa)였다. 일반적으로 오염내성도가 약

할수록 지표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계류환경을 평가하는 데 

유효하며(Kwon et al., 2013), 환경질점수가 높을수록 BOD5

가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Kwon et al., 2013; Kong et 
al., 2018) 서식처의 건전도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참납작하루살이와 민강도래 KUa의 오염내성도는 

｢약함｣이고 환경질점수(Qi; Environmental quality score of 

i species)는 ｢4｣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Kwon et al., 2013), 
연구대상지의 물환경 및 수생태계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Kong et al.(2018)은 환경질점수

를 BOD5 농도 범위에 따라 기존의 4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하

여 한국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 개선방안을 제안하

면서 향후 서식처의 건전도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5단계의 환경

질점수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사지점별 우점 군집(서식습성군)과 군집별 대표종

연구대상지의 출현종을 파악하여 Table 2의 기준에 따라 

서식습성군으로 분류한 결과, 연엽산 산지계류에서는 붙는 무

리(368, 56%), 굴파는 무리(127, 19%), 헤엄치는 무리(90, 
14%) 및 기는 무리(73, 56%)의 총 4군집이 확인되었고, 조사

지점별로 기는 무리가 우점한 1개소(UP1)를 제외한 모든 조사

지점에서 참납작하루살이, 민강도래 KUa 및 두갈래하루살이

(Paraleptophlebia japonica (Matsumura)) 등이 포함된 붙는 

무리가 우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엄치는 무리는 유수 생태계

에서 헤엄칠 수 있는 무리로 짧은 시간 동안 헤엄을 친 후 계상이

나 수생식물에 붙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재료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Kim, 2014), 이 연구에서는 헤엄치는 무리가 다수 출현한 

조사지점(UR2, LR1 및 LR2)에서 굴파는 무리가 우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연엽산 산지계류의 출현 군집(서식습성

군)별 대표종은 Figure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붙는 무리의 

대표종은 참납작하루살이(Ecdyonurus dracon Kluge)(Figure 
5 (a)), 굴파는 무리는 가는무늬하루살이(Ephemera separigata 
Bae)(Figure 5 (b)), 헤엄치는 무리는 깜장하루살이(Nigrobaetis 
bacillus (Kluge))(Figure 5 (c)), 기는 무리는 네모집날도래 

KUb(Lepidostoma KUb)(Figure 5 (d))였다.

(a) (c)(b) (d)

Figure 5. Four types (i.e., (a) Ecdyonurus dracon Kluge, (b) Ephemera separigata Bae, (c) Nigrobaetis bacillus (Kluge),
(d) Lepidostoma KUb)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t a headwater stream within the Yeonyeopsan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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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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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gochaeta
3

Malacostraca
51

Hirudinea 
5

(b) Insecta(a) Benthic macroinvertebrates

Figure 4. Distribution of accumulated species between (a)
benthic macroinvertebrates and (b) insecta in a 
headwater stream in the Yeonyeopsan (Mt.), 
which were sampled on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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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학적 요인에 따른 서식특성

서식처의 유속과 수심(Figure 6 (a)), 계상재료의 최대입경

(Figure 6 (b)) 및 중앙입경(Figure 6 (c))과의 관계를 통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서식습성군)의 서식특성을 파악한 결과, 
붙는 무리는 유속 0.1~0.25m/s, 수심 5~30cm, 굴파는 무리는 

유속 0.05m/s 이하, 수심 5~22cm, 기는 무리는 유속 0.03m/s, 
수심 5cm 정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a)). 
그리고 계상재료의 중앙입경을 모래(Sand; < 2mm), 자갈

(Gravel; 2∼15mm), 중자갈(Pebble; 16∼63mm) 및 호박돌

(Cobble; 64∼255mm)의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UP1, UP2 
및 LP1의 3개소에서는 자갈(Gravel; 2∼15mm)에, UR1, 
UR2, LR1, LR2 및 LP2의 5개소에서는 중자갈(Pebble; 16∼
64mm)에 해당하여, 소와 여울에서는 서식습성군별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결과, 소에서는 서식습성

군별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울에서는 계상재료

의 중앙입경과 최대입경이 클수록 붙는 무리가, 작을수록 굴파는 

무리가 우점하는 등, 서식습성군별 분포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Figure 6 (b) and (c)).

이상의 결과를 통해, 수심과 상관없이 계상의 유속이 빠른 

서식처에서 붙는 무리가, 유속이 느린 서식처에서 굴파는 무리

와 기는 무리가 우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의 기는 무리의 서식특성에 대해서는 표본수가 적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성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
히, 굴파는 무리는 굴을 파고 몸을 숨기는 서식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계상재료가 모래나 실트인 소에서 

여울보다 우점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봄철 유량이 적은 산지

계류를 연구대상지로 하였기 때문에 뚜렷한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붙는 무리가 유속이 빠르고 계상의 중앙입경이 호박

돌(Cobble; 64∼255mm)로 이루어진 여울에서 주로 확인된 

선행연구(Kim, 2014)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여울에서 붙는 

무리가 우점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Hauer and Lamberti 
(2006)는 입경이 큰 계상재료의 뒷면은 계상재료가 유수의 흐

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속이 느리며, 계상재료 사이의 측면으

로 유수가 통과하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상류의 여울에서는 빠른 유속에도 잘 견디며,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린 계상재료의 뒷면을 서식처로 하는 붙는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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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abitat characteristic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i.e., clingers, burrowers, and sprawlers) depending on
flow velocity with (a) depth, (b) maximum, and (c) median grain sizes in all (pool and riffle), pool, and
riffle (riffle and step-riffle) channels at a headwater stream within the Yeonyeopsan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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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는 무리도 여울에서 입경이 큰 계상재료에서 이동하

기 때문에 활동영역이 넓어 다수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

만(Kim, 2014), 기는 무리 서식처에서는 모두 붙는 무리가 

우점하였기에 예상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지형과 서식환경이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유속이 느린 곳에 

낙엽, 낙지(落枝) 및 유목 등과 같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먹이원이 되는 유기물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Rabeni and 
Minshall, 1977; Miyake, 2005), 계상재료에 따라 저서성 대

형무척추동물(서식습성군)의 서식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

단된다.

4. 수질 요인에 따른 서식특성

서식처의 유속과 용존산소(DO)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서식습성군)의 서식특성을 파악한 결과, 기는 무리는 용존산

소가 11.4mg/L, 굴파는 무리는 10.7~11.6mg/L, 붙는 무리는 

10.7~12.3mg/L 범위에 서식하여 붙는 무리가 굴파는 무리와 

기는 무리보다 더 넓은 범위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a)). 그리고 용존산소는 유속과 정의 상관관계(y 
= 0.0666x － 0.659, R² = 0.0851)가 있으며, 붙는 무리의 

서식처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y = 0.097x － 0.983, R² 
= 0.1617). 이는 유속이 빠른 곳의 계상재료가 상대적으로 커서 

붙는 무리가 주로 활동할 수 있고, 공기 중의 산소가 수중으로 

잘 전달(oxygen transfer)될 뿐만 아니라(Kim, 2014),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서식습성군)의 서식처에 따라 각각 다른 범위

의 유속이 나타난다는 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굴파는 무리의 서식처에서 용존산소와 유속이 부의 상관

관계(y = -0.023x + 0.2825, R² = 0.3876)를 보인 것은 굴파는 

무리가 유속이 낮은 돌과 모래, 그리고 진흙 바닥 사이에 전반적

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모랫바닥을 자유롭게 잠수하거나, 견사

(絹絲)로 내부를 장식한 관을 이용하여 진흙 바닥을 이동하는 

등 용존산소가 낮은 곳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

이지만(Nisikawa and Ito, 2016), 기울기 값이 –0.023으로 0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추가 표본의 보완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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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기전도도(EC)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서
식습성군)의 서식특성은 서식처의 유속의 차이와 관계없이 

0.03mS/cm 내외의 값이 나타났다(Figure 7 (b)). 유속이 느린 

지점에서는 물질의 정체로 인하여 전기전도가 낮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하였지만, 연구대상지는 연엽산 산지계류의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큰 계상재료가 분포하고, 소에서도 지속적으

로 유수가 흐르며, 계류수의 정체현상이 적었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심이 깊은 소는 수온이 

낮게, 수심이 얕은 여울에서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Figure 7 (c)), 수심과 수온은 부의 상관관계(y = -26.397x 
+ 283.87, R² = 0.1802)를 보였다. 이는 수심이 얕은 지역일수

록 유속이 빠르며,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일사량에 따라 수온

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Mori et al., 2005; 
Nam et al., 2020).

한편, pH와 수온의 관계를 통해 pH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서식습성군)의 서식특성을 파악한 결과, 붙는 무리는 

pH6~8, 굴파는 무리는 붙는 무리와 크게 차이는 없는 pH4~9 
범위에서 확인되었고, 기는 무리는 pH6 정도에 서식하고 있다

(Figure 8). 수온이 높을수록 pH가 증가하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y = 0.0413x + 9.8679, R² = 0.1486), 무리별로는 

굴파는 무리가 y = 0.0457x + 9.8541, R² = 0.6352, 붙는 

무리가 y = 0.0417x + 9.8593, R² = 0.1053이었다. 단, 소와 

여울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pH와 용존산소의 관계에서 상･하류별 조사지점의 pH

는 상류 pH6, 하류 pH8 정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 울페도가 68%로 높았던 상류에서는 높은 용존산

소값을 나타내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서식습성군)이 집중

되었지만, 울페도가 51%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하류에서는 낮

은 용존산소값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Che Salmah et 
al.(2014)의 연구대상지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울폐도가 높은 상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서식습

성군)이 생육할 수 있는 양분이 하류에 비해 많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산지계류의 상류는 계안림에 의해 일사를 차단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수관으로 울폐되어 있지 않은 중･하류와 비

교하여 광에너지를 이용한 1차생산을 하는 부착조류의 증식과 

수온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Miyake, 2005; Mori 
et al., 2005; Sugihara and Miyake, 2011).

이 연구는 산지계류에 있어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산지계류가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어 연구 

대상으로서의 관심도가 낮았던 부분의 자료를 보완하여, 유수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

다. 따라서 유역 전체에서 하천연속성 개념(river 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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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RCC)(Vannote et al., 1980; Bae et al., 2003)에서 

생각하면, 이 연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 조성, EPT분류

군별 분포특성, 섭식기능군별 분포 및 먹이원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산지계류의 보호와 관

리 측면에서의 학술적인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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