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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인공구조물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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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determining the influence of artificial structures on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ies in 

stream. Sampling was taken at upper(pool), down(riffle) and control(riffle) from two check dams, two weirs, one agricultural 
reservoir, and one multipurpose dam in northern part of Gyeongsangbuk-do.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ies of 
these structures were surveyed during 2009 to 2011. The simple habitat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occurred at the upper 
sites due to pooling effects from artificial structures. Specifically, Check dam1, Jusanji, Imha dam showed very low biological 
attribute values compared to the down and control sites, which have greater difference in substrate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e upper sites of Check dam2, Weir1 and Weir2, the difference of values of biological attributes was relatively smaller. Also, 
proportion of functional feeding groups and functional habit groups were relatively simpler at upper stream and the degree of 
community differences was greater between upper and down, control sites. Spearman’s correlation between biological 
attributes and substrate characteristics, water quality parameter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particularly, the substrate 
characteristics were more significantly related. In conclusion, the pool caused by artificial structures had negative effects on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ies thus leading to simplified stream habitats at upper stream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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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 강수량에 

비해 1.4배나 높아 많은 양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

나, 이중 국민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연 강수량은 세계 

1인당 연 강수량의 1/8 수준에 불과하다(Han 등, 

2010). 이는 몬순 기후의 영향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

으로 인하여 연간 강수량의 약 2/3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로 인

한 각종 용수 이용, 지하수 개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여 하천의 건천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등 물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Ba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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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veyed sites of each artificial structures in northern part of Gyeongsangbuk-do.

Lee, 2001). 이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4
대강 전 권역에 18,000여개의 다양한 규모의 인공구

조물이 축조되어 있다(Ahn 등, 2008; Han 등, 2010).
하천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하천의 연속성(river 

continuum)을 차단하여 하천의 물질이동을 억제하고, 
생물의 종적 교환을 방해하여 생명력 약화, 유전자 교

환을 단절시켜 개체들의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등 하천

생태계를 단편화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Dynesius
와 Nilsson, 1994). 또한 인공구조물의 상류에 형성되

는 정체구간에서는 유속이 느려지고, 수심 및 물의 부

피, 수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인위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 큰 규모의 정체수역에서는 부영양화, 심
층의 산소고갈, 유입된 탁수의 호소 내 체류 등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유속, 수온, 하상 등의 물리적 변화와 어

류 및 수서곤충, 수변식생 등의 생물상 변화 등 하천생

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도 한다(Baxter, 1977; Doeg와 Koehn, 1994; Stanley 
등, 2002; Tiemann 등, 2004). 정체수역의 규모가 비교

적 적은 하천의 보에서도 하천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지는 않지만 하상구조나 유속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gilligan과 Nislow, 2001; Stanley 등, 2002).  
인공구조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수리수문학적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나 댐 등 인공구조물이 저

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비

교적 많이 이루어졌다(Kil 등, 2010; Lee 등, 2009; Lee 

등, 2011). 그러나 상·하류간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비교

적 큰 대형 보나 댐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어, 다
양한 규모 및 환경과 기능의 구조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하천의 생물 중 가장 종류가 다양하

고, 서식처 및 기능이 고도로 분화되어 환경변화를 평

가하는 모니터링에 유용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 조사를 통해(Rosenberg와 Resh, 1993),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구조물인 보, 사방댐, 농업용 저수지, 다
목적댐을 선정하여 하천에 설치된 다양한 인공구조물

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점 및 조사시기

연구 대상지역은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수중보 2
개 지점(경북 청송군: W1, W2), 사방댐 2개 지점(경
북 예천군: C1, 봉화군: C2), 농업용 저수지 1개 지점

(경북 청송군 주산지: JS), 다목적댐 1개 지점(경북 안

동시 임하댐: IH)을 선정하였으며, 인공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정수역과 하류의 유수역, 그리고 인공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변 수계의 유수역을 대조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연구 기간은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지점별 3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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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Width
(m)

Height
(m) Sites

Substrates (%)
Silt/Sand Gravel Pebble Cobble Boulder

Weir1
(W1) 10 1

Upper 10 20 40 20 10
Down 20 30 30 10 10

Control 10 10 30 40 10

Weir2
(W2) 12 1.5

Upper 25 40 20 15 0
Down 25 40 20 15 0

Control 15 30 35 10 10

Check dam1
(C1) 20 5

Upper 60 20 10 5 5
Down 0 10 20 30 40

Control 20 20 20 20 20

Check dam2
(C2) 24 4

Upper 0 15 25 30 30
Down 0 15 25 30 30

Control 0 5 15 35 45

Jusanji
(JS) 45 15

Upper 65 25 10 0 0
Down 0 10 30 40 20

Control 0 10 20 40 30

Imha dam
(IH) 515 73

Upper 65 20 15 0 0
Down 10 15 30 35 10

Control 10 15 30 35 10

Table 1. Physi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t the surveyed sites

2.2. 환경 및 수질요인 분석

하상구조는 조사지점에서 Wentworth 체계에 따라 

silt/sand, gravel, pebble, cobble, boulder의 5단계로 

구분하여 육안을 통한 상대적 구성비율을 측정하였다

(Cummins, 1962). 
이화학적 수질분석은 임하댐과 사방댐 2개 지점에

서 실시하였다. 임하댐의 경우 환경부 수질측정망 지

점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방댐의 경우 수질오염

공정시험법(APHA, 2001)에 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

다.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pH, DO(용존산소), BOD(생
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N
(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 Turbidity(탁도)를 

측정하였다. 

2.3. 채집 및 동정 

채집은 여울부(riffle)에서는 각 조사지점의 유량과 

하상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Surber sampler(30×30 
cm, mesh 1 mm)를 이용하여 3회씩 정량채집을 하였

고, 정수역(pool)에서는 Dredge sampler(가로 42 cm, 
mesh 1 mm)를 이용하여 0.9 m씩 2회 정량채집을 실

시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95% ethanol에 고

정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동정은 국내에서 발표된 

검색도설(Won 등, 2005; Yoon, 1995)을 이용하였다.

2.4. 자료분석

개체수는 단위면적당 출현개체수(Inds. m-2)를 산

출하였으며, 동정된 개체는 각 분류군의 종별 구성과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점도지수(DI)와 풍부도지

수(R1)를 산출하였으며, 섭식기능군(Functional Feeding 
Groups: FFGs)과 서식기능군(Functional Habit Groups: 
FHGs)의 분석은 Merritt 등(2008)을 참고하였다. 군
집안정성은 Ro와 Chun(2004)을 참고하였으며, 생물

학적 수질평가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상대적 오

염 내성치를 반영한 ESB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MOE, 2006)
를 분석하였다. 조사지점별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Jaccard, 1908), 물리적 

환경요인 및 이화학적 환경요인과 생물군집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SPSS Inc., ver 
12.0K)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환경분석

전반적으로 인공구조물 상류의 하상구조는 점토

(silt)와 모래(sand)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류지점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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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ies and individuals number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ies at each surveyed sites.

있다(Table 1). 그러나 사방댐2의 경우는 만사로 인해 

유수역이 형성되어 있고, 주로 호박돌(Cobble) 이상

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주로 수자원 확보의 목

적을 띠는 보, 농업용 저수지, 댐과는 달리, 홍수 시 토

사 및 토석류를 막는 사방댐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것

으로 판단된다. 사방댐은 비교적 산간계류에 위치하

고, 다른 인공구조물에 비해 하천의 구배가 크고 홍수

의 피해가 크거나 예상되는 곳으로 설치되기 때문이

다. 그 외 다른 지점의 상류는 인공구조물로 인해 정수

역이 형성되어 있다. 수중보 2개 지점은 비교적 높이

가 낮고, 수폭이 좁아 다소 정체수역이 크지 않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보는 다소 노후한 보로써, 상·
하류 간의 유속은 다소 느릴 뿐 물리적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횡단구조물

의 크기에 따라 상․하류 간의 하상구조의 차이도 다

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저수지와 댐의 경우는 

댐 축의 높이와 길이가 크기 때문에 정체수역 또한 다

른 지점들에 비해서 다소 크다. 대형 댐에 의해 형성된 

정체수역은 유속이 낮고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

체수역이 적은 보의 상류역보다 점토와 모래 위주의 

미세하고 단조로운 하상의 조성을 보였다. 일반적으

로 하천이 깊고 유속이 감소하면 하천의 수송능력은 

감소하게 되는데(Kondorf, 1997), 이는 하천의 크기

나 횡단구조물의 크기가 클수록 유속의 감소와 정체

수역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군집구조 

연구지점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 종수는 

전반적으로 상류지점이 하류지점보다 빈약한 종조성

을 보였다(Fig. 2). 그러나 사방댐2(C2)의 경우 상류

지점이 만사로 인해 유수역을 형성하고 있어, 유수역

을 선호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특성상 하류

지점이나 대조지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수중보1(W1), 수중보2(W2)에서도 종수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07), Son(2008)의 선행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하류에 비해 유속이 

다소 느릴 뿐 물리적 환경에서 큰 차이가 없고, 유수

역과 정수역의 서식처를 모두 갖춘 형태로 인해 유수

성 종과 정수성을 선호하는 종이 모두 출현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 외 사방댐1(C1), 주산지(JS), 임하댐

(IH)의 상류지점에서는 상․하류 간의 차이가 비교

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 지점에서 비교적 유속이 

느린 미소서식처를 선호하는 깔따구류(Chironomidae 
spp.), 정수성 하루살이류(Ephemeridae spp.), 잠자리

류(Gomphidae spp.) 등이 출현하였으나, 하루살이목, 
강도래목, 날도래목 등 다양한 종 조성을 이루고 있는 

하류지점이나 대조지점과는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지점간의 수환경의 동일성 및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점별 출현 종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 분석한 

결과,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물리적 환경에 따라 3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Fig. 3). 정수역이 뚜렷한 

지점(사방댐1 상류, 주산지 상류, 임하댐 상류), 산간

계류에 위치하며 유수역이 뚜렷한 지점(사방댐1 하
류․대조, 사방댐2 상류․하류․대조, 주산지 하류), 
그 외 중․하류 하천에 위치한 지점들로 크게 3개의 

집단들로 분류되었다. 



313하천의 인공구조물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

Fig. 5. Proportion of functional feeding groups and functional habit groups at each surveyed sites. 
FC: Filtering collectors, GC: Gathering collectors, P: Predators, SC: Scrapers, SH: 
Shredders, BU: Burrowers, CB: Climbers, CL: Clingers, SP: Sprawlers, SW: Swim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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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uster analysi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ies 
at each surveyed sites.

연구지점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 개체수

는 유수역을 형성하고 있는 사방댐2(C2) 지점을 제외

한 모든 지점에서 상․하류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

다(Fig. 2). 이는 정체수역으로 인한 비교적 단조롭고 

미세한 물질로 구성된 하상의 구조와 느린 유속에 따

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은 서식처 특성에 따라 출현 종이 달라지는데

(Allan, 1995; Merritt 등, 2008), 하상이 silt나 sand 등 

미세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Kil 등, 2010; Han 등, 2011). 
또한 미세입자의 증가는 하상의 공극을 메우고 저서생

물의 기관아가미에 흡착됨으로써, 서식처 및 호흡기

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ulp 등, 1983; 
Minshall, 1984). 본 연구에서도 인공구조물에 의해 정

체수역이 형성되어 있고 미세한 물질로 구성된 하상구

조를 가지는 상류지점에서는 잔자갈(pebble)과 호박돌

(cobble)이 우세하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는 하류지점

과 대조지점에 비해 적은 개체수가 출현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른 곳을 선호하는 강도래류 및 

날도래류의 개체수가 적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Fig. 4. Proportion of major benthic macroinvertebrate taxa 
at each surveyed sites. E: Ephemeroptera, P: 
Plecoptera, T: Trichoptera, D: Diptera, O-I: Other 
insects, N-I: Non insecta.

3.3. 섭식기능군 및 서식기능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까

지 그 조성이 다르며(Vannote 등, 1980), 먹이자원과 

서식처의 특성에 따라 섭식기능군 및 서식기능군의 

분포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환경상태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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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기능군에서는 연구지역의 하류지점과 대조지

점에 비해 상류지점에서 단순한 조성을 보였으며, 정
체수역이 큰 주산지와 임하댐의 상류지점에서 더 크

게 나타났다(Fig. 5). 구조물의 상·하류지점과 관계없

이 전반적으로 종풍부도와 개체수 비율에서 주워먹는 

무리(Gathering collectors)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
형적인 정체수역이 형성되어 있는 사방댐1, 주산지, 
임하댐의 상류지점에서는 걸러먹는 무리(Filtering 
collectors)가 전혀 출현하지 않았는데, 걸러먹는 무리

는 유속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무리로 상류지점의 느린 

유속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사료된다. 단순한 조성을 보

인 상류지점과는 달리 하류지점과 대조지점에서는 주

워먹는 무리, 걸러먹는 무리, 긁어먹는 무리(Scrapers), 
잡아먹는 무리(Predators) 등 다양한 조성을 보이며 선
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Kil 등, 2010).

서식기능군에서는 섭식기능군과 마찬가지로 연구

지역의 하류지점과 대조지점에 비해 상류지점에서 단

순한 조성을 보였다(Fig. 5). 사방댐1, 주산지, 임하댐

의 상류지점은 정체수역이 비교적 적은 수중보의 상

류지점에 비해 서식기능군의 다양성이 단순하였다. 일
반적으로 유속이 느리고 하상이 모래나 실트로 단순하

거나, 오염물질이나 미세한 침전물이 우세하게 되면 

굴파는 무리(Burrowers), 기어오르는 무리(Climbers)는 

증가하고, 붙는 무리(Clingers), 기는 무리(Sprawlers)는 

감소하게 된다(Yoon 등, 1992; Charles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상류지점에서 굴파는 무리가 우세한 경향

을 보였고, 하류지점과 대조지점에서는 붙는 무리가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비교적 정체수역이 적은 수

중보 2개 지점에서는 상·하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

으며, 사방댐 2의 상류지점은 정체수역이 아닌 유수역

이 형성되어 있어 상·하류간 큰 차이가 없었고 붙는 무

리가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3.4. 군집지수 및 군집 안정성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지수(DI)와 풍부도지수(R1)
는 반비례하여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구

조물의 영향을 받는 상류지점에 비해 하류지점 및 대

조지점보다 수환경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ig. 6).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Kil 등, 2010; 
Oh와 Chun, 1991), 본 연구에서도 점토(silt)와 모래

(sand) 위주의 하상구조와 전형적인 정체수역이 형성

되어 있는 사방댐1, 주산지, 임하댐은 상·하류간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잔자갈(pebble) 이상의 하상이 

우세한 사방댐2, 수중보1, 수중보2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

처가 되는 하상의 조성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

상구조가 단순화되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미소서식처

를 가지게 됨에 따라 다양성이 낮아지게 된다(Allan, 
1995; Merritt와 Cummins, 1996).

Fig. 6. Dominance indices (DI) and richness indices (R1) at 
each surveyed sites.

수서곤충류의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을 기준으로 

한 군집안정성 분석결과, 상·하류간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방댐2, 수중보1, 수중보2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하류간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뚜렷한 사방댐1, 주산지, 임하댐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Fig. 7). 정수역이 형성

된 상류부에서 출현한 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이 뛰어난 Ⅰ그룹에 비해 상대적 저

항력과 회복력이 약하고 비교적 수환경이 안정적인 곳

에서 서식하는 Ⅲ그룹에 속하는 종들의 출현율이 떨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생물학적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처가 되는 

하상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riffle, pool, run이 반복되면서 

복잡한 환경을 가지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이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제공하지만, 인위적

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며 형성된 인공구조물에 의해 단

순한 환경을 가짐에 따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다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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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attributes
Physico-chem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and/
Silt Gravel Pebble Cobble Boulder pH DO BOD COD T-N T-P SS NTU

Species -.821** -.295* .532** .707** .532** -.336 .140 -.504** .266 .141 -.012 -.008 .045
Individuals -.460** -.308* .243 .519** .313* -.719** .128 -.595** .283 .478* .039 -.120 -.084
EPT species -.824** -.449** .455** .747** .658** -.255 .087 -.422* .265 .090 -.096 -.054 -.009
%EPT species -.788** -.425** .427** .705** .642** .057 .183 -.237 .020 .015 -.323 -.135 -.036
EPT individuals -.550** -.365** .235 .555** .474** -.608** .033 -.515** .408 .324 -.032 -.108 -.065
%EPT individuals -.788** -.285* .377** .622** .655** .012 .129 -.216 .262 -.091 -.239 -.014 .092
DI .667** .097 -.442** -.508** -.392** -.173 -.155 .275 -.325 .122 .111 -.051 -.138
H’ -.762** -.127 .494** .574** .473** .052 .200 -.340 .209 -.071 -.128 .030 .177
R1 -.820** -.216 .576** .660** .494** -.186 .163 -.436* .251 .037 -.041 .009 .059
ESB -.830** -.383** .488** .722** .626** -.330 .120 -.476* .270 .067 -.044 -.002 .052

**: p<0.01, *: p<0.05

Table 2.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biological attributes and physico-chemical factors at the surveyed sites

Fig. 7. Analysis of community stability : factors relative 
resistance and resilience at each surveyed sites.
Ⅰ: Resistance↑, Resilience↑; Ⅱ: Resistance↓, 
Resilience↑; Ⅲ: Resistance↓, Resilience↓;  Ⅳ: 
Resistance↑, Resilience↓ (Solid line: Upper, 
Dotted line: Down).  

3.5. 생물학적 수질평가 및 상관분석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수질평

가 중 상대적 오염 내성치를 반영한 ESB에서는 전반

적으로 조사지역의 상류지점에 비해 하류지점과 대조

지점에서 더 높은 수환경 등급을 보였다(Fig. 8). 사방

댐2, 보1, 보2의 경우, 상류지점이 다소 높거나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상의 구조가 상·하
류 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종수 및 종조성의 이질성이 크지 않은 결과로 판

단된다. 사방댐1, 주산지, 임하댐에서는 하류지점과 

대조지점에서는 Ⅰ등급의 매우 양호한 수역으로 나타

났고, 상류지점에서는 사방댐1은 Ⅱ등급의 다소 불량

한 수역으로, 주산지와 임하댐은 Ⅲ등급의 불량한 수

역으로 평가되었다. 

Fig. 8.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ESB) at each surveyed sites.

각 조사지점에서 확인된 생물학적 지수와 하상구

조 간의 상관분석 결과 이화학적 수질 항목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Pebble 이상의 입자에서 종수 및 

EPT 종수와 개체수에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Gravel 이하의 입자에서는 음의 상관성을 보여 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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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종 다양성 및 개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군집지수 

및 생물학적 수질평가에서도 상관성을 보이며, 단순

한 하상구조는 미소서식처의 단순화를 야기하여 저서

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조사지점에서 확인된 수질분

석 결과와 생물학적 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BOD는 

종수 및 개체수, EPT 종수 및 개체수에 대해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Choi 등(2012)과 유사한 결과

로, 하천횡단구조물에 의해서 유기물의 자연적인 이

동을 방해하여 퇴적됨으로써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를 제외한 다른 이화학적 수질요인과는 큰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군집은 수질오염 보다는 유속 및 하상구

조 등의 서식처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하천에 설치된 다양한 크기의 인공구조

물(보, 사방댐,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댐)이 저서성 대

형무척추동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북 북부지역에 설치된 보 2개 지점, 사방댐 2개 지

점, 농업용 저수지 1개 지점, 다목적댐 1개 지점을 대

상으로 인공구조물의 상류(pool), 하류(riffle), 대조

(riffle)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저서성 대형무척

추동물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공구조물의 상류에 

정수역이 조성되어 하상구조가 단순해짐에 따라 종수

와 개체수 및 풍부도지수가 하류지점과 대조지점에 

비해서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주산지와 임

하댐은 상․하류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섭식기

능군과 서식기능군에서도 상류역에서는 유속이 느리

거나 정수역을 선호하는 종들이 우세하면서, 하류의 

종조성과는 다소 차이가 났다. 한편, 상류역이 만사로 

된 사방댐2와 하상구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보 2
개 지점에서는 생물학적 지수에서 상․하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군집안정성 분석 결과, 상류지

점에서는 하류지점과 대조지점에 비해 상대적 저항력

과 회복력이 약한 Ⅲ 그룹에 속하는 종들의 출현율이 

떨어졌으며, 생물학적 수질평가에서도 상·하류간에 

차이를 보였다. 생물학적 지수와 물리적 환경 및 이화

학적 수질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은 이화학적 수질요인보다는 하상의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인공구조

물에 의해 형성된 정수역에서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의 서식처를 단순화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나(Kil 등, 2010), 만사가 된 사방댐이나 

다소 노후한 보처럼 상·하류간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점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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