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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fish passage efficiency, based on fish-trap monitoring methodology, in the 

fishway of Seungchon Weir, which was constructed on the lower region of Yeongsan River in 2011. Seasonal patterns and diel 
variations of fish movements, fish fauna, and compositions in the fishway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current velocity and 
location of the trap-setting in the fishway. For the analysis, we conducted seven times surveys in 2012 on the fishway and also 
conducted intensive monitoring of the fishway as 3 hrs interval for the diel variations of fish fauna and compositions in the 
fishway. According to the fish-trap monitoring methodology, the total number of fish species was 13 species, which was a 
43.3% of the total. Most dominant fish used the fishway was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and the relative abundance of 
the species used the fishway was 33.5% of the total. The season and time zone (in diel variation) observed most frequently in 
the fishway were July and 18:00-21:00 PM, respectively. The fish movements and use-rates of fishway varied depending on 
the locations of trap-setting; Fish biomass and the number of species were statistically (p < 0.05) greater in the most right or 
left-sided traps than in the mid-traps. Also, fish movements and use-rates of fishway were influenced by current velocity on 
the fishway; fish in the fishway preferred the low current velocity (mean 0.71 m/sec) than the high current velocity (mean 1.13 
m/sec). Further long-term studies should be monitored for the efficiency evaluations of the fis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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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우리나라에서는 하절기에 집중되는 몬순 장마에 

의하여 많은 유량이 하천 및 강에 유입되지만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는 문제점 때문에 수자원의 안정적 확

보 및 이수, 치수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다

목적댐, 용수댐 및 인공보 등이 과거에 건설되었다. 최
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과 같은 근원적

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2조의 예산

을 투입하여 2008년 4대강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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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

강에 2개 등, 총 16개의 인공보가 건설되었다(Park, 
2010).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인공댐 및 중

대형 보가 농수로 및 강하구에 건설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인공구조물들이 수생태계의 어류를 포함

한 다양한 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

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승촌보를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인공보는 2010년에 완공되어 이들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영향, 수질에 대한 영향, 서식지에 

대한 변화 및 어류 이동성과 같은 생태학적 특성은 전

혀 알려진 바 없다.
기존의 국내․외의 다양한 인공댐 및 보 건설에 대

한 하천 생태계 연구에 따르면, 수체내의 인공 구조물

은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물질순환, 에너

지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체 내 건설되는 댐 혹은 보(weir)는 수리수문학적으

로 하천의 흐름을 막아 수체류 시간의 증가 및 유속을 

감소시켜 물리적 수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런 특

성은 이동성 어류와 같은 생물에 이동 차단효과를 가

져와 어류 종조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담수와 기수역 혹은 해수를 이동하며 서식

하는 주연성 어종 및 회유성 어류의 상․하류 간 이동

을 단절시켜 어류산란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어 

개체군 감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Yang, 
2011). 국내에서도 댐이나 보 건설로 인하여 많은 문

제들이 발생되어 왔는데 특히, 영산강 수계의 말단부

에 설치된 하구언은 해수 순환을 제한하여 해수의 영

향을 직접 받던 수역의 담수화를 초래하였고, 염도

(Salinity) 혹은 전기전도도의 변화는 기수어종의 서식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런 하

구언 축조는 궁극적으로 이전에 출현이 확인되었던 

다수의 회유성 어종들 중 보 건설 후 종수 및 개체수가 

극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댐 설치에 따른 어류 이동

성 단절효과를 입증하고 있다(Choi, 1989; Choi와 

Ahn, 2008).
상기의 보 및 댐건설에 의한 단절 효과를 저감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생태연결로인 

어도를 설치하는 공법이 이미 북미 및 유럽에서 소개

되어왔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보/인공댐에 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설치를 통해 생

태계의 악영향을 저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어류의 생태 특성 및 

이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어 어도의 기능

을 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구조물로도 전락하는 경우

가 종종 보고되어 왔다(Ahn 등,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 12조 2항에 의거

하여 인공보 건설시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도를 

비롯한 생태통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어도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어도를 이용하는 

어종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생태모니터

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선진국인 북미 및 유럽에서는 어류의 어도 이

용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도에서 다양한 어류 

이동성 모니터링 기법들을 적용하였고, 수생태계를 

평가함에 있어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 여러 평가 기법

들 중 사람의 직접적 시각에 의존하는 모니터링 기법

(Visual monitoring)과 비디오 촬영모니터링 기법

(Video recoding monitoring)이 종종 소개되고 있고, 
표식-재표식법(Mark-recapture monitoring)에 의하여 

어류의 이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Lucas and 
Baras, 2001). 표식-재표식법은 핀을 이용한 표지, 지느

러미의 일부를 제거(Fin clipping)하여 표식하는 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에도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형광물질 표지법(Visible 
Implant Elastomer, VIE),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지, 수중음파(Hydroacoustic), 라디오 발신기(radio 
tag), 위성추적장치, 수동형 무선 태그(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 tag; PIT tag) 등을 이용하여 어류의 어도 

이용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Morhardt 등, 2000; Roussel 등, 2000; 
Zydlewski 등, 2001). 

하나 혹은 다수의 어도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모니

터링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어도 이용효율성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모니터링 기법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수동형 무선 태그(PIT tag), 
음향 텔레메트리(Acoustic Tagging Telemetry) 등은 

태그(Tag)와 감지장비(Detecting unit)를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

을 가지고 있다(Matthew, 1992; Cote 등, 2002; Ja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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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p monitoring sites at the fishway of Seungchon Weir, Yeongsan River watershed.

등, 2006). 또한, 어류 체내에 태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다

수의 시술 경험이 요구된다. 반면, 어도 내에 직접적으

로 트랩(Trap)을 설치하여 소상하거나 강하하는 어류

를 채집할 수 있는 트랩 모니터링 기법은 적은 비용으

로 어도를 이용하는 어류의 어종, 이동 시간대 및 이동 

시기 등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MEK,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영산강 수계의 하류부에 설치된 

승촌보의 어도에서 어류 이동성 평가를 위해 계절 별 

이동성 특성(Seasonal pattern), 일별 이동성 유형(Diel 
pattern) 및 어도의 위치에 따른 어류의 종 조성 및 이

동 개체수를 파악하여 어도 이용 현황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어도에서 관찰되는 희귀성 어류 

및 특이종의 이동경로 및 현황을 분석하여 보 설치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 대상지 현황

승촌보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의 중류역

에 건설된 인공보이다. 승촌보가 건설된 영산강 수계

는 전남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광주광역

시, 나주시 등을 지나 영산강 하구언을 통하여 서해로 

흐르는 강으로 유역면적 3,371.4 ㎢, 유로연장 136.0 
㎞인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이다(Ann 등, 2007). 승
촌보는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E 126° 76' 40'', N 
35° 06' 48'')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수위 El. 7.5 m, 
보 높이 9.0 m, 보 길이 540 m, 수문형식은 승강식 수

문(Truss gate) 형식을 갖추고 있는 가동보이다. 승촌

보의 어도는 구하도로 연결되어 있는 죽산보의 어도

와는 달리 인공보에 직접 설치되어 있어서 영산강 본

류의 어류가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Fig. 1). 

2.2. 승촌보 어도에서의 어류 모니터링 방법

승촌보 어도에서의 어류 모니터링은 어도에 트랩

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채집하는 방법을 이용하

였다. 조사에 사용된 트랩은 가로 × 세로 × 높이가 각

각 0.65 m × 1.0 m × 1.1 m인 스테인리스 스틸파이프 

골조로 어도의 규격에 맞게 제작하였다. 또한, 어도를 

이용하는 모든 어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어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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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이 가능한 나일론 재질로 구성된 그물(망목 4 × 4 
mm)을 제작하였다. 특히, 어도를 통하여 소상하거나 

강하하는 어류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트랩의 유인

입구를 단방향으로 제작하였고, 총 4개의 동일한 크기

의 트랩(Tr-1, Tr-2, Tr-3, Tr-4)을 이용하여 어류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다. 승촌보 어도에서 트랩을 이용하

여 실시한 어류 모니터링은 어도가 가동되기 시작한 

2012년 6월부터 강우가 집중되는 8월 사이에 총 7회 

실시하였고, 어도를 통하여 소상하는 어류가 조사 시

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또한, 트랩의 위치에 따라 채집되는 어류의 종 

및 개체가 어떤 위치에서 더 많이 이동하는지를 비교

하기 위하여 어도의 출구부근에 위치별로 트랩을 설

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간별 이동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
시까지 총 24시간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주간

(06-18시)과 야간(18-익일 06시) 모두 3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트랩을 이용한 어류 모니터링 외에도 어류의 이동

이 가장 활발한 유속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도

의 구간별 유속(Velocity)을 측정하였고, 다항목수질

측정기(YSI Sonde 6600)를 이용하여 이․화학적 수

환경 상태를 분석하였다. 각 트랩에서 획득한 어류는 

전장(Length)과 체중(Weight)을 측정하였고, 어류 동

정은 Kim과 Kang(1993) 및 Kim과 Park(2002)에 의

거하여 연구에 필요한 분류학적 주요 형질을 조사한 

후 방류하였다. 일부 동정이 불확실하거나 정밀 분석

이 필요한 종은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한 후 실험

실에서 동정 및 분류하였다.

2.3. 어도 이용특성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어도를 이용하는 어류의 종수 및 개체수가 조사시

간 및 트랩위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One way ANOVA)과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s)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속에 따른 

종수 및 개체수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분석하

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Version 18.0 KO for 
windows, 2011)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승촌보 어도에서 유속 분포특성

어류의 이동성 평가를 위해 조사한 어도의 트랩 위

치별(Tr-1, Tr-2, Tr-3, Tr-4) 유속특성은 설치한 트랩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도내 유속 분포 분석

에 따르면, Tr-1이 설치되는 구간인 어도의 좌측 월류

부는 0.77 ± 0.20 m/s, Tr-2가 설치되는 어도의 중앙부 

좌측 월류부는 0.89 ± 0.26 m/s 였다. 또한, Tr-3이 설

치되는 어도의 중앙부 우측 월류부는 0.90 ± 0.27 m/s, 
Tr-4가 설치된 어도의 우측 월류부의 유속은 0.77 ± 
0.21 m/s로 나타났다. 즉, 승촌보의 어도에서 유속 분

포는 어도 양안의 유속이 측면부보다 느린 것으로 나

타났다. 승촌보 어도는 조립형 아이스하버식 어도로

서 어도 제원은 폭 14.2 m, 길이 164.9 m이고, 어도 경

사도(slope)는 1:20, 유출부 높이는 EL. 7.10 m로 되

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다각적 특성은 어

류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잠공부 유속은 월류부 유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RI(2004)에 따르면, 어류가 

어도를 소상할 수 있는 능력은 각 어종 및 개체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0.5-1.0 m/s의 유속에서는 대부분의 

어종이 소상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승촌보 어도의 각 구간은 대부분의 어류가 

소상하기에 적합한 유속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었

다. 승촌보 어도는 조사 시기에 따라 유속에 큰 변이

를 보였는데, 특히 7월 말에 실시한 5차 조사에서 어

도의 평균유속이 1.29 m/s로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

타났고, 6월 말 실시한 2차 조사에서 어도의 평균유

속은 0.62 m/s로서 두 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도

가 우회수로가 아닌 인공보 우안에 설치되어 있어 본

류의 직접적인 이류(advection)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승촌보 어도의 어종구성비 및 분포 특성

승촌보 어도에서 총 7회에 걸쳐 실시된 어류트랩

(Trap) 모니터링에 따르면, 13종(2,682개체)이 출현하

였고, 이는 총 하류부에서 조사된 종수(30종)와 비교

해볼 때 43.3%로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승촌보에서 

어류 이동은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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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TOg TRg

Survey of Fishway

TNI RA
(%)June July August　

1st 2nd 3rd 4th 5th 6th 7th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IS O 62 386 116 323 5 6 898 33.5 

Hemibarbus labeo TS I 282 143 168 53 117 83 846 31.5 

Carassius auratus TS O 131 1 31 29 75 61 328 12.2 

Opsar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TS C 22 62 5 12 34 102 40 277 10.3 

Micropterus salmoides† TS C 26 44 12 7 3 19 16 127 4.7 

Lepomis macrochirus† TS I 1 2 45 22 7 77 2.9 

Leiocassis nitidus TS I 6 2 5 5 17 16 51 1.9 

Zacco platypus TS O 1 1 3 12 17 10 44 1.6 

Pseudogobio esocinus IS I 2 5 5 5 17 0.6 

Hemiculter eigenmanni* TS O 3 3 2 8 0.3 

Cyprinus carpio TS O 2 3 5 0.2 

Pseudorasbora parva TS O 3 3 0.1 

Misgurnus mizolepis TS O 1 1 0.0 

Total Number of Species 5 9 10 9 7 12 8 13

Total Number of Individuals 242 787 292 594 158 372 237 2,682
IS: Intermediate species, TS: Tolerant species, O: Omnivores, I: Insectivores, C: Canivores, TNI: Total number of individuals, RA: 
Relative abundance, * : Endemic species, †: Exotic species

Table 1. Fish fauna, compositions, tolerance guilds(TOg), and trophic guilds(TRg) in the fishway of Seungchon Weir during 
June - August 2012 

2011). 승촌보 어도에 소상한 어류 는 9종 2,462개체

(90.5%)가 잉어과(Cyprinidae)인 것으로 나타나, 종 

수 및 개체수 분포가 넓은 만큼 잉어과 어종의 어도 이

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승촌보의 어도에서 채집된 주요 우점종(전체 중 

4% 이상)은 참몰개(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33.5%, 누치(Hemibarbus labeo) 31.5%, 붕어(Carassius 
auratus) 12.2%, 끄리(Opsar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10.3%, 배스(Micropterus salmoides)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7회 조사기간 동안 모두 채집되어 항존

도(Constancy)가 100%인 어종은 끄리 및 배스 2종으

로 분석되어 이들 두 종은 계절 및 시간에 관계없이 잘 

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승촌보 어

도에서 채집된 한국고유종은 참몰개, 치리(Hemiculter 
eigenmanni) 2종으로 34%의 출현빈도를 보였고, 외
래종은 배스,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2종으로 

7.6%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외래종의 어도 이용은 정수역으로 변한 승

촌보 상부와 하부에서 개체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들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승촌보 어도의 조사시기 별 어종 출현양상의 비

교․분석에 따르면, 최대 개체수는 2차 조사(787개체)
에서 나타났고, 최대 종수의 채집은 6차 조사(12종)에
서 나타났다. 6월 말에 실시된 2차 조사의 경우, 유량

과 유속이 일정한 수체안정기로 어류가 소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리적 수환경 상태를 유지하여 가장 많

은 개체들이 소상한 것으로 사료된다(Fig. 2). 어류의 

월별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6월 3차례 조사에서 총 

1029개체가 채집되었고, 평균 343개체가 소상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인 7월 2차례 조사

에서 총 752개체, 평균 376개체가 채집되어 수온 증가

가 어류의 성장, 대사, 먹이활동을 촉진하여 어도의 이

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Wendelaar B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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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nterval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F-value p-value

# of sp.

09-12h 7 3.71ab 1.11 0.42

6.575 < 0.001***

12-15h 7 4.71ab 0.95 0.36
15-18h 7 5.14b 1.35 0.51
18-21h 7 7.29c 1.89 0.71
21-24h 7 4.00ab 2.00 0.76
24-03h 7 2.86a 1.07 0.40
03-06h 7 4.14ab 1.07 0.40
06-09h 7 5.29b 1.11 0.42
Total 56 4.64 1.79 0.24

# of ind.

09-12h 7 10.86a 4.02 1.52

6.651 < 0.001***

12-15h 7 28.14a 40.89 15.45
15-18h 7 69.00a 85.51 32.32
18-21h 7 156.43b 94.57 35.74
21-24h 7 32.14a 23.77 8.99
24-03h 7 11.86a 8.17 3.09
03-06h 7 23.43a 16.95 6.41
06-09h 7 51.29a 23.63 8.93
Total 56 47.89 64.60 8.63

Table. 2.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ANOVA tests, of fish species and individuals on the time interval in the fis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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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fish species and compositions in 
relation to seasons of the trap sampling.

1997). 또한, 8월 2차례 조사에서 총 609개체, 평균 

304.5개체가 채집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적

은 개체가 채집되었다. 이는 집중강우에 따른 유속과 

유량의 증가가 어류의 소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3.3. 승촌보 어도의 일주기 시간대별 어류 이용도 

승촌보 어도에서 트랩 모니터링 기법에 따르면, 가
장 많은 어류가 채집된 시간은 18-21시로 전체 채집된 

어류 중 40.8% (1095개체)가 어도를 이용하여 소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09-12시에 76개체(2.83%)만이 소상

하여 가장 낮은 어도 이용률을 보였다. 그 외의 시간대 

중 15-18시에 18.0% (483개체), 익일 06-09시에 13.4% 
(359개체)의 어류가 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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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el variations of fish species and individuals in the 
fish trap sampling.

어종별로 살펴보면, 참몰개, 블루길, 배스 등의 수층

종(Water column species)은 주로 낮시간 동안 어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자개(Leiocassis 
nitidus),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와 같은 저

서성 어류는 해가 질 무렵인 18시 이후부터 이동하기 

시작하여 해 뜨기 전 시간대에 주로 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종별로 어도를 이용하는 시간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밀자개는 해가 

진후 먹이활동을 하는 야행성 어류로 6-7월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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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value p-value

Trap position
Species 27.71 3 9.24 2.60 0.075

Individuals 40740.71 3 13580.24 3.47 0.032

Table 3. The ANOVA tests on fish species and individuals within the fishway in relation to the positions of fish traps   

는 18-21시에 주로 채집이 되었으나 8월 2차례 조사

에서는 익일 03-06시에 가장 많이 출현하여 광주기와 

하천의 수온이 어류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시간대별 어도 이용률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

르면, 종수 및 개체수 모두 시간에 따라 소상하는 종수 

및 개체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각 시간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끼리 차

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비교

(Multiple comparis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수 측면

에서는 3개의 부집단(a, b, c), 개체수 측면에서는 2개
의 부집단(a, b)으로 구분이 되었다. 종수 측면에서는 

24-익일 03시에 평균 2.86종이 출현하였고, 18-21시에 

평균 7.29종이 채집되어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여 각

각 다른 부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개체수 측면에

서는 18-21시에 가장 많은 개체(평균 156.4개체)가 채

집되어 다른 시간대(평균 10.9-69.0개체)와 큰 차이를 

보여 18-21시 시간대만 다른 부집단으로 구분되었다.

3.4. 어도의 트랩(Trap) 위치별 어류의 이동현황

승촌보의 어도에서 트랩 별로 채집된 어류의 종수

및 개체수 분석에 따르면, Tr-1은 13종 1011개체, Tr-2
는 11종 415개체, Tr-3은 8종 404개체, Tr-4는 12종 

852개체가 채집되어 Tr-1에서 가장 많은 종과 개체수

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 트랩의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

면, Tr-1은 7.7종, 144.4개체, Tr-2는 5.9종, 59.3개체, 
Tr-3은 5.1종, 57.7개체, Tr-4는 7.0종, 121.7개체가 채

집되어 Tr-1과 Tr-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종과 개체가 

채집되었다(Fig. 4). 전체 채집된 개체(2682개체) 중 

69.5%의 개체가 Tr-1과 Tr-4를 통하여 소상하는 것으

로 나타나 어류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린 어도의 양 

끝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트랩의 위치에 따른 채집변이성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수 및 개체수 모두 트랩의 위치에 따

Fig. 4. Fish movement in relation to the positions of fish 
traps in the fishway of Seungchon weir. 

라 소상하는 종수 및 개체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트랩의 위치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장조사에

서 나온 경험적인 결과와 다른 연구에서 진행된 결과

보고서(KIWE, 2008) 등을 볼 때 어도의 양쪽 끝(Tr-1, 
Tr-4)이 중간(Tr-2, Tr-3)보다 채집효율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트랩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뚜렷한 것

으로 사료되었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 많

은 데이터들이 확보된다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5. 어도의 유속 분포 특성에 따른 어류 이동성

승촌보의 어도에서 유속의 변화에 따른 트랩의 채

집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유속측정기로 

측정한 유속을  유속이 빠를 때(평균: 1.13 m/sec, 범
위: 0.98-1.29 m/sec)와 보통일 때(평균: 0.71 m/sec, 
범위: 0.62-0.84 m/sec)의 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유속이 빠른 시기에 트랩을 통하여 채집된 어

류는 붕어, 참몰개, 끄리를 비롯한 9종 395개체(평균 

197.5개체)이고, 이와 반대로 유속이 보통일 때에는 

참몰개, 누치를 비롯한 13종 2287개체(평균 457.4개
체)가 채집되어 유속에 따라 채집 결과에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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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속이 보통일 때 더 많은 종과 개체가 채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속이 빠를 때에는 누치가 34.4%
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고 붕어 22.8%, 끄리 18.7%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반면, 유속이 보통일 때에는 참몰

개의 채집율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누치 

31.0%, 붕어 10.4%, 끄리 8.9% 순으로 나타나 유속에 

따라 채집된 어류와 출현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유속에 따라 채집된 종과 개체수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수는 

유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t = 0.086, p > 0.05)으로 나타났고, 개체수는 유속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t = 3.407, p = 0.002)
으로 분석되었다. 

유속의 차이에 따라 트랩에 채집된 종 및 개체수를 

산정한 결과, 유속이 빠를 때나 느릴 때 모두 Tr-1과 

Tr-4에서 많은 종과 개체가 채집되었다(Fig. 5). 그러

나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릴 때 어류의 채집 효율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속이 트랩의 채집 효율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유속에 

따른 시간대별 어류 채집효율성을 살펴보면,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시기의 야간조사(18-익일 6시)에서 

더 많은 종과 개체가 채집되었다. 향후, 어류의 어도 

이용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도를 흐르는 물의 

유속을 0.5-1.0 m/s로 일정하게 유지․관리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Variations of fish movement against flow velocities 
(high vs. low) in the fishway of Seungchon weir 
(High velocity = mean 1.13 m/sec, Low velocity = 
mean 0.71 m/sec).

3.6. 승촌보 어도에 대한 종합적 고찰

2011년 말에 완공된 승촌보 어도에서 2012년 트랩 

조사에 따르면, 어도를 이용하는 어종은 13종이였고, 
본 기간 동안 어도를 이용한 개체수는 총 2682개체로 

나타났다. 이들의 숫자만을 고려해보면, 여러 종과 개

체가 어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MEK 
(2011)에서 보고한 승촌보 상․하류의 어류 조사 데

이터와 비교하면 종수에 의거할 때 어도의 이용률은 

43.3%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채집된 

종의 체장 분포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20cm 이하의 개체들만 채집되어 체장의 분

포도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촌보의 구간별 어

류 분포 분석에 따르면, 상류구간은 23종, 하류구간은 

30종으로, 상․하류에서 모두 33종의 어류가 서식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승촌보의 모든 구간에

서 총 33종의 어류 중에서 어도 이용이 확인된 어종은 

참몰개(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를 포함한 13
종으로 어도 이용율은 종수 측면에서 43.3%로 나타나

이 외의 어종들은 어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까지의 국부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승촌보 어

도는 참몰개(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와 같

은 일부 부유성 어종, 빠른 유속에도 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누치(Hemibarbus labeo), 끄리(Opsarichthys 
uncirostris amurensis)와 같은 어종만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다. 또한, 밀자개(Leiocassis nitidus)와 같은 

저서성 어종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개체가 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웅어

(Coilia nasus)나 뱀장어(Anguilla japonica)와 같은 

이동성 어종은 계절적 이동특성이 제안되기는 하지만 

봄철에도 거의 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도를 이용하여 소상하는 어류의 종 

다양도는 승촌보 상․하류의 종 다양도보다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외국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인공보에 설치된 어도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어류이

동성 제한이 일반적으로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수문조절에 의하여 발생되는 유속 증가

도 또 다른 어류이동 제한요인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어도의 수문조절이 상류부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조

절되는 것이 아닌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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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야간의 급격한 수위변화는 어도의 효율성을 감소

시킬 수 있고, 어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가동보의 

운영은 어류가 어도의 정확한 입구를 찾는 것을 저해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적절한 어도 내 유량관리, 
가동보와 어도 수문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어류의 어도 이동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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