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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불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기능군과 군집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산불이 발생한 울진군의 2개 수계를 실험수계 그리고 산불비발생지의 2개 수계를 대조수계로 설정하여 산

불이 발생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조수계에서 4문 6강 16목 47과 89종, 실험수계에서 4

문 6강 16목 43과 84종이 출현하였다. 각 연도별 실험수계에서 조사된 청정수계지표종인 E.P.T 분류군의 종수 및 개

체수의 경우, 2007년에는 하루살이목이 21종, 2,434.6 inds./m2, 강도래목이 3종, 199.8 inds./m2, 날도래목이 14종, 540.2

inds./m2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하루살이목 9종, 296 inds./m2, 날도래목 4종 44.4 inds./m2, 강도래목은 나타나지 않

았다. 전체적으로 매년 E.P.T 분류군에 속하는 종수 및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대조수계에

비해 실험수계에서 다양도와 풍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섭식기능군은 GC type은 종수 및 개체수가 매년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기타 type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군집안정성은 실험수계에서 I·III구역에 해당하는 종

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나, 산불 후 매년 I·III구역의 종수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searching the functional feeding groups, and community stability of the

macroinvertebrate on forest fire area of Uljin-gun. Th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2 sites of control area and 2 sites

of experimental area during 2007 to 2009. The identified species were 89 belonged to 47 families, 16 order, 6 class,

and 4 phylum in control area. And 84 belonged to 43 families, 16 order, 6 class, and 4 phylum were identified in

experimental area. As a result of changes in species and individuals of E.P.T. taxa investigated in experimental area by

year, Ephemeroptera was 21 species, 2,434.6 inds./m2, Plecoptera was 3 species, 199.8 inds./m2, and Trichoptera 14

species, 540.2 inds./m2 in 2007. And in 2009, Ephemeroptera was 9 species, 296 inds./m2, Trichoptera was 4 species,

44.4 inds./m2, and Plecoptera was none, showing that species and individuals belonging to E.P.T. taxa decrease rapidly

every year. Community analysis by year, in 2008 when the water system started to be influenced by the fire directly,

it showed a trend that H' and RI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area. Functional feeding group by year, it showed a trend

that species and individuals of GC type which is a functional group picking up and eating FPOM (f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 from deposits in the bottom of water or benthic areas and performs an important function of material

circulation in ecosystem decrease every year. Community stability by year, an environment of water system in forest

fire area started to be somewhat destroyed, from 2008, it is shown that both species in I area which have great ability

of resistance and recovery and species in III area which live in relatively stable water system decreased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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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불은 식생 천이과정,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은 물론 계

류생태계의 수질과 그곳에 서식하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

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산불의 강

도와 지속기간, 토양의 수분 함양,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

산불 후 강우의 강도와 계류에 유입되는 수량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산불의 강도는 낙엽의 양과 질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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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며, 토양의 유기물 소실량은 산불의 강도와 직접적

인 연관이 있다. 강한 산불은 임상의 유기물을 전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양의 수분함량과 질소함량에 큰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계류생태계의 생

물서식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서성대형무척동물은 하천의 생물 중에서 가장 종류

가 다양하고, 이동성이 적어 정량채집이 용이하여 각종 생

태 연구에 이용된다(Wilhm, 1972). 특히 수서곤충의 약

95%를 차지하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수환경별 특정

종의 분포 등 군집 구조의 차이가 뚜렷하여 생물학적 지표

로 매우 중요하다(Hynes, 1963; Wilhm, 1972). 또한 담수생

태계의 다양한 먹이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먹이 이용 양

상에 따른 섭식기능군의 분류가 확립되어 있으며(Le Cren

and Lowe-McConnell, 1980; Strand and Merritt, 1999), 섭

식기능군의 조성에 따라 수환경을 진단할 수 있다. 섭식

기능군은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그 조성이 다르며, 하

천의 오염 등 인위적인 수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 조

성이 달라진다(Vannote et al., 1980). 따라서 산불로 인해

산간계류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이의 회복과정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산간계류라는 특수한 수환경요인과 미소

서식처에 따라 적응력이 달라지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의 종조성, 다양도, 밀도, 우점종 및 군집변동에 대한 모니

터링을 통해 계류생태계 복원패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조사가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4월 총 37 ha의 면적에 산불이

발생한 울진 일대의 계류를 대상으로 저서성대형무척추

동물의 분포상, 군집분석, 섭식기능군 및 군집 안정성 파

악을 통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산불이 계류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과 복원양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불지역 계류

생태계 관리와 보존 및 복원을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및 조사시기

조사지점은 산불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조수계 2지점(St.

1, St. 2)과 산불의 영향을 받는 실험수계 2지점(St. 3, St. 4)

을 선정하였으며, 각 조사지점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육서 및 반수서 곤충의 유충

단계에서 수서생활을 하는 분류군으로 수서곤충이 약 95%

를 차지하므로, 수서곤충의 우화시기 및 그에 따른 군집

변동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수서곤충이 우화하기 전인 4월

또는 5월에 조사(1차: 2007년 5월 10일, 2차: 2008년 5월

10일, 3차: 2009년 4월 28일)를 실시하였다.

2. 채집 및 동정

채집은 수서곤충이 성숙한 유충상태로 가장 풍부하게

출현하는 4월 또는 5월에 실시하여 채집의 효율성을 높였

다. 수서곤충의 정량채집은 Suber net(30×30 cm, 망목

0.25 mm)으로 하상의 구조와 유속 등을 고려하여 급류대,

완류대, 정체대에서 각각 1회씩 조사하여 지점당 총 3회

의 정량채집을 실시하였으며, hand net과 핀셋을 이용한

정성채집을 실시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95%

Ethanol에 고정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채집된 종의 동

정은 국내에서 발표된 검색도설(Jung, 2007; Kwon et al.,

1993; Song, 1995; Won et al., 2005; Yoon, 1995)을 이

용하였고, 표본은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물분류학 연

구실에 보관하였다. 

3. 군집분석

단위면적당 출현개체수(Inds./m2)를 산출하여 각 종이

출현한 총 조사단위에서 개체수를 나타낸 후, 각 조사지

점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McNaughton

(1967)의 우점도지수(DI, dominance index), Shannon and

Weaver(1949)의 다양도지수(H', species diversity index),

Margalef(1958)의 종풍부도지수(RI, species richness index),

Pielou(1969)의 종균등도지수(E', evenness index) 산출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4. 섭식기능군 및 군집 안정성 분석

섭식기능군(FFG : Functional Feeding Group)의 분석은

Ro(2004)가 Merritt(1984)의 체계를 근간으로 한 한국산 수

서곤충류 섭식기능군의 유형을 속 수준에서 정리한 6가지

기능군으로 정리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Ro(2004)

가 한국산 수서곤충류를 총 34개의 수서곤충 분류군들 간

의 상대적인 저항력과 회복력을 10개 등급으로 세분한 후

이들의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를

Figure 1. Map shows surveyed sites of control and experimen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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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군집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종조성

본 조사기간 동안 조사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총 4

문 6강 17목 55과 116종이 조사되었다. 대조수계(St. 1, St.

2)에서 조사된 종은 4문 6강 16목 47과 89종으로 나타났

으며, 분류군의 종 조성은 편형동물문 1강 1목 1과 1종,

연체동물문 1강 2목 4과 5종, 환형동물문 2강 3목 5과 6

종, 절지동물문 2강 10목 37과 77종이 조사되었다. 이중

수서곤충류가 8목 35과 74종으로 전체 구성 종의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실험수계(St. 3, St. 4)에서 조사된 종은 4

문 6강 16목 43과 84종으로 나타났으며, 분류군의 종 조

성은 편형동물문 1강 1목 1과 1종, 연체동물문 1강 2목 4

과 5종, 환형동물문 2강 3목 4과 5종, 절지동물문 2강 10

목 34과 73종이 조사되었다. 이중 수서곤충류는 8목 32과

71종으로 전체 구성 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사 지

점별 출현종수는 대조수계에 해당하는 St. 1과 St. 2에서

각각 57종, 60종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수계에 해당하는 St.

3과 St. 4에서는 각각 45종, 70종으로 나타났다. 지점별 출

현 개체수는 St. 4에서 5,447.1 inds./m2로 가장 많은 개체

수가 나타났으며, St. 2(4,872.9 inds./m2), St. 1(4,343.8

inds./m2), St. 3(4,084.8 inds./m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연도별에 따른 분류군의 종수 및 개체수 변화

각 년도별 대조수계와 실험수계의 분류군에 대한 출현

종수 및 개체수를 살펴보면, 2007년 대조수계인 St. 1과 St.

2에서 각각 27종 1,746.4 inds./m2, 32종 3,211.6 inds./m2로

나타났으며, 실험수계인 St. 3과 St. 4에서는 각각 30종

2,615.9 inds./m2, 40종 3,396.6 inds./m2로 나타났다. 2008년

St. 1과 St. 2에서는 각각 27종 1,650.2 inds./m2, 24종 614.2

inds./m2로 나타났으며, St. 3과 St. 4에서는 각각 22종

1,080.4 inds./m2, 34종 1,717.5 inds./m2로 나타났다. 2009년

St. 1과 St. 2에서 각각 27종 947.2 inds./m2, 27종 1,047.1

inds./m2로 나타났으며, St. 3과 St. 4에서는 각각 12종 388.5

inds./m2, 19종 333 inds./m2로 나타났다(Figure 2). 

위의 결과로 각 연도별 종수 및 개체수 변화양상은 산

불이 발생한 실험수계의 지점에서 매년 종수 및 개체수

가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산불 발생 직후인

2007년에는 산불이 수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산불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E.P.T 분류군의 연도별 변화 양상

각 년도별 실험수계에서 조사된 E.P.T (Ephemeroptera,

Plecoptera, Trichoptera) 분류군의 종수 및 개체수 변화는

2007년에 하루살이목이 21종, 2,434.6 inds./m2, 강도래목이

3종, 199.8 inds./m2, 날도래목이 14종, 540.2 inds./m2로 나

타났으며, 2008년에는 하루살이목 18종, 1,458 inds./m2, 날

도래목 9종, 96.2 inds./m2, 강도래목 0종, 2009년에는 하루

살이목 9종, 296 inds./m2, 날도래목 4종 44.4 inds./m2, 강도

래목 0종으로 매년 E.P.T 분류군에 속하는 종수 및 개체수

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이는 수계에서 낙

엽의 부식물을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강도래목과 날도래목,

부식물로 생성되는 유기물을 먹이원으로 하는 하루살이목

이 산불로 인하여 수계일대의 수목과 초목이 전소됨에 따

라 수계로 유입되는 낙엽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먹

이원으로 하는 E.P.T 분류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종수

및 개체수가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 판단된다. 

4. 군집분석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군집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

과, 대조수계의 평균 풍부도는 3.07(2007)~3.17(2009), 다

양도는 4.40(2007)~4.74(2009)로 나타났으며, 실험수계의

평균 풍부도는 3.67(2007)~2.91(2009), 다양도는 5.07(2007)

~3.18(2009)로 산불발생 직후인 2007년에는 다양도와 풍

부도가 대조수계에 비해 실험수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

Figure 2.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of control and experimental sites in each surveyed years. 



산불지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섭식기능군 및 군집안정성에 관한 연구 115

으나, 실험수계가 산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2008년부터 다양도와 풍부도가 실험수계에서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ure 4). 이는 산불의 영향으로

수계에 서식하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상의 종수와 개체

수가 매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우점종과 아우점종을 비교한 결과, 2007년에는

대조수계에 해당하는 St. 1, St. 2에서 우점종이 깔따구류,

아우점종은 각각 플라나리아와 두점하루살이로 나타났으

며, 실험수계인 St. 3, St. 4에서는 우점종이 각각 옆새우류,

깔따구류, 아우점종으로는 각각 흰부채하루살이와 등줄하

루살이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St. 1, St. 2에서 우점종이

각각 네모집날도래 KUb, 개똥하루살이, 아우점종으로는

깔따구류가 나타났다. St. 3, St. 4에서의 우점종은 두점하

루살이, 아우점종은 각각 깔따구류, 실지렁이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St. 1, St. 2에서 우점종이 각각 깜장하루살이,

다슬기, 아우점종으로는 각각 네모집날도래 KUa, 깔따구

류로 나타났으며, St. 3, St. 4에서 우점종은 각각 알락하루

살이, 다슬기, 아우점종으로는 깔따구류가 나타났다. 산불

직후 St. 3에서 옆새우류가 우점한 것은 옆새우류의 서식

처와 먹이원이 되는 낙엽 등 잔사물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8년 대조수계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난 네모집날

도래 KUb의 서식지도 주로 수온이 낮은 유수 지역이며,

낙엽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계류에서 관찰되는 종이다. 

5. 섭식기능군

수서곤충류는 섭식기능군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하천생태계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상태 및 주

위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형태의 먹이를 섭식 하

는 것과 어떻게 먹이를 획득하는가에 따라 섭식기능군을

크게 6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썰어 먹는 무리

(SH, Shredder)는 외부로부터 하천생태계 내로 유입되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처럼 큰 고형물질(>1 mm)인 소립유

기물(CPOM: Coarse Particulate Organic Matter)을 썰어

먹는 무리이다. 둘째는 주워 먹는 무리(GC, Gathering-

Collector)로 0.5 µm~1 mm 크기의 미세유기물(FPOM:

F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과 >0.5 µm의 초미세유

기물(UPOM: Ultra F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을

주워 먹는 무리이다. 셋째, 걸러 먹는 무리(FC, Filtering-

Collector)는 몸의 구조물이나 망을 이용하여 물속에 떠 있

는 FPOM을 걸러서 먹는 무리이다. 넷째, 긁어 먹는 무리

(SC, Scraper)는 하상의 돌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질을

긁어서 먹는 무리로, 이러한 물질은 FPOM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부착조류를 포함한다. 다섯째, 뚫어 먹는 무리

(PP, Plant-Piercer)는 수생식물에 구멍을 내어 수액을 빨아

먹거나 조류의 조직 자체를 먹는 무리이다. 마지막 여섯

째는 포식자(P, Predator)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무리로

육식자(carnivores)이다.

Figure 3.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of E.P.T. taxa of control and experimental sites in each surveyed years. 

Figure 4. Biological indices of control and experimental sites in each surveye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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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미세유기물(FPOM)을 하상이나 저질층의 퇴

적물에서 주워 먹는 기능군으로 하천생태계 내에서 물질

순환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무리인 GC type의 종수

및 개체수가 실험수계 내에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ure 5, 6). 이는 실험수계 일대가 산

불의 영향을 받아 유기물의 원료가 되는 낙엽이 모두 전

소되어 미세유기물의 함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GC type

의 종수 및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크기의 유기물을 섭식하는 FC와 SC type의 개체군 크기

또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 군집안정성 분석

하천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소를 구성하는 분류군들 가운

데 수서곤충류의 안정성에 대한 특성을 상대적 회복력과

저항력으로 기준으로 4개의 특성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Ro

and Chun, 2004). 즉, 상대적 회복력과 저항력을 각각 5.5를

기준점으로 하여 4분면 위에 도식화하면 가중치의 산정 없

이 산출된 이들의 특성이 도식화된다. 특성군I에 위치한 분

류군은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이 모두 높은 종들로 인위

적인 간섭이나 교란에 대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뛰

어나다. 이는 교란된 하천에서 개척자로서 교란 직후 생물

군집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

군II는 높은 상대적 회복력과 낮은 상대적 저항력을 보이는

분류군으로 특성군I과 특성군III의 생태계 내의 기능을 연

결하여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류들로 판단

된다. 특성군III은 상대적 회복력과 상대적 저항력이 모두

낮아 비교적 작은 교란이나 인위적인 간섭에도 민감한 종

들이며 수환경이 안정적인 곳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성군 IV은 낮은 회복력과 높은 상대적 저항

력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 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2009년까지의 조사결과, 2007년도에는 대조수

계와 실험수계의 군집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산

불지의 수계환경이 다소 악화됨에 따라 2008년부터 상대

적 저항력과 회복력이 모두 높은 I구역과 비교적 수환경

이 안정적인 곳에 서식하는 III구역의 종수가 다소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어 대조수계에 비해 산불의 영향을 받는

실험수계에서 군집안정성 패턴이 매년 다소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계가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 수질, 저서상태(미소서식처) 변화와 저서성대형무척

추동물의 먹이인 미세유기물이나 잔사물 등의 감소 그리

고 잔사물을 이용하여 유충시기에 집(케이스)을 짓는 습

성을 가진 날도래류의 집을 짓는 재료 등이 감소된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 

이처럼 산불은 산간계류에 서식하는 저서성무척추동물

Figure 5. Number of species of functional feeding groups for control and experimental sites in each surveyed year.

Figure 6. Number of individuals of functional feeding groups for control and experimental sites in each surveye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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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조성과 군집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불

후 3년간에 걸친 수서생태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간계류

의 생물서식처 다양성 평가와 모니터링 대상 종 선정과

예찰 그리고 산림회복에 따른 수환경지표종과 밀도 변화,

및 E.P.T. 분류군의 점유율 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산불지

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결과 공유와 장기생태연구를 통해

산불 후 녹피율의 증가와 저서생물의 회복과의 상관관계,

산불 후 수질회복에 따른 저서성무척추동물의 종조성 변

화 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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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munity stability of relative resistance and resilience in control and experimental area in each year. Black: 2007; Red:
2008; Green: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