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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쇄파대 (surf zone) 지역은 조석과 파도, 얕은 수심 등

의 영향으로 물리적 환경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쇄파대는 동물플랑크톤과 같은 치어 단계

어류의 먹이원이 풍부하고, 얕은 수심과 높은 탁도로 인

해 포식자로부터 치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Lasiak,

1986), 많은 치어 단계의 어종들이 이 지역은 섭식장소

와 포식자로부터 은신처로 이용하며, 따라서 쇄파대 어

류 군집은 대부분 치어 단계의 소수 어종들이 우점하는

경향을 보인다 (Blaber and Blaber, 1980; Lasiak, 1984;

Whitfield, 1996). 또한, 많은 연구들은 쇄파대 지역에서

담수어류에서 해양어류까지 상당히 많은 어류 출현종

수와 높은 현존량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e.g. Gib-

son et al., 1993; Ayvazian and Hyndes, 1995; Clar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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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는 잉어목

(Cypriniformes) 잉어과 (Cyprinidae) 피라미아과 (Danion-

inae)에 속하는 어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로 흐르

는 하천을 제외한 전 하천에서 출현하며, 전장 약 40 cm

까지 성장하는 큰 크기의 담수성 어종이다 (Kim et al.,

2005). 1990년대 까지 끄리는 우리나라의 서해로 유입되

는 하천에서 분포한다고 알려졌지만, Jeon (1999)은 낙

동강 수계에서 끄리의 분포를 확인하였고, Kang et al.

(2004)은 낙동강 중류지역 (경북 구미) 어류군집연구에

서 끄리를 우점종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

하구역에서 끄리의 출현을 보고한 자료는 없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끄리의 생태학적 연구는

없었으나, 낙동강 중류와 춘천호의 어류군집연구에서

끄리를 출현종으로 보고하였다 (Kang et al., 2004; Choi,

2005). 국내에서 끄리가 속하는 잉어과 어류의 생태연구

를 살펴보면 , 돌상어 (Gobiobotia brevibarba), 꾸구리

(Gobiobotia macrocephala), 금강모치 (Phoxinus kumgan-

gensis)의 식성 연구가 있었다 (Choi et al., 2001, 2004,

2006).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형 잉어과 어류는 주로 수

서곤충을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끄리와 같이 강하구역에 출현하는 담수어류는 수서곤

충 외에 해양성 먹이도 섭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잉어과 어류인 끄리는 담수 생태계 먹이망에서 상위

포식자이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유용 자원생물이다.

담수어류인 끄리가 초기 생활사 동안 하구역에서 생존

및 성장 기작을 밝히기 위한 섭식생태 연구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름철 낙동강 하구역 해빈 쇄파대에

서 끄리 유어의 출현양상, 위내용물 조성, 체장과 주야

간 위내용물 조성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들의 하구역에

서 초기 생존 및 생존 기작을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끄리 시료는 2004년 1월에서 12월

까지 낙동강 하구역 해빈 쇄파대 (surf zone)의 2개 정점

에서 매월 대조기 간조시 주간과 야간에 지인망 (beach

seine)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Fig. 1). 채집에 사용된

지인망은 그물길이 10 m, 그물폭 1.5 m, 망목 10 mm이고

(Fig. 2), 해안선부터 20 m 떨어진 곳에 투망하여 해안선

까지 같은 장소가 반복 예인 되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3회 예인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10% 중성 포르말

린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각 개체의 체장 (0.1

cm)과 체중 (0.1 g)을 측정하였다. 비록 본 연구는 1년간

시료를 채집하였지만, 끄리는 1년 중 여름철인 7월과 8

월에만 출현하여 이시기에 채집된 끄리의 위내용물을

분석하였다. 위내용물 중 발견된 먹이생물을 종류별로

계수하였으며,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습중량을 측정하

였다. 

위내용물 조사를 위한 충분한 표본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누적먹이곡선 (cumulative prey curve)을 사용하

였다 (Ferry and Cailliet, 1996). 분석된 위내용물은 갯지

렁이류 (Polychaeta), 곤충류 (Insecta), 단각류 (Am-

phipoda), 기타 갑각류 (등각류 (Isopoda)와 십각류 (De-

capoda)), 어류 (Teleost)로 구분하여 위의 순서를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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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ampling area (●) in the surf zone of Nakdong

river estuary.

Fig. 2. Diagram of a beach seine used in this study.



무작위화 한 뒤,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래프상에 나타내

었다. 이때 곡선의 점근선은 위내용물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크기를 나타낸다.

위내용물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 (%F),

개체수비 (%N) 그리고 건조중량비 (%W)로 나타내었으

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F〓Ai / N×100

%N〓Ni / Ntotal×100

%W〓Wi / Wtotal×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발견된 끄리

의 개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끄리의 총 개체수, Ni

(Wi)는 해당 먹이생물의 개체수 (중량), Ntotal (Wtotal)은 전

체 먹이개체수 (중량)이다.

먹이생물의 상대중요성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

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식을이용하여구하였다. 

IRI〓(%N + %W)×%F

상대중요성지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요성지

수비 (%IRI)로 나타내었다. 

성장, 주야와 정점에 따른 끄리의 먹이생물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서 채집된 시료를 3개의 체장군 (2.6〜3.9

cm, n〓44; 4.0〜5.9 cm, n〓172; 6.0〜9.1 cm, n〓61), 주

간과 야간 (Day, n〓163; Night, n〓114)으로 나눠 위내

용물 조성을 조사하였다. 체장군과 주야간 위내용물 조

성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검정 (x2－

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v12를 이

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0.05를 적용하였다.

결    과
환경요인 (수온과 염분)과 끄리의 출현양상

조사해역의 평균 수온을 살펴보면, 주간은 9.9〜31.3。

C, 야간은 9.7〜28.7。C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Fig. 3). 

표층 염분은 주간의 경우 2.6〜30.2, 야간은 3.1〜32.6

의 범위를 보였다 (Fig. 3). 염분 또한 연안해역에 비해

큰 범위의 염분변동을 보였다. 조사지역은 담수의 영향

을 강하게 받는 낙동강 하구역에 위치해 있어 큰 염분변

동을 보였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우의 영향으로 7 이하

의 매우 낮은 염분을 나타내었다.

위내용물 조성

조사기간 동안 총 277개체가 채집되었는데, 체장은

(standard length, SL)은 2.6〜9.1 cm (5.2±1.2 cm)의 범위

를 보였고 (Table 1), 체장분포에서 정점과 주야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Kolmogorov-Smirnov test, P<0.05). 

총 277개체의 끄리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위내

용물이 없었던 개체는 138개체로 49.8%의 높은 공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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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number, size range and percentage empty stomach of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collected in the surf zone of Nakdong

river estuary (Data pooled from two samples per collection)

SL, standard length; SD, standard deviation

Month Day/Night Number SL (cm, Mean±SD) Empty stomach (%)

Jul.

Aug. 

Day

Night

Day

Night

40

42

123

72

2.6－7.9 (4.8±1.1)

3.0－5.8 (4.6±0.8)

2.6－8.8 (4.9±1.0)

2.9－9.1 (6.1±1.2)

40.0 

76.2  

22.0  

87.5 

Total 277 2.6－9.1 (5.2±1.2) 49.8  

Fig. 3. Monthly variations in mean water temperature (A) and salin-

ity (B)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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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위내용물이 발견된 139개체를 대상으로 조

사한 누적먹이곡선을 곡선은 22개체에서 점근선에 근

접하였다 (Fig. 4). 본 연구는 22개체 이상의 표본을 조사

하였기 때문에 끄리의 위내용물을 설명하기에 충분하

였다.

먹이를 섭식한 139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Table 2), 끄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출현빈도

54.0%, 개체수비 79.9%, 건조중량비 52.8%, 상대중요성

지수비는 85.9%를 나타낸 갑각류 (Crustacea)였다. 갑각

류 중에서 단각류 (Amphipoda)가 출현빈도 49.6%, 개체

수비 74.1%, 건조중량비 42.3%로 가장 많이 섭식되었

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출현빈도 37.4%, 개

체수비 14.4%, 건조중량비 7.0%, 상대중요성지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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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mulative prey curves of prey taxa per stomach of Opsari-

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after 10 permutations.

Table 2.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by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weight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Prey organisms %F %N %W IRI %IRI

Polychaeta
Ampharetidae
Nectoneanthes latipoda
Unidentified Polychaeta

Insecta
Aracneae

Argyronetidae
Cleoptera

Dytiscidae
Diptera

Chironomidae
Culicidae
Ephydridae

Hymenoptera
Formicidae

Odonata
Unidentified

Trichoptera
Phryganeidae

Unidentified Insecta
Crustacea

Amphipoda
Ampelisca sp.
Idunella sp.
Lilijeborgia japonica
Paradexamine barnardi
Paramoera sp.
Pontogeneia sp.
Pseudocrangocyx sp.
Unidentified Amphipoda

Isopoda
Excirolana (Pontogeroides) japonica
Unidentified Isopoda

Decapoda
Unidentified Decapoda

Teleost
Cypriniformes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Unidentified Teleost

Algae and Plant
Debris

10.1 
0.7 
2.9 
6.5 
37.4 
0.7 
0.7 
0.7 
0.7 
13.7 
1.4 
0.7 
10.8 
10.1 
10.1 
0.7 
0.7 
1.4 
1.4 
16.5 
54.0 
49.6 
0.7 
1.4 
0.7 
0.7 
2.2 
16.5 
1.4 
38.1 
7.9 
4.3 
3.6 
0.7 
0.7 
2.9 
2.9 
0.7 
2.2 
7.2 
7.2 

4.5 
0.3 
1.1 
3.2 
14.4 
0.5 
0.5 
0.3 
0.3 
6.4 
2.1 
0.3 
4.0 
6.4 
6.4 
0.3 
0.3 
0.5 
0.5 
5.3 
79.9 
74.1 
0.3 
0.5 
0.5 
0.3 
9.1 
10.7 
0.5 
52.1 
5.6 
4.3 
1.3 
0.3 
0.3 
1.1 
1.1 
0.3 
0.8 
－
－

29.5 
6.4 
14.0 
9.1 
7.0 
0.2 
0.2 
0.4 
0.4 
2.2 
0.4 

<0.1 
1.8 
3.4 
3.4 
0.4 
0.4 
0.4 
0.4 
2.9 
52.8 
42.3 
0.1 
0.3 
0.3 
0.4 
6.8 
8.5 
0.3 
25.7 
7.6 
4.9 
2.8 
2.8 
2.8 
10.8 
10.8 
1.3 
9.5 
1.4 
1.4 

342.8 
4.8 
43.4  
79.8  
800.8  
0.5  
0.5  
0.5  
0.5  

117.6  
3.6  
0.2  
62.6  
99.0  
99.0  
0.5  
0.5  
1.4  
1.4  

136.4  
7160.6  
5777.9  

0.3  
1.1  
0.6  
0.4  
34.4  
316.8  
1.2  

2969.8  
105.0  
39.5  
14.8  
2.2  
2.2  
34.1  
34.1  
1.1  
22.3  
－
－

4.1 

9.6 

85.9 

0.4 

－

Total 100.0 100.0 



9.6%를 나타낸 곤충류 (Insecta)였다. 곤충류 중에서 파

리목 (Diptera)과 벌목 (Hymenoptera) 곤충류가 많이 섭

식되었다. 그 외, 갯지렁이류 (Polychaeta), 어류 (Teleost),

해조류 및 식물 (Algae and Plant)이 끄리의 위내용물 중

소량 발견되었다. 

체장군별, 주야간 위내용물 조성의 차이

끄리의 성장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Fig. 5), 체장군간 위내용물조성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x2〓19.467, P〓0.013). 단각류는 작은 체

장군에서 중량비 70.1%, 중간 체장군에서 47.8%, 큰 체

장군에서 24.5%를 나타내어 체장 증가에 따라 섭식율이

감소하였다. 곤충류는 작은 체장군에서 중량비 16.7%,

중간 체장군에서 8.3%, 큰 체장군에서 12.5%를 나타내

어 체장군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갯지렁이

류는 작은 체장군에서 중량비 3.6%, 중간 체장군에서

29.0%, 큰 체장군에서 31.2%를 나타내었고, 어류의 경

우 작은 체장군에서는 섭식하지 않았지만 중간 체장군

에서 2.8%, 큰 체장군에서 30.6%를 나타내어 체장 증가

에 따라 섭식율이 증가하였다. 

끄리의 주야간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Fig. 6), 위내용물조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x2〓35.721, P<0.05). 주간에는 단각류가 중량비 47.2%,

갯지렁이류가 30.5%로 위내용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나, 야간에는 갯지렁이류가 22.4%, 곤충류가 23.4%,

단각류가 15.9%, 기타 갑각류 (등각류와 십각류 )가

27.4%를 차지하였다. 

고    찰
조사지역의 수온은 우리나라 주변 연안해역에서의

일반적인 수온변동 범위에 비해 더 큰 변동을 나타내었

다. 충남 대천 해빈 쇄파대 어류 군집 연구에서 본 연구

와 유사하게 2.0〜26.7℃의 넓은 수온변동 범위를 보였

다 (Lee et al., 1997). 조사해역과 같은 수심이 얕은 쇄파

대의 경우 육상의 가열과 냉각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

에 연간 수온변동 범위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동안 본 연구 지역에서 끄리는 1년 중 여름

철 (7월과 8월)에만 출현하였다. 끄리는 담수성 어종이

고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 중에서 하구역에 끄리가 출현

하였다는 자료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 지역에서 7월

과 8월에 작은 체장 (9.1 cm 이하)의 끄리가 출현하였는

데, 이 시기에 연구 지역은 6.4 이하의 낮은 염분을 보였

다. 또한 끄리의 산란기는 봄철 (Kim et al., 2005)이고 최

근 낙동강 하구둑 상부에서 끄리의 어획량이 높다고 보

고되고 있다 (어민 탑문 자료). 이상으로 봤을 때 봄철 낙

동강 하구둑 상부에서 부화한 후 어느 정도 성장한 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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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ntogenetic changes in diet composition of Opsariichthys un-

cirostris amurensi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The number above

each column is number of individuals examined.

Fig. 6. Diel differences in diet composition of Opsariichthys un-

cirostris amurensi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The number above

each column is number of individual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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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는 여름철 많은 강우에 의해 대조기 간조시 담수의

일시적 확장으로 하구역에서 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Castillo-Rivera, 2013).

본 연구에서 단각류는 끄리 유어의 가장 중요한 먹이

생물이었다 (Table 2). 단각류는 연안해역 저층 저질위

에서 출현하는 표재성 저서생물 (epiphytic benthos)로 해

빈 쇄파대 지역에서 우점하는 대형저서생물 중 하나이

다. 또한 그들은 치어시기 어류들이 쉽게 섭식할 수 있

도록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 연안의

해빈 쇄파대에 출현하는 많은 어종의 유어들 또한 단각

류를 중요한 먹이생물로 섭식하였다 (Inoue et al., 2004).

끄리는 담수성 어종이고 해양성인 단각류를 섭식할 가

능성은 없지만, 여름철 강우에 의해 낙동강 하구역 하부

에 출현하면서 단각류를 섭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끄리는 단각류 외에 곤충류 또한 많이 섭식하였다. 하

구역에서 상부 지역은 담수성 환경을 보이며 하부는 해

양성 환경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하구역에 출현

한 어종들은 담수성과 해양성 먹이생물을 모두 섭식할

수 있다. 브라질 남부 하구역에서 출현하는 담수성 망둥

어류인 Ctenogobius shufeldti의 위내용물에서도 단각류

와 곤충류가 동시에 발견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Con-

tente et al., 2012). 또한 끄리는 수서곤충이 아닌 파리목,

벌목에 속하는 육상기원의 곤충류를 섭식하였다. 일본

규슈 북부 하구역에 출현하는 은어 (Plecoglossus al-

tivelis) 유어의 위내용물 중에서도 이러한 먹이생물이

출현하였는데 (Inoue et al., 2004), Choi et al. (2005)은 수

체를 덮고 있는 식물로부터 많은 곤충류가 떨어졌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다. Mehner et al. (2005)은 이러한 먹

이생물이 담수생태계 영양물 수지 (nutrient budget)와 순

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조류와 식물 파편 (debris)이 끄리의 위

내용물 중에서 발견되었다 (Table 2). Gomes-Ferreira et

al. (2005)은 이러한 먹이의 섭식이 어류가 바닥의 저서

생물을 섭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섭식하였거나

동물성 먹이가 부족할 때 대안적인 먹이원으로 섭식하

였다고 하였다. 몇몇 저자들은 또한 잉어과 어류가 동물

성 먹이가 부족할 때 식물성 먹이의 섭식이 종종 증가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rabrand, 1985; Cowx, 1989;

Lobón-Cerviá and Rincón, 1994). Persson (1983)은 담수어

류에서 이 같은 식물성 먹이의 섭식은 동물성 먹이 이용

성의 계절적 변동을 완충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체장 증가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는 많은 어류

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끄리

는 작은 체장군에서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였고 체장 증

가에 따라 갯지렁이류와 어류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끄리는

대부분 같은 해 봄에 부화한 만 1세 미만의 어린 개체들

이기 때문에 (Kim, 1997), 본 연구 결과는 끄리가 성장함

에 따라 갯지렁이류와 어류로 먹이전환 할 것이라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 큐슈 Futatsugawa 강에 출현하

는 끄리와 유사종인 O. uncirostris uncirostris는 성어시

기에 어류를 주로 섭식하였다 (Kurita et al., 2008). 그리

고 담수성 어종인 끄리가 어린 시기에 해양성인 단각류

와 갯지렁이류를 주로 섭식하였다는 결과는 특이한 결

과로 판단되며 향후 담수지역에 출현하는 끄리 유어의

위내용물 조사를 통하여 결과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끄리는 주간에 단각류와 갯지렁이류를 주로 섭식하

였지만, 야간에는 이 두 먹이생물의 섭식율이 적었다.

끄리의 위내용물 조사 결과 주간에 비해 야간에 더 높은

공복률을 보였으며 (Table 1), 먹이생물의 소화정도 또

한 더 높았다. 대부분 어류들은 일차적으로 시야에 의존

한 섭식행동을 보이다. 끄리 유어는 주간에 조사해역에

출현하면서 하구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단각류와 갯

지렁이류를 섭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야간

에 위내용물은 대부분 주간에 섭식했던 먹이가 소화되

지 않고 남아있는 먹이생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해양환경에 가까운 낙동강 하구역 하부에

위치한 해빈 쇄파대에 출현하는 끄리 유어만을 대상으

로 섭식생태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끄리의 생

활사 단계별 분포양상이나 생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낙동강 유역에 출현하는 끄리의

유어부터 성어까지 생활사 단계별 전반적인 분포나 생

태적 특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 낙동강 하구역 해빈 쇄파대

에서 채집된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277개체의 위내용물을 조사하였다. 끄리의 표준체장

(SL)은 2.6 〜9.1 cm 범위였다. 끄리의 위내용물을 분석

한 결과 끄리는 단각류 (Amphipoda)와 곤충류 (Inse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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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섭식하는 육식성 (canivore)어류였다. 갯지렁이

류 (Polychaeta), 어류 (Teleost), 해조류와 식물 (algae and

plant)도 섭식하였으나 그 양은 많이 않았다. 끄리는 체

장 증가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보였는데, 체장

4 cm 이하의 작은 체장에서는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였

고, 체장 증가에 따라 갯지렁이류와 어류의 섭식이 증가

하였고 곤충류는 전 체장군에서 비슷하게 섭식하였다.

끄리는 주야간 위내용물 조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주

간에 단각류와 갯지렁이류의 섭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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