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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송지호 재첩서식의 지선정을 한 방법에 해 살펴본다. 수차례에 걸쳐 장탐사와 시료채취를 

통한 수질검사로 수집된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송지호의 재첩 서식환경의 특성을 

악하기 해 수온, 염분, 용존산소 농도, PO4-P 농도를 활용하 다. 본 연구는 서식환경이 유사한 여타 석호 등

에서 재첩 증식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a method for the suitability selection on habitable environments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Songji 

Lagoon. Acquired data by in-situ measurements analysed in applying GIS.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in 

Songji Lagoon, water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and PO4-P were used. This study is expected to use the basic data 

for Corbicula Japonica breeding in similar lagoon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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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온난화, 도시화와 산업화의 확산에 따라 호수

의 녹조나 오염 등 환경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석호 가운데 유일하게 송지호에서 

어획되었던 재첩(Corbicula Japonica)자원이 2012년 

이후 격히 감소상태에 이르러, 이로 인한 지역민들

의 소득창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해결을 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재첩증식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한다. 이를 해 송지호내의 수질 변화에 따른 생

물자원의 생태  환경 변화에 한 근원 인 악이 

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규명을 통해 생물자원  재

첩자원의 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 으로 소

호 내 재첩 자원 량의 악에 따른 연  재첩의 계획 

생산량의 추정, 소호내의 재첩자원의 성패채취시기, 

명확한 산란기 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호 내의 재

첩 최  서식환경 유지를 한 연구와 함께 항구 인 

송지호내의 재첩자원 증식방안의 기  데이터가 제시

되어야 한다. 강원고성의 청정수산물인 재첩자원의 

랜드화로 주민어 계의 소득증 는 물론, 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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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 까지 선행연구로는 송지호 재첩서식을 한  

핵형  번식특성의 차이 에 한 연구[2]가 있으나 

재첩서식의 지선정에 한 연구는 없다. 한, GIS

를 활용한 야생동물에 한 연구[3]는 많으나 수산물 

 패류의 서식지에 한 연구는 무하다. 다만, 최

근 들어 구조물 설치와 련하여 인공어 의 지선

정에 GIS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4]. 

송지호에서 서식하는 기수재첩(Corbicula japonica)

에 한 연구의 경우 서식환경[5]  성장특성[6]에 

한 연구가 다른 지역 는 실험증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활용한 서식지에 한 연구는 없다.

재첩의 지선정에는 지형, 지질, 질, 수질, 식생 

 식물 랑크톤 등 많은 변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인들을 수집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 이 따

른다. 따라서 ICT  성정보통신으로 많은 정보의 

분석이 가능한 GIS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송

지호 재첩의 지선정을 해 다양한 수집 자료를 근

거로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Ⅱ. 연구 지역  자료 분석

2.1 연구 지역

송지호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석호로 송지호의 

수면 은 1.6k㎡이다. 소호의 둘 는 4km이며, 연 기

온은 최고 33.8℃, 최  -12.2℃이며, 평균기온은 26.

5℃이다. 만수기 수심은 5m, 수면 은 49.5㏊이고, 갈

수기 수심은 4.5m, 수면 은 44.5㏊이다. 수소이온농

도(pH)는 7.2이며 비 은 1.007이다. 

2.2 연구 자료

수온과 염분 등 환경인자들이 서로 간에 향을 미

치며 환경인자들이 변화하면 서식하는 생물에 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7]. 

본 연구에서는 재첩서식의 지를 선정하기 해 재

첩의 서식환경에 한 요소[5-6]들을 참고하여 사용하

다. 지 별로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PO4-P 농도를 

조사하 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지역인 송지호  조사지 .

Fig.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and 
sampling site of the Songji Lagoon.

Month St.
Temp.

(℃)

Sal.

(psu)

DO

(ppm)

PO4-P

(ppm)

Apr.

A 13.8 12 2.95 0.01

B 13.6 12 2.8 0.01

C 13.5 14 2.93 0.02

D 13.6 14 2.75 0.03

E 13.9 13 2.73 0.02

F 13.3 12 3.14 0.03

G 13.3 10 3.75 0.31

H 13.2 11 2.93 0.02

Aug.

A 23.84 8.37 6.77 0.01

B 24.19 8.4 7.12 0.01

C 24.15 8.33 8.62 0.01

D 24.25 8.41 7.14 0.01

E 24.09 8.23 7.24 0.01

F 24.68 8.21 9.23 0.02

G 24.21 8.17 8.54 0.01

H 24.06 8.2 7.21 0.01

Oct.

A 14.7 8.35 7.85 0.09

B 14.9 8.5 7.72 0.08

C 14.9 8.45 8.06 0.03

D 14.9 8.23 7.87 0.08

E 14.9 8.4 8.51 0.05

F 14.7 8.25 8.38 0.05

G 15 8.34 7.94 0.07

H 14.8 8.2 8.19 0.06

표 1. 계 별, 지 별 환경요소 조사결과

Table 1. Result of seasonal and locational 
environments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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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호내의 수질환경의 변화를 찰하

기 해 송지호 내 수역을 A～H의 총 8개 지역으로 

분할하 다. 한 유입하천의 수량측정  호소 내 외

부유입수량에 한 수질측정을 하여 2013년 2월부

터 매달 장 샘 링을 하 고, 장 어업용 선박을 

이용하여 8개 지역의 수질측정을 월단 로 장에서 

실시하 다.

지분석의 경우 재첩의 지를 선정하기 해 

지와 부 지의 2단계로 구분하 다. 송지호 재첩의 생

장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는 수온과 염분, 용존산

소, PO4-P이다. 각각 요소별 지인자 범 는 수온은 

-0.2∼26.8℃, 염분은 3∼12psu, 용존산소와 PO4는 각

각 5.21∼8.13ppm, ND∼1.37ppm의 범 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범  내의 값들은 부 지로 설정

하 다. 산도(pH)는 호소 내에서 각 치별로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이며 특히 그 수치가 연  안정되어 있

어 지선정을 한 기 에서 제외시켰다. 요소별 

지선정을 정리한 기 은 표 2와 같다.

Standard of suitability selection

Proper

Site

Temp. -0.2∼26.8℃

Sal. 3∼12psu

DO 5.21∼8.13ppm

PO4-P ND∼1.37ppm

표 2. 재첩 서식 지선정 기

Table 2. Standard of suitability selection for 

Corbicula japonica

한 지선정에 앞서 장조사가 8개의 샘 링 지

역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에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조사  샘 링이 이루어진 8개 

지 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PO4-P를 추정하기 해 보간법  역거리 가 법인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보간법을 용하

다. IDW란 이미 알고 있는 좌표의 값을 이용하여 

보간 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가 치를 설정하여 보간

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IDW는 식(1)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Z(Xo)는 추정되어야 하는 지  Xo의 Z값이

며 Z(Xi)는 보간시에 참조되는 이동 창 내의 표본지

 Xi의 Z 값이다. dij는 추정되어야 하는 지  Xo와 

표본지  Xi와의 거리이며, p는 거리조락계수이다.  

ArcGIS 10.1에서 제공하는 IDW 툴을 이용하여 , 

여름, 가을 3개 계 로 구분하여 각각 결과를 도출하

다.

Ⅲ. 실험 결과

3.1 수온분포

철(그림 2-A)의 평균수온은 13.5℃이며 수온분포

의 경우 반 으로 13.6℃이하의 분포를 보이고 있

다. E지 과 A지 의 수온은 다른 지 의 수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여름철(그림 2-B)의 평균수온은 24.2℃이며 수온분

포의 경우 반 으로 24℃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F지  일 가 가장 수온이 높으며 H지 은 주변에 

비해 다소 온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가을철(그림 2-C)의 평균수온은 14.8℃이며 수온분

포는 G지 이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A지 과, 

F지 이 낮은 온도를 나타낸다. 앞에 언 한 세 지역

을 제외한  지역은 14.8～14.9℃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계 별 각 지역별 특징을 보았을 때, A지 의 경우 

연  송지호 내에서 수온이 가장 낮으며, B, C, D지

은 간정도의 수온을 보인다. 반면 H, F지 의 경

우 수온의 변화가 불규칙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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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송지호 내 계 별 수온분포.

Fig. 2. Season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in Songji Lagoon.

3.2 염분분포

철(그림 3-A) 염분분포는 다른 계 에 비해 높

게 나타나며 각 지역별로 염분분포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그림 3-B) 염분분포의 경우 G지 을 제외

한  지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을철(그

림 3-C) 염분분포의 경우 여름철과 거의 비슷한 분포

를 보이며 G지 의 염분이 여름철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그림 3. 송지호 내 계 별 염분분포.

Fig. 3. Seasonal distributions of salinity in Songji 
Lagoon.

염분분포의 경우 철을 제외한 여름과 가을철은 

체 으로  지역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G지

의 경우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3.3 용존산소분포

철(그림 4-A) 용존산소분포는  지역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빈 산소 상태에 가까운 

낮은 용존산소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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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송지호 내 계 별 용존산소분포.

Fig. 4. Seasonal distributions of DO(dissolved 
oxygen) in Songji Lagoon.

에서 여름으로 계 이 바 면서(그림 4-A, B) 

용존산소는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분 비슷한 수

치를 보이고 있으나 C, F, G지 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더 높게 나타난다. 가을철(그림 4-C)의 경

우 여름철보다 더 높은 용존산소 수치를 보이고 있으

며,  지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3.4 PO4-P 분포

철(그림 5-A) PO4-P는 G지 을 심으로 농도

가 높게 나타나며 배수로 주변인 A, B, C지 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름철(그림 5-B)의 경우  

지역에서 PO4-P의 농도가 아주 낮게 나타난다. 가을

철(그림 5-C)에는 다시 PO4-P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철과 달리 배수로 주변인 A. B. C지 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5. 송지호 내 계 별 PO4-P 분포.

Fig. 5. Seasonal distributions of PO4-P in 
Songji Lagoon. 

 기간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PO4-P의 경우 

과 가을에 농도가 높아진다.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G지 은 모든 계 에서 높은 수 을 유지하며, E, F

지 은 지속 으로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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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선정

철 송지호 내 재첩 서식 직지로는 그림 6-A와 

같이 G지 과 H지 이다. 그러나 G지 의 경우 층

의 유기물 꺼기로 인하여 바닥이 펄의 형태를 지니

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재첩의 성패가 이동 

된 경우 모두 질식사하여 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철 송지호 내에서 H지 이 재첩이 서식하기 좋은 

지로 단된다.

여름철(그림 6-B)의 경우 F, G지 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로 나타났으나 철 지 선정 사유와 동일

하게 용시켰을 때 H지 이다. 가을철 송지호 내 재첩 

서식의 지는 그림 6-C와 같다. 철과 여름철과는 크

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인으로는 가

을철 수온분포의 변화로 단된다(그림 7과 8).

가을철 H지 의 수온(그림 7)은 여름철에 비해 많

이 떨어져 재첩이 서식하기에 최 화된 온도 범 에

서 벗어나게 되어 비교  G지 에 비해 낮게 평가되

어 그림 6-C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가을철의 

수온 하강은  지역에 동일하게 일어나며 H지 의 

경우 F나 A지 에 비해서 하강정도가 작으며 B, C지

과는 비슷한 수 을 가지고 있어 G지 을 제외할 

경우 송지호 내에서는 최 의 서식지로써 지라고 

볼 수 있다. 

요컨 , 송지호 내 재첩 서식지 지 분석 결과 G

지 에서 겨울을 제외한 연   기간을 고려하 을 

때, 서식 지로 단되나, G지 의 지형  특성으로 

인해 서식 지로 단하기는 어렵다. 재첩의 주요 생

산 시기가 5～6월임을 고려했을 때 가을철을 제외하

면 H지 이 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송지호 내 계 별 재첩 지선정 

결과.

Fig. 6. Result for proper site distribution in 
Songji La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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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최근 송지호에서의 재첩 어획량이 어들면서 지역

민들의 소득 창출이 조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호소내의 재첩 서식의 증 를 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보의 분석이 가능한 GIS를 이용하여 재첩서식의 

지를 선정하 다.

송지호의 수온의 연간 변화는 2.54∼30℃이며 평균 

20℃이다. 배수로 부근에 있는 A지 은 수온의 연 변

화가 가장 게 나타났으며 F지 이 수온의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염분의 연 변화는 8.17∼14psu이며 평균 9.5psu이

다. 철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여름과 가을철

에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G지 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염분분포를 보인다. 이는 배수

로를 통해 담수가 유입되어 염분이 낮은 것으로 단

된다.

용존산소의 연 변화는 1.75∼9.23ppm이며 평균 

5.36ppm이다. 농도는 철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름과 가을철에는 농도가 높았다. 가을철의 경우 여

름철보다 더 높은 용존산소 수치를 보이며 G와 F지

의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PO4-P의 연 변화는 0.01∼0.1ppm이며 평균 

0.04ppm이다. 농도는 여름철에 가장 낮게 나타나며 

범과 가을철에는 농도가 높았다. G지 이 연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 E, F지 은 지속 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앞서 재첩의 서식환경에 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지를 분석한 결과 G와 H지 이 지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G지 의 경우 오랫동안 쌓여 있는 유기

물질들이 퇴 된 펄 질로 형성되어 있다. 유기물로 

퇴 된 펄 질이 고수온기인 여름철에는 H2S 가스

가 량 발생되어 재첩들이 질식하여 집단 폐사한다. 

이러한 지형  특성을 고려하면 송지호 호소 내 H지

이 재첩서식의 지라고 단된다. 

와 같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첩의 지선정

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송지

호 외에도 서식환경이 유사한 다른 석호 등에서 재첩 

양식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향후에는 재첩의 지선정을 한 환경조건뿐만 아

니라 재첩자원의 성패채취시기, 재첩의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재첩 생산에 향을 주는 인자들에 하여 

보다 정 한 데이터 측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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