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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stream migration of salmon (Chum salmon, Oncorhynchus keta) along 

Yeon-gok Stream in the eastern coastal region of Korea from October 24 to November 9, 2018 using radio tag and data storage 
tag loggers for the detection of the locations of tagged salmon and measurement of water temperature. Track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and classified into four types (case 1 to case 4) depending on the release time and the number of salmon 
tracked. Experiments from case 1 to case 3 we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salmon tracked into cases in which a 
single tagged salmon was tracked (case 1), a pair of tagged salmon was tracked (case 2), and salmon were tracked by different 
sex ratios (case 3). Experiments from cases 1 to 3 were conducted between 10 AM and 1 PM, and case 4 was conducted after 
3:30 PM. Salmon moved and spawned in the downstream region of the Yeon-gok, where water temperature is higher than in 
other rivers and salmon return in Canada, Russia, Japan, and the U.S.A. Most of the radio-tagged salmon swam in deep and 
shaded areas during the day but actively moved upstream close to sunset, regardless of the release time. Females showed 
relatively more active movements than males during upstream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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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어(Chum salmon, Oncorhynchus keta)는 북태평

양에 서식하는 6종의 연어과 어류(Chum salmon, Coho 
salmon, Chinook salmon, Sockeye salmon, Pink 
salmon, Cherry salmon) 중 하나로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하천으로 돌아와 산

란하는 모천회귀성 어종이다(Hiyama et al., 1967; 
Dittman and Quinn, 1996; Kim et al., 2007; Lee et 
al., 2007). 현재까지 북태평양에 위치한 하천에서 어획 

또는 방류된 연어 개체수는 지역 단위로 북태평양 소하

성 어류 위원회(NPAFC,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라는 국제기구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하천들은 우리나라 강원도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러
시아, 일본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다(Table 1; 
NPAFC, 2019). NPAFC 회원국은 하천으로 소상하는 

연어가 하천 생태계에 주는 영향과 연어 자원 관리에 대

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어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Braton, 1992; Seeb et al., 2004; 
Esteve, 2005; Urawa et al., 2009), 그 중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먹이를 거의 섭취하지 않으며, 
연어가 바다에서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소상활동 및 

산란활동에 집중하는 생태적 특성이 다양한 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Hinch et al., 2002; Tsuda 
et al., 2006; Makiguchi et al., 2011; Miyoshi et al., 
2014). 바다에서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해 하천에서 산란 

및 소상활동을 하는 연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다양한 생태학적 이동 및 행동 특성을 보이며

(Hinch et al., 2002; Makiguchi et al., 2011), 연어의 

주요 소상활동 시기와 이동 경로, 암·수간 소상속도 및 

행동 차이 등이 그 예이다(Ellis, 1966; Johnson, 1980; 
Tanaka et al., 1998; Hinch and Rand, 2000; Morbey, 
2000; Ishida, 2001; Esteve, 2005; Akita et al., 2006). 
하지만 연어 이동 및 행동 특성은 하천의 환경 조건(유속, 
지형, 수온, 경쟁관계 등)과 이동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Gilhousen, 1980; Bernatchez and Dodson, 
1987; Brett, 1995; Hinch et al., 2002; Makiguchi et 
al., 2008). 하천에서 연어의 이동 및 행동 특성은 초기 

생활사 단계(egg, alevin, fry, parr) 연어의 서식지를 결

정하며, 서식지 내 먹이 및 환경, 먹이사슬 관계는 연어 

초기 생활사 단계의 생존율에까지 영향이 전달된다

(Allen, 1969; Berman and Quinn, 1991; Kondolf and 
Wolman, 1993; Akita et al., 2006). 이러한 이유로 연

어 초기 생활사 시기의 생존율 및 자원량 변화를 이해하

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천에서 연

어가 소상하는 시기에 다양한 환경 조건과 이동 거리 등

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연어 회귀 국가들 중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Kim et al., 2007; Kim et al., 2008; 
Kwon et al., 2014), 우리나라 연어는 주로 9월에서 12
월 사이에 동해 중부와 남부 연안에 위치한 하천으로 회

귀한다(Kim et al., 2007; NPAFC, 2019). 우리나라 동

해안에 위치한 하천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와는 

다르게 하구에서 발원지까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 주요 연어 회귀 하천인 유콘강은 

하구로부터 약 3,200 km 떨어진 곳에 해발고도 약 660 
m의 발원지가 나타나는(Fig. 1; Barbets et al., 2000; 
Gilbert et al., 2006; Brown et al., 2007) 반면, 우리나

라 주요 연어 회귀 하천인 남대천은 하구로부터 약 54 
km 떨어진 곳에 해발고도 약 1,400 m 의 발원지가 나타

나는 것이 그 예이다(Myungju-gun, 1990; Yangyang 
-gun, 2002; Park et al., 2009; Lee et al., 2018). 이는 

연어 회귀량이 많은 러시아의 Kol river(약 136 km), 일
본의 Shibetsu river(약 76 km)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짧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하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하구

로부터 대략 10 km 이내의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

동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형, 저질, 수질 등의 환경 

변화를 겪으며 산란, 수정, 부화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는 다른 나라(예: 캐나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에 비해 

바다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가장 긴 반면, 지리적인 특성

으로 인해 하천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Jung et al., 2001; Urawa, 2001; Seo et 
al., 2006).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동해 연안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계군분석(Lee et al., 2000; Jung et al., 2003; Sohn et 
al., 2005; Kim, 2007), 분자생물학적 특성(Yoon et al., 
1997; Jung et al., 2001; Choi et al., 2003), 연어의 생

리적 특성(Zhang et al., 1995; Yeo and Se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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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et al., 2007), 기생충 감염(Kim et al., 1990)과 

먹이생물(Gang et al., 2007; Kwon et al., 2014) 및 형

태학적 연구(Myoung and Kim, 1993a; Myoung and 
Kim, 1993b; Myoung et al., 1993c; Myoung and 
Kim, 1996; Seo et al., 2011), 연어 추출물(Park et al., 
1996; Min et al., 2017, Min and Song, 2019) 등 많은 

연어 연구를 진행했으나, 하천에서 이동하는 연어의 이

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연곡천(강원도 

강릉시) 하류에서 소상하는 연어의 이동특성을 알아보고

자 했으며 연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태그를 이용하

여 소상하는 연어의 이동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연구 지역 및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11월 9일
까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연곡천 하류 구간(하구-상
류 방향 1.5 km)에서 연어 소상기에 하천 환경과 연어 이

동특성을 분석하였다(Fig. 2). 연곡천은 총 길이 약 27 
km, 총 유역 면적은 약 174 m2 으로 동해안에 위치한 하

천의 특징인 잦은 유속, 수질 및 지형 변화 등을 대표하는 

형태를 가진다(Lee et al., 1997; Yoon et al., 2007; 
Kim and Lee, 2011; Choi, 2018). 조사 구간인 연곡천 

하류는 지형, 수질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구간(Yoon and 
Kim, 2004; Yoon et al., 2007; Ha et al., 2009; Choi et 
al., 2018)으로, 수심이 0.2-2.5 m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

로 크며, 인접한 축사와 농경지, 주거단지로부터 생활하

수가 지류를 통해 유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형적인 특

성으로 인하여 낮 동안에도 하천에 그늘(음영)이 지는 구

간이 분포한다.

 2.2. 연곡천 지형 및 환경 조사

연어는 하천에서 산란과 소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온, 염분, 수심, 이동 거

리, 유속 등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이동하는 특성이 있

다(Gilhousen, 1980; Bernatchez and Dodson, 1987; 
Brett, 1995; Hinch et al., 2002; Makiguchi et al., 
2008, Makiguchi et al., 2011). 연곡천의 다양한 환경조

건에서 연어는 어떤 이동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어가 소상하는 시기에 연곡천의 각 조사 정점에서 수

온, 염분, 수심, 용존산소, 밀도, 지형 변화 등의 수질 조

사와 지형 조사를 진행하였다(Fig. 2). 지형 조사는 수심 

측량이 가능한 스타프(staff, 눈금간격: 1 cm)와 GPS를 

이용하여 8회 측정 후 평균을 구하였으며, 수질 조사는 

연곡천 하구역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해 5개 정점에서 

RBR Concerto CTD(분해능: 수온 < 0.00005℃, 전기

전도도 < 0.001 mS/cm, 수압 < 0.001 m)와 RBR DO 

No. Korea Canada U.S.A. Russia Japan

1 Gangwon Fraser River Washington Western Bering Sea Hokkaido Western & 
Okhotsk

2 Gyeong-buk South Coast Oregon Eastern Kamchatka Hokkaido Pacific 
side

3 Gyeong-nam West Coast 
Vancouver Island California Kuriles Honshu Western 

Side

4 Jeonnam Central Coast Idaho Continental Coast Honshu Pacific side

5 North Coast Sakhalin Coast

6 Haida Gwaii Amur River Basin

7 Taku/Stikine Primor’e

8 Yukon Territory and 
Northern BC

Southwestern 
Sakhalin

Table 1. Major regions of five countries(Korea, Canada, U.S.A, Russia, Japan) in the north pacific which Chum salmon is 
caught and released(NPAF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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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분해능: 용존산소 포화도 1%)를 이용하여 8회 수

행했다. 각 정점별 하천수 밀도는 CTD에 기록된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으며, 각 정점 사이 상관성

을 분석하기 위해  < 0.05의 유의수준에서 Pearson 상
관계수를 활용해 각 정점 간 상관성을 분석했다. 각 정점

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

다. 그리고 연어 소상기에 연곡천과 국외 다른 하천의 특

성을 비교하고자 캐나다, 일본, 미국, 러시아 하천의 수온 

자료를 비교하였다.

2.3. 연어 이동 추적조사

연어 이동특성 추적조사는 추적된 연어 개체수와 실

험 시작 시각에 따라 4개 유형(Case 1-4)으로 구분하여 

연곡천 하류 구간(Fig. 2)에서 반복 실험하였다. 추적조

사에 이용된 연어는 Fig. 2의 ‘Catch’ 지점(이하 ‘C 지
점’)에 설치된 포획망(수산자원공단이 연어 포획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서 채집된 것이며, 전자 태그를 연어 등지

느러미 주위에 부착 후 연곡천 하구 부근 ‘Release’ 지점

(이하 ’R 지점’)에 방류되었다(Table 2). 4개의 유형 중 

3개(Case 1-3)는 연곡천에서 연어가 소상하는 동안 보이

는 이동특성을 방류된 개체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

해보고자 진행한 유형으로, 암컷 단일 개체를 대상으로 

추적한 경우(Case 1), 암·수 한 쌍을 동시에 방류한 후 추

적한 경우(Case 2), 암·수의 성비를 다르게 하여(예: 수
컷 한 개체와 암컷 여러 개체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수

의 개체를 동시에 방류한 후 추적한 경우(Case 3)였으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추적 실험을 시작하였

다. 4 번째 유형(Case 4)은 주로 오전에 진행된 3개 유형

의 실험(Case 1-3)과 방류 시각에 따른 연어 이동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몰 시간에 근접한 오후 3시 이후에 추

적 실험을 시작하였다.
연어 추적 실험에 사용된 전자 태그는 위치 확인 센서

(radio tag)와 수심 및 수온 측정 센서(DST logger)로 구

분된다(Tables 4, 5). Radio tag는 5초에 한 번씩 전파를 

보내고, DST logger는 1분에 한 번씩 수온과 수압을 기

록할 수 있도록 설정했으며, 센서의 분실과 연어의 스트

레스를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연어 등지느러미 

Fig. 1. Geographical gradient from river mouth to resource in Yukon river in (a), North America; (b), Namdae stream; (c), 
Yeon-gok stre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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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근육에 부착했다(Fig. 3). 연어의 위치는 방류 직후 

휴대용 수신기(3-element-yagi antenna, LOTEK; sika 
receiver, LOTEK)를 이용해 도보로 추적하였으며, 수신

기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신호 세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방류 연어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추정하였다

(Fig. 4). 그리고, 낮 시간과 밤 시간에 나타나는 연어의 

이동특성을 비교하고자 추정된 방류 연어의 위치 자료와 

기상청 강릉 일출·몰 시각자료를 비교하였다.
4개 유형 중 Case 2는 암·수 모두에 radio tag와 DST 

logger가 부착되었으며(Table 4), 이동과정에서 암·수의 

행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Case 3는 전자 태그

(radio tag, DST logger)가 부착되지 않은 연어에 표지 

태그(T-bar)를 부착하여, 무리 이동에 대한 특성을 분석

하였다.
현장에서 연어 위치 추적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위치 추적은 한

계가 있다. 그래서, 연어 분포 위치는 radio tag에서 송신

되는 신호의 방향을 수신 안테나가 감지하는 정보로부터 

파악되었다. 연어 이동 추적조사에 활용된 radio tag는 

일정 범위(수면으로부터 수직 기준 최대 약 6°) 내에서 

수면 위로 전파를 송출한다(Table 5; Fig. 4; Kuechle 
and Kuechle, 2012; Thorstad et al., 2013). 수신기는 

수면 위로 송출되는 전파를 넓은 범위(안테나 기준 약 

200-300 m 반경)에 걸쳐 수신하며, 안테나의 방향과 위

치에 따라 전파 수신 범위와 세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수

신기와 radio tag에서 송출되는 전파 사이 장애물의 유무

와 수중의 탁도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Kuechle 
and Kuechle, 2012; Thorstad et al., 2013). 따라서, 측
정 방법에 따라 위치 오차가 크게 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장비의 특성에 의한 위치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는 

Fig. 2. A: Study area with depth. Alphabet ○, Release and catch point, respectively; B : CTD observation station for 
environmental factors ●, St. 1 to St. 5; Red arrow in ○, Location of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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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ase Sex Released time Catch time

R1 1 F Oct. 27. 10:11 Oct. 27. 18:02

R2 1 F Oct. 31. 10:03 Nov. 01. 10:40

R3 2 M Oct. 29. 13:09 Oct. 29. 18:00

R4 2 F Oct. 29. 13:09 Nov. 02. 09:55

R5 2 M Nov. 01. 11:00 Nov. 02. 19:00

R6 2 F Nov. 01. 11:00 Nov. 02. 19:00

R7 3 F Oct. 24. 11:46 Oct. 24. 18:40

R8 3 M Nov. 04. 13:20 Nov. 05. 10:00

R9 3 F Nov. 04. 13:20 Nov. 09. 17:40

R10 4 F Nov. 09. 15:30 Nov. 10. 14:00

Table 2. Information of tracking experiment including release and catch time with sex and study case

Case No. Contents

Case 1 A single of adult salmon

Case 2 A Pair of adult Salmon

Case 3 Different sex ratio

Case 4 Released just before sunset

Table 3. Contents of study cases

Case No. Radio tag DST logger T-bar tag

Case 1 O

Case 2 O O

Case 3 O O

Case 4 O

Table 4. Information about tag type applied with each study case

Species Name Length
(mm)

Weight
(g) Life time Company Transpond range

Radio tag NTF-6-1 19 2.05 299 day(5s) LOTEK 6°

DST logger LAT1410 35 5 1 year(10s) LOTEK -

Table 5. Electronic tag specifications

RBR CTD Temperature Conductivity Pressure (Depth) Dossolved Oxygen

Initial accuracy ±0.002℃ ±0.003 mS/cm ±0.05 ±2% of saturation
(5℃ to 25℃)

Resolution <0.000005 ~1 μ/cm <0.001% 1% of saturation

Table 6. CT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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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기 위해 사전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적

의 방법을 연어 추적조사에 활용하였다. 사전 실험은 

radio tag가 부착된 연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에 방류 후 실시간 연어 위치를 기준으로 안테나가 향하

는 방향을 수평방향(x-y)으로 360도, 연직방향으로(z) 
±45도로 바꿔가면서 진행하였다(Fig. 4). 안테나에 수신

된 신호음은 연어와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안테나 방향이 연어 위치를 향할수록 강해진다. 
예를 들면, 20 m 거리에 연어가 위치하더라도, 안테나의 

수평, 연직 방향에 따라 신호 강도는 30에서 99까지 변

하게 된다. 사전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서는 매 지

점 마다 위의 추적 방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신
호 강도가 97 이상이 수신되는 방향을 연어 위치로 추정

하여 추정된 위치와 시각을 함께 기록하였다.

Fig. 3. Schematic diagram for electronic tagging method and process.

Fig. 4. Diagram for detection method to reduce estimated radio tag location errors for radio telemetry sensor and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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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river and stream) Temperature(℃)

Russia(Kole river) 7.2-9.5

Japan(Haraki river) 6.3-12

Canada(Yukon river) 0-8

Korea(Yeon-gok stream) 10.2-16.2

Table 7. Water temperature in salmon upstream river during 
spawning season with each country

  

  

Fig. 5. (a), Water temperature; (b), salinity; (c), dissolved 
oxygen with stations in Yeon-gok stream from Oct. 
24 in 2018 to Nov. 9 in 2018.

3. 결 과

3.1. 연어 소상기 연곡천의 지형과 환경

본 연구 기간 동안 연곡천 하류 구간의 지형은 하구에

서 상류 방향으로 약 400 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유역

면적이 넓어지며, 하구에서 약 150 m 떨어진 지점부터 

상류 방향으로 약 400 m 까지 지형적인 특성(예: 둑, 숲 

등)에 의해 약 오후 1시부터 하천의 일부 유역에서 그늘이 

지는 특징이 있었다(Fig. 2). 또한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안 쪽 강기슭을 따라 하구부터 상류 방향으로 약 

800 m 떨어진 지점까지 약 2 m 이상의 수심대(이하 깊

은 수심대)가 분포한다. 연곡천 하류 구간의 평균 수온은 

약 12.4℃(9.1-16.2℃)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10월

-12월 초)의 러시아 Kol 강(7.2-9.5℃)와 일본 Haraki 강
(6.3-12℃), 캐나다 Yukon 강(0-8℃) 등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7; Tsuda et al., 2006; 
Kuzishchin et al., 2010; Borba et al., 2017). 정점별 

평균 수온은 Fig. 2의 정점 3과 정점 4에서 가장 높았으

며(12.9℃), 정점 5(11.5℃)에서 가장 낮았다(Fig. 5). 연
곡천 하류 구간의 평균 염분은 약 0.34(0.04-0.86)로 나

타났고, 정점별 평균 염분은 정점 4에서 가장 높았으며

(0.86), 정점 5에서 가장 낮았다(0.04). 연곡천 하류 구간

의 평균 용존산소는 4.30 ml/L(4.09-4.46 ml/L)로 나타

났으며, 정점별 평균 용존산소는 정점 3에서 가장 높았으

며(4.46 ml/L), 정점 4에서 가장 낮았다(4.09, Fig. 5). 
각 정점의 밀도간 상관계수는 정점 4와 다른 모든 정점들 

사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6).

3.2. 연어 이동 추적 

3.2.1. Case 1: 단일 개체 추적

암컷 단일 개체를 ’R 지점’에 방류 후 추적 조사 실험을 

Density 1 2 3 4 5

1

2 0.8255*

3 0.7767* 0.8588*

4 0.3856* 0.6938* 0.4313*

5 0.7881* 0.9883* 0.8481* 0.6762*

*p < 0.05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of water density with ea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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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R1, R2) 반복 해본 결과, R1은 주로 깊은 수심대와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그늘이 지는 강기슭을 따라 상류

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R1은 일찍부

터 그늘이지는 ’R 지점’과 ‘Line 1’ 사이 구간에서 장시

간 머물다 약 16시경 ‘Line 1’을 지나 상류 방향으로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R2는 2018년 10월 31일 오전 10시 3분경 ’R 지점’에

서 방류 후 추적조사가 시작된 암컷 연어이다. R2는 R1
과 마찬가지로 깊은 수심대와 강기슭을 따라 상류로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찍부터 그늘이지는 

‘R 지점’과 ‘Line 1’ 사이 구간에서 장시간 머물다 약 16
시 30분경 ‘Line 1’을 지나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1(R1, R2)은 연어가 주로 깊은 수심대와 강기슭

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R 
지점’과 ‘Line 1’ 사이에서 장시간 머물다 해질 무렵 

‘Line 1’을 지나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통점이 있었

다(Figs. 6, 7).

Fig. 6. Sunrise and sunset during study period around Yeon-gok stream. n, Time of Sunrise; ●, Time of Sunset.

Fig. 7. Schematic diagram showing salmon movement with time in Case 1. Each line from line 1 to line 3 is for reference 
point to check the salmon location. ●, Salmon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Dashed ⇢, The estimated 
migration route because tracking for salmon location was not conducted during the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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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ase 2:  암∙수 한 쌍 추적

암수 한 쌍을 같은 시각 ’R 지점’에 방류 후 추적조사 

실험을 2회 반복(1회(R3, R4), 2회(R5, R6))한 결과, R3
와 R4는 R1, R2와 마찬가지로 깊은 수심대와 강기슭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였으며, ‘R 지점’과 ‘Line 1’ 사이 구

간에서 장시간 머물다 16시 38분경 ‘Line 1’을 지나 상

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Fig. 8). R4는 R3에 비해 상대

적으로 천천히 이동했으며, 이동 중 ‘Line 1’과 ‘Line 2’ 

사이 구간 내 회색 원(●) 장소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행

동(holding behavior)을 보였다(grey filled circle on 
R4). 그리고, R4는 이동 중 수온 변동 폭이 크고 주기가 

짧은 특징이 확인됐으며(Fig. 10), 이러한 수온 변동은 

‘Line 1’을 통과한 후 나타난 체류 행동과 함께 시작됐다.
R5와 R6는 R1-R4와 마찬가지로 깊은 수심대와 강기

슭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동안 

그늘진 구간에서 장시간 머물다 17시경 ‘Line 1’을 지나 

Fig. 8. Schematic diagram showing salmon movement with time in Case 2. Each line from line 1 to line 3 is for reference 
point to check the salmon location. ●, Salmon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 Location which salmon stay at 
a place for a long time; Dashed ⇢, The estimated migration route because tracking for salmon location was not 
conducted during the night.

Fig. 9. Schematic diagram showing salmon movement with time in Case 2. Each line from line 1 to line 3 is for reference 
point to check the salmon location. ●, Salmon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 Location which salmon stay at 
a place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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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measured from DST logger in R3 and R4. Alphabet ○, Release and catch point, 
respectively; ●, Salmon’s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 holding behavior; Dashed ⇢, Undetected range by 
radio tag in Fig. 8.

Fig. 11. Variations of water pressure from measured from DST logger in R3 and R4. Alphabet ○, Release and catch point, 
respectively; ●, Salmon’s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 holding behavior; Dashed ⇢, Undetected range by 
radio tag in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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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from measured from DST logger in R5 and R6. Alphabet ○, Release and catch 
point, respectively; ●, Salmon’s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 holding behavior; Dashed ⇢, Undetected 
range by radio tag in Fig. 9.

Fig. 13. Variations in water pressure from measured from DST logger in R5 and R6. Alphabet ○, Release and catch point, 
respectively; ●, Salmon’s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 holding behavior; Dashed ⇢, Undetected range by 
radio tag in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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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R5와 R6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로를 따라 이동했으

며, 이동 중 ‘Line 1’과 ‘Line 2’ 사이 구간 내 회색 원

(●) 장소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행동을 보였다(Fig. 9). 
그리고, R5와 R6는 체류 행동이 나타난 시점부터 이동 

중 수온 변동 폭이 크고 주기가 짧은 특징이 나타났으며, 
R6가 R5에 비해 수온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났다(Fig. 
12).

Fig. 14. Schematic diagram showing salmon movement 
with time in Case 3. Each line from line 1 to line 3 
is for reference point to check the location of 
salmon. ●, Salmon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3.2.3. Case 3:  암∙수 성비가 다른 집단 추적

Case 3는 암컷과 수컷 연어의 성비를 다르게 하여 같

은 시각 ’R 지점’에 방류 후 추적 조사한 실험으로 암컷 1
개체(radio tag 부착)와 수컷 4개체(T-bar tag)를 방류한 

경우(R7)와 수컷 1개체(radio tag 부착(R8))와 암컷 7개
체(T-bar tag 6개체, radio tag 1개체(R9))를 방류한 경

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R7(암컷)은 Case 1과 2와 마찬

가지로 깊은 수심대와 강기슭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였고, 
‘R 지점’과 ‘Line 1’ 사이 구간에서 장시간 머물다 15시 

34분경 ‘Line 1’을 지나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4). R7과 함께 방류된 연어(T-bar tag)
의 경우에는 4개체 모두 서로 가까운 곳에서 회수됐으며, 
R7과는 다른 날짜(2018년 10월 30일 11시경)에 ‘C 지
점’ 인근에서 회수됐다.

R8(수컷)과 R9(암컷)은 2018년 11월 4일 13시 20분
경 ’R 지점’에서 추적조사가 시작됐으며, R1 – R7과 유

사하게 깊은 수심대와 강기슭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고 

‘R 지점’과 ‘Line 1’ 사이 구간에서 장시간 머물다 15시 

34분경 ‘Line 1’을 지나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Fig. 
14). R8과 R9는 ‘Line 1’까지 비슷한 시기에 이동하였

으며, ‘Line 1’과 ‘Line 2’ 사이에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8, R9과 함께 방류된 T-bar tag가 부

착된 연어는 2018년 11월 6일 10시 40분경 총 6개체 중

에서 1개체만 ‘C 지점’ 인근에서 회수할 수 있었으며, 

Fig. 15. Schematic diagram showing salmon movement with time in Case 3. Each line from line 1 to line 3 is for reference 
point to check the salmon location. ●, Salmon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 location which salmon stay at 
a place for a long time; Dashed ⇢, The estimated migration route because tracking for salmon location was not 
conducted during the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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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보다 늦게 회수되었고, R9보다 일찍 회수되었다.
Case 3은 Case 1(R1-R2)과 및 Case 2(R3-R6)와 유

사하게 주로 깊은 수심대와 강기슭을 따라 이동하였으며, 
낮 동안 그늘진 구간에서 체류하다가 ‘Line 1’을 지나 상

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Figs. 13, 14). 그리고 Case 3은 

Case 1-2와 달리 다수의 개체를 동시에 추적한 것으로 

radio tag와 T-bar tag가 부착된 연어가 무리 지어 이동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2.4. Case 4: 오후 3시 이후 방류

Case 1-Case 3 추적조사(R1-R9) 실험의 공통점은 방

류 시각과 상관없이 낮 동안 그늘 지역에 체류하다가 해

질 무렵 ‘Line 1’을 지나 상류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

한 이동특성에 대해 연어가 태그 부착 과정 중에 받은 스

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연어가 소상 과정

에서 낮과 밤 시각에 이동하는 특성이 다른 것인지를 알

아보고자 일몰에 가까운 시간대인 15시 30분경에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15). R10은 방류 이후 빠르게 

‘Line 1’까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질 

무렵 ‘Line 1’을 지나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6. Schematic diagram showing salmon movement 
with time in Case 4. Each line from line 1 to line 
3 is for reference point to check the location of 
salmon. ●, Salmon location estimated from radio 
tag; Dashed ⇢, The estimated migration route 
because tracking for salmon location was not 
conducted during the night.

4. 고 찰

최근 해양 및 육상에서 동물(포유류, 어류 등)의 이동 

및 생태 변화 추적 연구를 위해 전자 태그가 많이 활용되

고 있으며, 연어의 이동 및 생태 연구도 이에 해당된다

(Lucas and Baras, 2000; Thorstad et al., 2013; 
Newton et al., 2016). 전자 태그를 활용한 연어 이동 및 

생태 연구는 연어 자원 관리(Iwata and Komatsu, 1984; 
Seeb et al., 2004; Thorstad et al., 2008; Kovach et al., 
2015)와 연어가 생태계 에너지 순환의 주요 매개체로서 

바다와 하천 생태계에 주는 영향(Cederholm et al., 
1999; Tiegs et al., 2011), 연어 분포 및 산란장 위치

(Tiegs et al., 2011), 연어가 선호하는 환경 및 생태적 특

성(Iwata and Komatsu, 1984; Seeb et al., 2004; 
Thorstad et al., 2008; Kovach et al., 2015) 등에 대하

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하천에서 연어의 이

동추정이 가능한 센서(radio tag)와 환경(수온, 수심 등) 
측정이 가능한 센서(DST logger)를 부착하여 실험하였

다. 태그를 어류에 부착시키는 방법은 3가지 방식(복강 

내 삽입, 체외 부착, 어류의 입이나 위에 고정)이 주로 이

용되고 있다(Mellas et al., 1985; Hinch et al., 1996; 
Tanaka et al., 1998; Thorstad et al., 2013). 흔히 하천

에서 수중 생물의 추적조사에 사용되는 복강 내 태그 삽

입법은 복부의 봉합된 부위가 하천 바닥에 닿아 손상되

거나 염증 등에 의해 손상되어 태그가 자주 이탈되는 단

점이 있고(Mellas et al., 1985; Hinch et al., 1996; 
Tanaka et al., 1998; Makiguchi et al., 2007; Thorstad 
et al., 2013), 마취와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가 크기에 회

복기가 긴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llas et 
al., 1985; Hinch et al., 1996; Tanaka et al., 1998; 
Makiguchi et al., 2007; Thorstad et al., 2013). 본 연구

에 앞서 사전 실험에서도 복부 삽입 방법은 봉합 과정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나, 봉합 부위의 염증 발생과 이로 

인한 태그 이탈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

어가 산란과정에서 특히 배, 꼬리지느러미 부위가 하천 

바닥과 마찰을 많이 일으키는 행동(Tautz and Grood, 
1975; Evans, 1994; Beall and Gaudemar, 1999; 
Esteve, 200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그를 

어류의 입이나 위에 고정하는 방법은 태그의 부착 과정

이 간단하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어류의 이동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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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Peirce et al., 2013; 
Thorstad et al., 2013), 태그가 부착된 어류의 구토를 빈

번하게 유발하며, 태그의 유실이 빈번한 단점(Peirce et 
al., 2013; Thorstad et al., 2013)이 있어 본 연구에 부적

합한 것으로 생각됐다. 등지느러미와 같이 체외에 부착

하는 방법은 태그의 부착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작업

이 빠르게 진행되며, 어류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

로 적은 장점이 있으나, 어류의 이동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흔히 어류의 체중 및 체장의 2% 미만인 태그

를 사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한다(Tanaka et al., 1998; 
Makiguchi et al., 2007; Thorstad et al., 2013). 본 연구

에서는 사전 실험 결과와 기존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체

외 부착법이 태그의 이탈율을 낮추고, 연어가 받을 스트

레스를 최소화하며, 어류의 이동 및 행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실험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어 이동 추적 실험은 크게 4가지의 경

우로 진행하였으며, 오전 10시–오후 1시 20분 사이에 추

적 실험이 시작된 Case 1-3 실험에서 연어는 공통적으로 

그늘이 지는 강둑과 깊은 수심대를 따라 이동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방류 시각에 상관없이 낮부터 그늘이 지는 

‘R 지점’과 ‘Line 1’ 사이 구간에서 장시간 머물다 일몰 

시기에 ‘Line 1’을 지나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일몰 

시각과 가까운 오후 3시 30분에 추적 실험이 시작된 

Case 4 실험에서도 연어는 그늘 지역에서 짧은 시간 체

류 후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상류로 이동하는 형태

를 보였다. 즉, 연어는 낮보다 일몰 이후 시간에 활동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 가지 경우 실험에서, 연어는 낮 동안은 수심이 깊거

나 그늘진 곳에서 체류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일

몰 이후 소상 활동이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특성은 연어가 주로 야간에 상류로 활발하게 이동

하고(Tanaka et al., 1998; Ishida, 2001), 주로 강기슭과 

깊은 수심을 따라 상류로 이동(Ellis, 1966; Hinch and 
Rand, 2000; Akita et al., 2006)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4가지 유형의 실험

은 모두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여 하천의 환경에 어

느 정도 적응이 된 연어를 포획하여 재방류한 것으로, 바
다에서 바로 하천으로 이동한 연어의 특성과는 다른 현

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어의 

이동특성은 타 연구사례에서 나타난 현상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천으로 올라온 연어를 재방류하는 것

에 따른 실험 오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어는 무리 지어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Thorpe, 

1988; Johnson et al., 1997; Esteve, 2005; Klovach 
and El’nikov, 2013). Case 3은 연곡천에서 연어가 무리

를 지어 이동하는지 알아보고자 Case 1, 2, 4와 다르게 

다수(3개체 이상)의 연어를 ‘R 지점’에 방류한 실험으로, 
실험 개체와 비실험 개체를 구분하기 위해 실험 개체에

는 T-bar tag와 radio tag를 부착한 경우이다. 육안으로 

연어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T-bar tag와 

radio tag가 함께 무리 지어 이동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천에서 연어가 이동 중 부

적합한 환경 조건을 접할 경우 특정 장소를 회피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Akita et al., 2006; Makiguchi et al., 
2007, 2008). 또한, 암컷은 산란지를 탐색을 위한 수직 

운동을 많이 하므로 수컷에 비해 느리게 상류로 이동한

다(Quinn and Foote, 1994; Fleming, 1998; McPhee 
and Quinn, 1998; Morbey and Ydenberg, 2003; 
Hendry and Beall, 2004; Esteve, 2005; Tsuda et al., 
2006). 연곡천의 경우 대부분 추적조사 시작 후 하루 만

에 ‘C 지점’까지 이동했으나, 일부 연어(주로 암컷)는 

‘Line 1’과 ‘Line 2’ 사이 구간 내 깊은 수심대(주로 환

경조사 정점 4 인근)에서 경로를 역행하거나 장시간(최
소 6시간) 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 

연구사례(Johnson, 1980; Morbey, 2000; Esteve, 
2005)에서도 나타나며, 암컷과 수컷 사이에 구별되는 이

동 및 행동특성 혹은 유속, 하천수 수질, 인공구조물 등과 

같은 기타 장애물에 의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연어가 특정 장소에 장시간 체류하는 동안 DST 
logger에 큰 수온 변동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온 변동

은 수컷보다 암컷 연어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토대

로 암컷과 수컷 사이에 구별되는 이동 및 행동 특성으로 

판단하였으며, 연곡천 하류에서 암컷 연어가 산란장 탐

색 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사용된 DST logger의 압력 센서는 낮은 정밀도

(±20 m)와 분해능(±1 m)을 가지며, 바다와 같이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압력 센서의 측정 한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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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천 하류 구역의 수온은 평균 12.4℃로, 같은 시기

(10월-12월 초)의 러시아 Kol 강(7.2-9.5℃)와 일본 

Haraki 강(6.3-12℃), 캐나다 Yukon 강(0-8℃) 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7; Tsuda et al., 
2006; Kuzishchin et al., 2010; Borba et al., 2017). 연
곡천에서 염분 농도는 평균 0.35로 나타났으며 5개의 수

질조사 정점 중 정점 1번과 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점 1은 바다와 인접한 정점이기에 해수의 영향을 받아 

높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점 4는 일부 정

점들(정점 2, 3)에 비해 하구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염

분값이 높게 나온 것이 특징이다. Ha et al.(2009)은 연

곡천 하구의 염분 분포는 하구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

고 수심에 비례하며, 이러한 염도 분포는 갯터짐과 같은 

지형변화나 해수가 밀도류 형태로 저층에 가라 앉아 하

천으로 침투해 생기는 현상 등에 의한 것으로 유량의 증

가나 사주 지형 변화에 의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갯터짐과 같은 지

형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점 4보다 하구에 더 가까

이 위치한 정점들(정점 1, 2, 3)에서 정점 4보다 높은 염

분수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각 정점간 밀도의 상관성

을 분석해본 결과, 정점 4는 다른 모든 정점들 사이의 상

관성이 가장 낮았다. 정점 4는 물길을 통해 인근 축사, 농
경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Fig. 2). 따라서, 정점 4에 상대

적으로 고염분수가 분포하는 것은 해수의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축사, 농경지 등의 유입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

단된다. 정점 4에선 나타나는 높은 염분은 지형 변화에 

의해 그 범위가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Ha et al., 
2009), 연곡천 하류역의 지형변화는 태풍과 같은 기상현

상에 의해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Yoon et al., 
2004; Yoon et al., 2007; Choi et al., 2018)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하천에서 소상

하는 연어는 하천의 환경에 따라 이동 및 행동(산란장 및 

이동 경로 탐색, 상류 이동 시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므로(Gilhousen, 1980; Bernatchez and Dodson, 1987; 
Brett, 1995; Hinch et al., 2002; Makiguchi et al., 
2008), 연곡천 하류의 독특한 염분 분포 및 분포역의 변

화가 연어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곡천 하구부터 상류 방향으로 1.5 m 떨어

진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 보고에 의하면 연

어는 하천에서 수백 km까지 이동하지만(Kuzishchin et 
al., 2010; Piston and Heinl, 2012; Kasugai et al., 
2013), 우리나라 하천의 길이가 다른 나라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Jung et al., 2001; Urawa, 
2001; Seo et al., 2006) 하구부터 상류 방향으로 1.5 km 
구역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구간 내에서

도 소상하는 연어의 주요 이동 경로와 낮과 밤에 따라 달

라지는 이동특성 등을 볼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하천(연곡천)에서 소상하는 연어

의 이동특성을 조사하였다. 연어 이동특성 조사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radio tag를 이용해 방류 시각과 방류 개

체수를 달리한 4가지 유형으로 진행하였고, 하천 환경 조

사(수질, 지형 등)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연어 소상기의 

연곡천은 다른 나라(예: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하천에 비해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이다. 그 결과, 
연곡천에서 소상하는 연어는 방류 시각과는 무관하게 무

리를 이루어 낮 동안은 주로 그늘(음영)이 지고 깊은 수

심대를 따라 이동 또는 장시간 체류하였으며, 해가 지는 

일몰 시각 전후로 연곡천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활발

하게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소상하는 과정에서 

암컷 연어가 수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예: 
분포 수심변화 등)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반복 실

험이 더 추가되어야 하며, 바다에서 태그되어 하천으로 

회귀한 연어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

다. 또한, 향후에는 조사 일정을 좀더 앞당겨 연어 포획망

이 설치되기 이전에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연안에서 상류

까지 더 넓은 범위에서 연어의 이동특성을 추적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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