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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학술림 내 산지계류에 서식하는 어류 및 양서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방댐 시공 전⋅중/후의 어류 및 양서류 서식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류 및 양서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는 각각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용존산소량, 유속, 계단-소 개소수와 월강수량,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용존산소량, 상층피도로 나타났다. 이들 환경인자 중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유속, 월강수량은 

사방댐 시공 전⋅중/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전기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환경인자는 어류 및 

양서류 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변화 폭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어류 및 양서류 출현 구간 수를 

사방댐 시공 전⋅중/후 및 상⋅하류로 비교해 본 결과, 사방댐 시공 중/후 하류에서 서식하는 양서류를 제외하면 출현 구간 

수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사방댐 시공 과정 중 터파기에 의해 발생한 토사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계류수의 전기전도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이 사방댐 하류구간에 서식하는 양서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1)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habitat of fishes and amphibians in a mountain 

stream that is part of an experimental forest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Chungcheongnam, Korea, and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presence of fishes and amphibians in the stream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an 

erosion control d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esence of fishes are pH, electrical conductivity 

(EC), dissolved oxygen (DO), flow velocity, and step-pool number, and tha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esence of 

amphibians are monthly rainfall, pH, EC, DO, and crown density. Of these factors, pH, EC, flow velocity, and monthly 

rainfal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dam construction; however, the differences among the other three 

factors from dam construction, except EC, might not have been enough to affect the presence of fishes and amphibia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fishes and amphibians surveyed before and after dam construction 

in the upper and lower stream secti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e exception to this was the presence of 

amphibians in the lower stream section during and after dam construction, which could have been the result of a 

large amount of sediment produced by excavation that led to high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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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우량은 1,300∼1,500 mm 정도

이고, 계절적으로는 연 강수량의 60∼70%가 여름과 가

을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산사태나 토석류 등의 산지토사재해 역시 주로 집

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하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집중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토사재해의 발생은 산림유역을 망상형으로 유하하는 계

류를 통해 인간생활권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산림청에서는 황폐한 계류 상의 돌, 자

갈, 모래, 흙 및 그 밖의 다른 침식이나 붕괴물을 억제하

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 및 구조의 사방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KFS, 2008).

이러한 사방구조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방댐이라 

할 수 있다. 사방댐은 산사태나 땅밀림 등으로 인한 토석

류 재해로부터 하류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황폐한 계천

을 횡단하여 구축하는 사방공작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콘크리트댐, 철근콘크리트댐, 돌댐 등으로 축조하여 

농업용수시설인 보막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구조물이

다(Chun, 2011).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11,335기의 사방댐이 전국 각지의 산지계류

에 설치되어 왔다(KFS, 2018). 사방댐은 본래 ① 계상물

매의 완화에 의한 안정물매 유도, ② 종⋅횡침식의 방지, 

③ 산각의 고정과 산복 붕괴 방지, ④ 계상퇴적물의 유출 

억제와 조절, ⑤ 난류구역의 유로 정비 등 계류환경의 물

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황폐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

설물이다(Chun, 2011). 이와 더불어 사방댐은 ⑥ 계류생

태계의 보전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Chun, 

2011), 이에 반해 다수의 뉴스(e.g., TBS, 2013; YNA, 2014) 

및 신문자료(e.g., Busan-Ilbo, 2014a, 2014b) 등이 사방댐

의 설치에 따른 계류생태계의 파괴에 관한 비판적인 보

도를 하여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계류는 동⋅식물 서식에 필요한 다양

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보다 종 다양성이 매우 높

고,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희귀종, 천연기념물이 다

수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Allan, 1995). 특히, 계류의 상

류는 자연환경이 풍부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원시적

이고도 자연도가 높은 계안림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KFS, 2008), 계류 내에는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

류 등 많은 생태계다양성을 가지고 있다(Naiman et al., 

1998). 하지만 산지계류 내에 설치되고 있는 사방댐은 계

곡 생태계의 안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시

공한다고 할지라도 댐 위쪽과 아래쪽이 단절되는 까닭에 

어류 및 양서류 등의 수생생물들의 이동이 힘들다. 물론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생태통로가 사방댐에 적용되곤 하

지만, 이 역시 수생생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뿐더러 우기를 제외하고는 수생생물의 상시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Lee et 

al., 2003).

이와 같은 사방댐의 계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현재 사방댐의 생태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 사방공작

물의 시공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 및 섭식기능

군에 미치는 영향(Seo and Lee, 2012; Ma et al., 2014)과 

테트라블록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방공작물이 어류

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Park et al., 2012)에 관한 선행연

구가 수행된 바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이 논문에서는 산지계류 내 어류 

및 양서류 서식에 대한 사방댐의 영향에 관한 정량적 평가

를 실시하고자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에 위치한 공주

대학교 부속 학술림의 산지계류를 대상으로 불투과형 사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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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댐의 시공 전⋅중/후의 계류의 환경조건과 그에 따른 어

류 및 양서류의 서식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파악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이 연구에서는 공주대학교 학술림이 위치한 장군산

(354.8 m) 일대의 산림유역(유역출구 기준 48 ha) 내 산지

계류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Figure 1). 장군산은 충청

남도 공주시 석장리동과 세종특별자치시 금암리의 경계에 

인접(동경 127°11'57.9", 북위 36°27'34.5")해 있다. 과거 10

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은 12.5℃이며, 같은 기간 동안의 연

평균 강수량은 1,141mm로 강우의 65% 이상이 6∼9월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했다(KMA, 2018).

산지계류의 계상과 양안의 사면을 이루는 지질은 선캄

브리아기에 생성된 운모편암으로(KIGAM, 2018), 유출된 

계류수는 석강천을 거쳐 금강의 본류로 유입된다. 임상

은 활엽수림이며, 주로 신갈나무 및 굴참나무 등의 참나

무류가 우점하고 있다.

조사구간의 길이는 총 420 m로 해발고 92∼138 m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종단형상은 계단-소(step-pool) 

구조의 지형이 발달하여 있다. 계상경사는 4∼20%(평균 

12%)의 범위를 나타낸다. 연구대상 산지계류의 최상류에 

위치한 유량관측장치에 의해 기록된 2018년 4월부터 11

월까지의 유량은 0.02∼1.2 m3/s 범위로, 강우에 대한 의

존도가 높지만 상시 유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연구대상 산지계류의 일반적 특성을 20 m 조사구간별

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조사구간 시점으로부터 상류 220 m 지점에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공된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

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방댐의 상장 및 하장은 각각 

18 m 및 11.6 m이고, 전고와 유효고는 각각 5.0 m와 3.5 m

이다(Figure 2).

2. 환경인자 선정 및 조사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어류와 양

서류의 서식처인 산지계류의 수문학적 인자로서 ① 월강

우량(rainfall), ② 수온(water temperature), ③ 수소이온농

도(pH), ④ 전기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 ⑤ 용존산소

량(dissolved oxygen) 및 ⑥ 유속(flow velocity) 등 6가지

를 선정하였고(Park et al., 2012; Hong, 2017), 지형학적 

인자로서 ⑦ 계상경사 및 ⑧ 계단-소(step-pool)의 개소수 

등 2가지 항목을 선정하였으며(Gye, 2003; Kim et al., 

2011), 수변생태학적 인자로서 ⑨ 상층피도를 선정하였

다(deMaynadier and Hunter, 1995; Hong, 2017).

Study
segment

(m)

Drainage
area
(ha)

Altitude

(m)

Channel bed
gradient
(m/m)

Number of
step-pool

(n)

Remarks

0-20 47.71 92.0 0.06 3 -
20-40 46.18 92.0 0.05 2 -
40-60 45.19 93.0 0.19 5 -
60-80 44.67 95.0 0.06 5 -
80-100 43.84 97.5 0.08 4 -
100-120 42.88 101.5 0.11 6 -
120-140 41.93 104.5 0.04 5 -
140-160 40.93 106.0 0.09 4 -
160-180 40.13 108.5 0.11 4 -
180-200 39.09 112.5 0.16 3 Erosion control dam 

constructed in April to 
June, 2018

200-220 38.22 115.0 0.07 3
220-240 37.17 108.0 0.14 5
240-260 35.94 103.0 0.18 6 -
260-280 34.94 106.5 0.15 4 -
280-300 33.91 110.0 0.15 5 -
300-320 32.75 115.0 0.16 4 -
320-340 31.66 121.0 0.20 3 -
340-360 30.78 125.5 0.16 4 -
360-380 29.89 129.0 0.18 3 -
380-400 28.52 132.5 0.13 5 -
400-420 27.37 136.0 0.17 7 -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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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방댐 시공에 따른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구간 최하단부의 시

점으로부터 상류 220 m 지점에 위치한 사방댐을 기준으로 

산지계류의 상류구간(240∼420 m)과 하류구간(0∼180 m)

로 구분하였으며, 이 때 사방댐 시공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구간(180∼240 m), 즉 사방댐 하류의 기슭막이 최하단

부터 사방댐 상류의 저사⋅저수구간 최상류까지의 60 m 

구간은 조사구간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조사구

간은 유로를 따라 다시 20 m 길이의 18개 조사구간(상류 

9개 구간과 하류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어류 및 양서류

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구간들에서 수집된 환경인자의 수치는 Wilcoxon 검정을 

통해 사방댐 시공에 따른 환경인자 수치의 변화를 비교하

였다.

환경인자들 중에서 수문학적 인자인 월강우량은 연구대상

지 수계의 최상부에 위치한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시설에 

의해 수집된 일강우량 자료로부터 추출하였으며, 수소이온농

도, 전기전도도, 수온, 용존산소량 및 유속은 별도의 샘플을 

수집하지 않고 현장에서 HANNA-HI991300, TOADKK- 

DO-31P 및 JDC Electronic-FLOWATCH를 이용하여 약 3분

간 3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값을 야장에 기입하였다. 지형학적 인자는 각 20 m 구간의 

계상경사를 SUUNTO-Clin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각 구간 내의 계단-소(step-pool)의 개소수는 육안으로 세어 

기록하였으며, 수변생태학적 인자인 상층피도는 Nikon- 

D750 카메라에 Nikon-AF Fisheye Nikkor 16mm 어안렌즈를 

장착하여 산지계류의 상층을 촬영한 뒤 Gap Light Analyzer 

(Ver 2.0) 프로그램으로 상층피도 값을 구하였으며, 촬영 

시에는 시간대에 따른 태양광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촬영시

간과 렌즈 조리개 값을 각각 오전 10시와 F4로 고정하였다.

3. 어류 및 양서류 출현조사

사방댐 시공에 따른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 환경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1월에 걸쳐 

출현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

온이 감소하여 어류 및 양서류가 동면을 취하는 기간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출현조사를 실시하

지 않았다.

조사기간의 경우 관찰 개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달 

중 특정한 하루를 지정하여 약 30일 간격으로 총 16회 실

시하였으며, 조사경로는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진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출현조사는 오전조사와 오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오전조사의 경우 일출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인 8시부터 9시 사이에 시작하였고, 

오후조사의 경우 일몰이 완전히 이루어진 20시부터 21시

에 사이에 시작하였다(Hong, 2017).

어류 및 양서류의 출현 및 비출현 여부(‘0’ 또는 ‘1’)는 

Urbian-Cardona et al.(2006)의 선형횡단조사방법(line transect 

Figure 2. Erosion control dam located with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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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산지계류의 유심선을 따라 양안

으로 10 m 이내의 구역에서 출현 여부를 확인 및 기록하였다. 

이 때,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지 교란과 수질 변화를 최소하

기 위하여 채집망을 설치하거나 돌 및 낙엽을 들추지 않고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Flint and Harris, 2005; 

Grover, 2006), GPS(Gamin GPS MAP 64s)를 통해 출현 

개체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수집된 어류 및 양서류 출현자료는 사방댐의 시공위치

를 기준으로 상⋅하류, 그리고 사방댐 시공 전⋅중/후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네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를 파악하

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Pearson’s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4. 어류 및 양서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 도출

어류 및 양서류 출현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를 추출

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어류 및 양서류 출현을 설명하는 환경

인자들은 상호 간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공선성(collinear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인자들

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산출

하였으며, VIF가 10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환경인자를 

제거하였다. 그 후 VIF 수치 10 이하의 환경변수와 범주

형 자료 환경인자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선정된 환경인자는 후진선

택방법(backward stepwise)을 이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실

시하여 어류 및 양서류 출현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인자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인자를 어류 및 양서류 서식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인자로 선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어류 및 양서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

어류 및 양서류 출현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를 추

출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분산팽창계수

(VIF)를 통하여 환경인자에 해당하는 독립변수 간의 

공선성 존재여부를 파악한 결과, 총 9개의 수문학적⋅
지형학적⋅수변생태학적 환경인자, 즉 월강우량(monthly 

rainfall), 수온(water temperature), 수소이온농도(pH), 전기

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유속(flow velocity), 계상경사, 계단-소의 개소수(number of 

step-pool) 및 상층피도(crown density) 간에는 공선성이 전

혀 존재하지 않는(VIF<10)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9개의 환경인자를 설명변수로, 

어류 및 양서류의 출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류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의성 있는 환경인자는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

Estimate std. Error z-value Pr(>|z|)

(Intercept) 6.039276 3.862357 1.564 0.11791

MR 0.003251 0.001776 1.831 0.06714

WT  -0.136731 0.107393 -1.273 0.20296

PH  -0.949559 0.301510 -3.149 0.00164**

EC -0.015676 0.007779 -2.015 0.04387*

DO 0.320112 0.157521 2.032 0.04214*

FV -3.224752 1.506793 -2.140 0.03234*

CD  -0.012330 0.011438 -1.078 0.28107

BS 0.058574 0.042450 1.380 0.16764

NS 0.358336 0.124565 2.877 0.00402**

MR : Monthly Rainfall, WT : Water Temperature, PH : pH, 
EC : Electric Conductivity, DO : Dissolved Oxygen, FV : Flow Velocity, 
CD : Crown Density, BS : Bed Slope, NS : Number of Step-pool

Table 3. Model selection for fish presence using logistic regression.

MR WT PH EC DO FV BS NS CD

Fish 2.668 7.160 1.521 1.490 4.446 1.306 1.446 1.072 2.873

Amphibian 2.674 7.821 1.324 1.664 5.296 1.323 1.527 1.086 2.773

MR : Monthly Rainfall, WT : Water Temperature, PH : pH, 
EC : Electric Conductivity, DO : Dissolved Oxygen, FV : Flow Velocity, 
BS : Bed Slope, NS : Number of Step-pool, CD : Crown Density

Table 2.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of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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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conductivity),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유속

(flow velocity), 계단-소의 개소수로 나타났으며(Table 3), 

양서류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 있는 환경인자는 

월강우량(monthly rainfall),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

도(electric conductivity),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상

층피도(crown density)로 나타났다(Table 4).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어류 및 양서류 출현에 영

향을 미치는 선정된 환경인자를 후진선택방법(backward 

stepwise)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어류와 양서류 모두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성 있게 선정된 환경인자와 

동일하였으며, 이를 어류 및 양서류 서식에 영향을 미치

는 최적 모델로 선정하였다(Table 5).

2. 사방댐의 시공에 따른 환경인자 및 어류 서식의 변화

사방댐 시공에 따른 어류의 서식 상황을 파악하고자 

총 18개의 조사구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8회(4∼11

월) 출현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들치를 우점종으로 하는 

어류가 18개의 조사구간 모두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출현빈도는 조사구간별 및 시기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Table 6). 먼저 어류 출현여부를 

월별로 살펴보면, 사방댐 상⋅하류구간에서 사방댐의 시

공 전⋅중/후 모두 유사한 월별 변화양상, 즉 4월에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하는 패턴을 보였는데(Figure 3), 이는 연구대상 계류의 

우점 어류종인 버들치의 산란시기(대략 5∼8월)와 대략 

일치하는 변화양상이다(Han et al., 1999; Kim et al., 

2010). 일반적으로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는 유수에 의한 

알의 이동을 피하고 적절한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

수의 흐름이 거의 없고 일정 수심이 유지되는 장소에 제

한적으로 서식하는 경향이 있는데(Gore, 1985), 이것이 5

월에서 8월 정도까지 어류의 출현빈도가 감소되었다가 9

월 이후 다시 증가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를 다시 연 단위로 살펴보면, 사방댐 상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 대비 시공 중/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출현

빈도(37회(44%)→46회(64%))를 나타냈으며, 사방댐 하류

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시공 중/후에 동일한 출현

빈도(31회(43%)→31회(43%))를 나타냈다(Figure 4).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방댐의 상⋅하류 및 전⋅중/후로 구분

된 네 그룹의 어류 출현빈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 서식의 조사구간별 및 시기별 서식에 있어서 차

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수행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선정된 환경인자들을 사방

댐 시공구간의 상⋅하류 및 시공 전⋅중/후로부터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및 

유속은 사방댐의 시공 전⋅중/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용존산소량과 계단-소 개소수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Estimate std. Error z-value Pr(>|z|)
(Intercept) 2.829440    3.766248 0.751 0.45249
MR 0.003772 0.001724 2.188 0.02870*
WT 0.018630 0.113046 0.165 0.86910
PH  -1.294994 0.298929 -4.332 0.00094**
EC -0.016320 0.006713 -2.431 0.01506*
DO 0.438797 0.155299 2.826 0.00472**
FV  -1.972141 1.380896 -1.428 0.15325
CD 0.049129 0.014989 3.278 0.00105**
BS -0.010201 0.041906 -0.243 0.80768
NS -0.157901 0.121007 -1.305 0.19193
MR : Monthly Rainfall, WT : Water Temperature, PH : pH, 
EC : Electric Conductivity, DO : Dissolved Oxygen, FV : Flow Velocity, 
CD : Crown Density, BS : Bed Slope, NS : Number of Step-pool

Table 4. Model selection for amphibian presence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 AICc R2

Fish PH+EC+DO+FV+NS 329.96 0.33

Amphibian MR+PH+EC+DO+CD 328.05 0.34

MR : Monthly Rainfall, WT : Water Temperature, PH : pH, 
EC : Electric Conductivity, DO : Dissolved Oxygen, FV : Flow Velocity, 
CD : Crown Density, BS : Bed Slope, NS : Number of Step-pool

Table 5. Result of backward stepwise to parameters in the model selected for fish and amphibian pres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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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소이온농도는 계류수에 용해되어 있는 시안화수

소,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가 수중생물에 유해한 독성을 띄게 

만들고(Jones, 1964), 그로 인해 어류 및 양서류의 면역력과 

산란능력 저하시켜 개체수를 감소시킨다(Mount, 1973; 

Shim, 2006). 이러한 수소이온농도는 사방댐의 시공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Figure 5A). 즉, 

사방댐 상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6.71

과 6.36으로 나타났으며, 사방댐 하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6.89와 6.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홍계계곡을 대상으로 사방

댐 시공 전⋅후의 계류수질 변화를 파악한 Park et al.(2012)

의 연구결과(사방댐 시공 전⋅후 각각 6.90과 6.55)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특별한 오염원이 없는 오대산국립공원 

서북사면의 산지계류,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소재한 계방산

의 산지계류, 그리고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소재한 방태산

의 산지계류의 수소이온농도가 각각 6.9∼7.0, 6.4∼6.9 및 

Segment
Before Dam Construction (2017) During and After Dam Construction (2018)

Total
Apr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Subtotal Apr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Subtotal

Upper
segments

Subtotal 8 6 2 1 3 2 6 9 37 9 7 6 4 4 3 6 7 46 83
400-420 1 1 1 1 1 1 1 1 8 1 1 1 1 1 1 1 1 8 16
380-400 1 0 1 0 0 0 1 1 4 1 1 0 1 0 0 0 1 4 8
360-380 1 1 0 0 0 0 1 1 4 1 1 1 0 0 0 1 1 5 9
340-360 1 0 0 0 1 0 1 1 4 1 1 1 1 1 0 1 1 7 11
320-340 1 1 0 0 0 0 1 1 4 1 1 0 1 0 1 1 0 5 9
300-320 1 0 0 0 0 1 0 1 3 1 0 1 0 0 0 1 1 4 7
280-300 0 1 0 0 0 0 0 1 2 1 0 1 0 0 1 0 1 4 6
260-280 1 1 0 0 0 0 1 1 4 1 1 1 0 1 0 0 0 4 8
240-260 1 1 0 0 1 0 0 1 4 1 1 0 0 1 0 1 1 5 9

Lower 
segments

Subtotal 8 5 3 2 5 3 1 4 31 8 7 5 0 1 0 4 6 31 62
160-180 1 0 0 0 1 0 0 1 3 1 1 1 0 1 0 1 1 6 9
140-160 1 0 0 0 0 0 0 0 1 1 1 0 0 0 0 1 0 3 4
120-140 1 1 0 0 0 1 0 1 4 1 1 1 0 0 0 1 1 5 9
100-120 1 1 1 1 1 0 0 0 5 1 1 1 0 0 0 0 1 4 9
 80-100 1 1 1 1 1 1 0 0 6 1 0 1 0 0 0 0 1 3 9
60-80 0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0 3 4
40-60 1 1 0 0 1 0 0 1 4 1 1 0 0 0 0 1 1 4 8
20-40 1 0 1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2
0-20 1 1 0 0 1 1 1 0 5 1 1 0 0 0 0 0 1 3 8

Total 16 11 5 3 8 5 7 13 68 17 14 11 4 5 3 10 13 77 145

Table 6. Survey results of fish presence in the study stream.

Figure 3. Monthly variations in fish pre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Bars denote standard deviations of frequency of fish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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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범위임을 고려할 때(Hwang and Chung, 1998), 이 

연구의 대상지에서 파악된 사방댐 시공 전⋅중/후의 수소이

온농도는 지극히 정상구간 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의 경우 수소이온농도가 어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계류에 있어서 전기전도도는 유기물 및 토사 등의 

고형물질이 전하를 띄는 이온을 함유함으로써 증가하게 

되는데(WMO, 2013; NIER, 2016), 특히 유출토사 등에 의

해 계류수의 탁도가 이상적으로 높아질 경우 어류 및 양서

류를 포함하는 수중생물의 먹이활동 및 산란능력을 감소

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Byeon, 2007; Moon et al., 2014). 

이러한 전기전도도 역시 사방댐의 시공으로 인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다(Figure 5B). 즉, 사방댐 상

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39.17 ㎲/cm

와 42.01 ㎲/cm로 나타났으며, 사방댐 하류구간에서는 사

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46.33 ㎲/cm과 105.48 ㎲/cm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인 지리산 내 칠선계

곡, 백무동 계곡 및 뱀사골 계곡의 11개 관측소 평균 전기

전도도 39.30 ㎲/cm(Jeon and Hoang, 1993)와 방태산 북사

면 산지계류의 평균 전기전도도 33.65 ㎲/cm(Jeon and 

Hoang, 1995)를 웃도는 수준이다. Park et al.(2012)의 연구

에 따르면, 산림유역 내에서 낙엽 및 낙지의 공급이 용이한 

대신 유량이 적어 단위 용적당 유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계류에서 유입되는 유수의 전기전도도가 상대적으

로 큰 규모의 계류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 연구대상 

산지계류의 전 구간에 걸쳐 상층이 낙엽활엽수 수관으로 

고루 뒤덮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방댐 상ㆍ하류구간

의 차이는 결국 집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유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경상남

도 산청군 소재의 홍계계곡을 대상으로 사방댐 시공 전⋅
후의 계류수질을 분석한 Park et al.(2012)의 연구결과(전⋅
후 각각 31.00 ㎲/cm와 34.20 ㎲/cm)와 비교할 때, 절대적

인 전기전도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시공 중/후 하류구간에서 

전기전도도가 급상승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그들의 연구가 집수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270 ha) 상시 

유량이 많은 유역에서 토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테트라블

럭 사방댐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공 

후 안정되기까지 어쩌면 충분한 기간일지 모르는 2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 원인이라 사료된다. 특히, 이 연

구에서 나타난 하류구간에서의 사방댐 시공에 따른 전기전

도도 급증은 사방댐 완공 후 집중호우 기간 이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B). 이와 유사하게 Nabybaccus et 

al.(2018)은 토지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역의 수질을 천

연림으로 구성된 유역의 수질과 비교하였으며, 토지이용

도가 높은 유역이 유출토사량이 많아 높은 전기전도도 값

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방댐 시공기간과 준

공 후의 강수기간에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전기전도도 역

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수이벤트가 

집중하는 시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 계류의 우점 

어류종인 버들치의 산란시기(대략 5∼8월)와 일치하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어류의 연 단위 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은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속은 어류의 서식지 복원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서 계상의 유목, 돌출암반 및 거석 등에 의해 조절

된 유속은 어류의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소

로 보고되기도 하였다(Edo and Suzuki, 2003; Nagayama 

Figure 4. Ratio of fish presence and ab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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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fferences in parameters explaining fish pre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Bars and letters denote standard deviations of each parameter and presence of statistical 

differ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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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onthly variations in parameters explaining fish pre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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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이러한 유속 역시 사방댐의 시공으로 인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다(Figure 5D). 즉, 사방댐 

상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0.09 m/s와 

0.04 m/s로 나타났으며, 사방댐 하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0.19 m/s와 0.05 m/s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사방댐 상류구간에서의 사방댐 시공 전⋅중/후

의 월별 유속변화의 차이(Figure 6D)와 이들의 산술적 평

균 저감 폭인 ⊿0.05 m/s(Figure 5D)는 강수량, 계류수의 

유량, 식생의 생육상황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결

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방댐 하류구간에서의 월별 유

속변화의 차이(Figure 6D)와 이들의 산술적 평균 저감 폭 

⊿0.14 m/s는 강수량, 기온, 계류수의 유량, 식생의 생육

상황 등의 다양한 원인과 함께 사방댐의 시공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다만, KEI(2010)의 보고에 따르면, 버

들치는 유속이 0∼0.2 m/s인 범위에서 주로 서식하며, 특

히 유속이 0 m/s에 가까운 곳에서 가장 높은 서식처적합

지수를 보인다. 따라서 유속 역시 수소이온농도 및 전기

전도도와 마찬가지로 어류의 연 단위 출현 여부에 미치

는 영향은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용존산소량은 수온, 낙엽⋅낙지와 같은 유기물의 

분해, 계단-소 계상구조에서의 낙차, 식물플랑크톤의 광

합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짧은 시간에 국소적인 규모

로 증감하며(Shamseldin et al., 1997; So et al., 2008), 어

류 및 양서류를 포함하는 수중생물의 생리활성에 악영향

을 미쳐 성장의 둔화 또는 폐사를 유발한다(Schreck, 

1982; Barton and Iwama, 1991). 이러한 용존산소량은 사

방댐 시공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감이 발생하지 

않았다(Figure 5C). 즉, 사방댐 상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

공 전과 중/후가 각각 평균 7.77 mg/L와 7.85 mg/L로 나

타났으며, 사방댐 하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중/

후가 각각 7.47 mg/L와 7.44 mg/L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

관 ‘환경정책기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의 수질

환경기준 용존산소량의 1등급 기준은 5.0 mg/L 이상이

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연구에서 관측된 용존산

소량 수치가 어류 서식 및 생육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Jeon and Hoang(1993)의 연구결

과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오염되

지 않은 지리산 칠선계곡, 백무동 계곡 및 뱀사골 계곡의 

11개 관측소의 평균용존산소량이 7.9 mg/L로 나타나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계류생태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계단-소 

계상구조는 유수의 낙차에 의해 유동 에너지를 분산시켜 

유속을 완화시키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유기물 및 토

사의 이동을 제어하며(Swanson and Lienkaemper, 1978; 

Naiman et al., 1987), 이를 통해 생물군집의 유지에 필요

한 에너지, 영양분 및 먹이의 순환에 기여하여 산지계류

의 어류 서식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Mossop and 

Bradford, 2004; Duan et al., 2009). 이러한 계상구조는 기

본적으로 지형학적 교란 발생에 따른 유수와 계상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Montgomery and Buffington, 

1997; Wohl and Merritt, 2008). 일반적으로 사방댐이 불

투과형이라 할지라도 유수가 월류하는 구조이지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방댐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5E). 다만, 장시간

이 경과한 뒤에는 사방댐 상류로부터 하류로 계상재료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단-소 계상구조의 변화가 예

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3. 사방댐의 시공에 따른 환경인자 및 양서류 서식의 변화

양서류의 서식 상황 역시 어류와 마찬가지로 총 18개

의 조사구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8회(4∼11월) 출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옴개구리를 우점종으로 하

는 양서류가 18개의 조사구간 모두에 서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출현빈도 역시 어류와 마찬가

지로 조사구간별 및 시기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7). 양서류의 출현여부를 월별로 살펴보면, 사방댐 

상류구간에서는 사방댐의 시공 전⋅중/후가 유사한 월별 

변화양상, 즉 5월에 출현구간의 수가 적고 6월에 출현구

간 수가 많았다가 점차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으며(Figure 

7), 이는 연구대상 계류의 우점 양서류종인 옴개구리의 

산란기와 변태기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옴개

구리의 산란기는 5∼8월이며(Yang et al., 2001), 유속이 

느린 소(pool)나 돌 밑, 물가의 풀숲 등 수심이 비교적 얕

고 수온이 높은 곳만을 산란지로 이용한다(Shim, 2001; 

Gye, 2003). 또한, 옴개구리는 유생(올챙이)의 상태로 동

면을 취하고 이듬해 여름철인 6∼8월에 성체로 변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Yang et al., 2001; Lee et al., 2009). 

결과적으로 5월에는 옴개구리가 서식처를 집중적⋅제한

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출현빈도가 낮아지고, 이후 6

월부터 성체가 된 옴개구리의 출현빈도가 증가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 이와는 달리 사방댐 하류구간에서는 사

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매우 다른 월별 변화양상을 나타

냈다. 즉, 시공 전 4∼6월까지 출현구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시공 중/후에는 사방댐 

완공 직후인 7월에 급감하였다(Figure 7). 이는 사방댐이 

시공되기 전에는 옴개구리가 산란지로 이용하기에 적합

한 곳이 많았으나, 사방댐 준공 이후에 발생한 미지의 변

화가 성체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개체들의 출현에 영

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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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하류구간에서의 미지의 원인에 의한 변화는 

Figure 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방댐 상류구간에서

는 시공 전인 2017년과 시공 중/후인 2018년에 유사한 

출현빈도(31→32회)를 나타냈지만, 사방댐 하류구간에서

는 2018년에 확연히 적은 출현빈도(42→29회)를 나타내 

서식처의 감소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서류의 조사구간별 및 시

기별 출현구간의 변화에 관한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앞

서 수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선정된 환경인자들

을 사방댐 시공구간의 상⋅하류 및 시공 전⋅중/후로부

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월강우량, 수소이온농

도 및 전기전도도는 사방댐의 시공 전⋅중/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용존산소량과 상층피

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9).

Segment
Before Dam Construction (2017) During and After Ddam Construction (2018)

Total
Apr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Subtotal Apr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Subtotal

Upper
segments

Subtotal 7 2 6 5 4 1 5 1 31 7 3 7 5 4 2 3 1 32 63

400-420 1 0 1 1 1 0 0 0 4 1 1 1 0 1 0 0 0 4 8

380-400 1 0 1 0 1 0 1 0 4 1 0 1 1 1 0 1 0 5 9

360-380 1 0 0 1 0 0 1 0 3 1 1 0 0 0 1 1 0 4 7

340-360 1 0 0 0 0 0 1 0 2 0 0 1 1 0 0 0 0 2 4

320-340 1 0 1 0 0 0 1 0 3 1 0 1 1 0 0 0 0 3 6

300-320 1 0 1 1 1 0 0 0 4 1 0 1 0 1 1 1 0 5 9

280-300 0 1 0 1 0 0 0 0 2 0 0 1 0 0 0 0 0 1 3

260-280 1 1 1 0 0 0 0 1 4 1 0 1 1 1 0 0 1 5 9

240-260 0 0 1 1 1 1 1 0 5 1 1 0 1 0 0 0 0 3 8

Lower 
segments

Subtotal 4 7 9 8 7 6 1 0 42 7 6 8 1 2 3 2 0 29 71

160-180 0 1 1 0 0 1 0 0 3 1 0 1 0 1 0 0 0 3 6

140-160 1 1 1 1 1 0 0 0 5 1 0 1 0 0 1 0 0 3 8

120-140 0 1 1 1 1 1 0 0 5 1 1 1 0 0 0 0 0 3 8

100-120 0 0 1 1 0 0 0 0 2 0 0 0 0 0 0 0 0 0 2

 80-100 0 1 1 1 1 1 0 0 5 0 1 1 0 1 0 0 0 3 8

60-80 0 0 1 1 1 0 1 0 4 1 1 1 0 0 0 1 0 4 8

40-60 1 1 1 1 1 1 0 0 6 1 1 1 0 0 0 1 0 4 10

20-40 1 1 1 1 1 1 0 0 6 1 1 1 0 0 1 0 0 4 10

0-20 1 1 1 1 1 1 0 0 6 1 1 1 1 0 1 0 0 5 11

Total 11 9 15 13 11 7 6 1 73 14 9 15 6 6 5 5 1 61 134

Table 7. Survey results of amphibian presence in the study stream.

Figure 7. Monthly variations in amphibian pre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Bars
denote standard deviations of frequency of amphibian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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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및 용존산소량은 

어류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 월

강우량과 상층피도는 토양습도의 공급 및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양서류는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토양습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Park, 

2012; Hong, 2017). 이러한 토양습도는 강수, 식생, 토양

구조 등에 의해 좌우되는데(Jin et al., 1994), 특히 강수는 

대기 중에 있는 많은 양의 수분을 다양한 양분과 함께 토

양 중으로 공급시키는 주된 경로이다(Raymond et al., 

2013; Butman et al., 2016). 또한, 수관부에 의해 형성되

는 상층피도는 직접적으로는 일사량을 차단하고 간접적

으로는 낙엽으로 지상에 공급됨으로써 강수공급에 의해 

기 확보된 토양습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데에 기

여하는 생태학적 요인이다(Sayer, 2006; Kara et al., 2008). 

이 연구의 결과에서 상층피도는 사방댐 상류구간에서 사

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74%와 72%로 나타났으며, 

사방댐 하류구간에서는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76%와 7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Figure 9E). 이와 달리 사방댐 상⋅하류구간이 구

별되지 않는, 그리고 사방댐의 시공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월강우량은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가 각각 145 mm

와 171 mm으로 기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Figure 9A). 특히, 월강우량은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 모두 7∼8월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였는데(Figure 

10A), 이는 사방댐 하류구간에서 시공 중/후에 관측된 양

서류 출현빈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름철부터 가을철

에 걸쳐 장마전선 및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산지의 계곡부에서는 급증한 유량에 의해 워쉬아웃

(wash out)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계상에 존재

하던 막대한 양의 각종 유기물(낙엽⋅낙지) 및 무기물(토

사⋅토석)는 하류지역으로 유출된다(Gomi et al., 2001, 

2002; Seo et al., 2008, 2012). 이 경우 계류수의 전기전도

도는 물론 계상의 단위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수의 속도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토석류가 발생할 경우 거석

이나 유목 등 계류지형을 규정하는 공간요소 역시 움직일 

수 있어 계단-소 지형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으며, 결국 

계류 및 그 주변부에 서식하는 양서류를 포함하는 생태계

는 파괴된 후 재형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지계류의 컨트리뷰팅 채널(contributing channel) 

기능은 사방댐의 시공으로 인하여 리시빙 채널(receiving 

channel)의 기능까지 갖추게 되어 과도한 양의 유기물 및 

토사의 이동을 제어하게 된다(Chun, 2011; Seo et al., 

2016). 비록 이 연구의 조사기간 동안 고강도의 강우로 

인한 계류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관측할 수 없었지만, 양

서류 서식에 필요한 인자인 토양습도의 공급 및 유지라

는 순기능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학술림 산지계류를 대상으로 불투과형 사방댐 시공여부

에 따른 어류 및 양서류 서식 변화를 파악하였다. 즉, 어

류 및 양서류의 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를 

도출하고, 이들 환경인자들이 사방댐의 직접적인 영향구

간을 제외한 상⋅하류에서 시공 전⋅중/후 기간의 어떠

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공

간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

Figure 8. Ratio of amphibian presence and ab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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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fferences in parameters explaining amphibian pre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Bars and letters denote standard deviations of each parameter and 

presence of statistical differ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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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onthly variations in parameters explaining amphibian presence before and its after 
the dam construction in upper and lower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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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양서류에 서식에 영향을 주는 몇몇의 환경인자는 

사방댐 시공 전⋅중/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으나, 이는 연구대상 산지계류에 서식하는 어류 및 

양서류 서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

화 폭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사방댐 시공 전과 중/후에 

사방댐 하류구간에서 양서류 출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방댐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다량

의 토사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의 강우가 원인이 된 것으

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사방댐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방댐 상⋅하류에서의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어류 및 

양서류 서식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숙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는 충

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특정 산지계류만을 대상으로 하

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도출한 결과에 대한 공간적 일

반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먼저 산림유역의 수문학적⋅지형학적⋅수변생태

학적 환경인자들을 기준으로 한 구획 설정(zoning)이 우

선되어야 하며, 각 구역별로 이 연구와 유사한 목적의 연

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평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사방

댐을 시공하기 전 1년과 시공 중/후의 1년, 총 2년의 시

간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방댐 시공으로 인

한 생태계의 중⋅장기적 변화에 관한 고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해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사방댐 

상⋅하류 간의 생태계 연결성(단절)에 관한 궁금증은 해

결할 수 없었다. 이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연구목적에 부

합하는 조사방법을 설정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즉, 사방댐의 직접적 영향구간을 조사구간에서 제외한 

점, 특정 종(species)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들

이 그 예일 것이다. 특히, 국외에서 다수 보고된 사례와 

달리 상시 유량이 적은 우리나라 산지계류에 있어서 개

채 크기가 작고 그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조사방

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방법론적 적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생태투과율을 

고려한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투과형 사방댐에 대

한 정량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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