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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BSIM을 이용한 반변천 하천생태유량 산정 
- 피라미, 참몰개를 대상으로 -

Estimation of an Optimum Ecological Stream Flow in the Banbyeon Stream Using PHAB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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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an optimum ecological flow rate in the Banbyeon stream based on the two representative fish species. 

Hydraulic stream environment was simulated with HEC-RAS for two water flow regimes and used for the PHABSIM hydraulic simulation. A dominant 

species of Zacco platypus and an endemic species of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were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fishes whose habitat conditions 

were evaluated for the spawning and adult stages. Weighted usable area (WUA) was estimated based on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and PHABSIM 

habitat simulation. Overall deep water zone in the stream demonstrated greater WUA which implies better habitat status. The estimated WUA for Zacco 

platypus as the dominant species was about five times greater than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at the stream flow of 12 m³/s. The optimum 

ecological flow rates were 15 m³/s and 25 m³/s for the respective spawning and adult stages of Zacco platypus, while 5 m³/s was estimated for both 

the life cycles of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Assuming that the dominant species may survive better in wider flow regimes, the optimum 

ecological flow rate should be determined rater based on the endemic species and flow rate of 5 m³/s was suggested for the Banby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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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성장기에 하천은 주로 개발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하천 본래의 자정, 저류, 생태기능 등 환경기능이 고려되지 

못하고, 이수와 치수 위주로 기능확대가 이루어졌다 (K-water, 

2018). 하지만, 국가의 발전에 따라 하천의 수질, 친수공간, 

경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개선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Hur et al., 2014).

이에 우리나라는 1999년 하천법의 개정으로 이수, 치수와 

환경기능을 모두 고려한 하천개발을 시작하였고, 하천유지유

량을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유량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Choi, 2007; Park et al., 

2019). 이후 하천법에 따른 2006년 국가 수자원 장기 종합계

획에서는 하천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대상을 

큰 하천에서 지류, 도시하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수질,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18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 시행하며, 물환경을 수질

과 수생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환경생태유량을 수생태 건

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하였다 (MOE, 

2018).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생태유량의 산정방안을 

정립하고, 고시된 지점에서 물리적 서식처 모의를 통해 환경

생태유량을 산정하고 있다 (K-water, 2018).

환경생태유량의 대상 생물은 여러 생물 중 대부분의 하천

에서 포획 및 동정이 가능하고, 먹이사슬의 상위에 위치하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어류를 지표생물로 

이용하고 (Hur et al., 2014; Jang et al., 2018), 환경생태유량 

산정 방법으로는 유량을 점차 증가시키며 어류의 서식처에 

가장 적합한 유량을 찾아내는 유량증분방법론 (IFIM,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USGS에서 개발한 IFIM 기반의 1차원 물리적 서식처 모델로 

PHABSIM (Physical Habitat Simulation System)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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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BSIM은 유량에 따라 수리적 특징 (수심, 유속, 하상재

료 등)과 어류 서식처 적합성의 관계를 가중가용면적 (WUA, 

Weighted Usable Area)으로 정량화하여 최적 생태유량을 평

가한다. PHABSIM은 수질, 영양물질, 인간의 활동 등을 고려

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지만, 실제 물리적 서식처와 생물량의 

잠재력을 모의할 수 있어 물리적 서식처 평가와 후속 의사결

정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Bovee, 1986; Bovee et 

al., 1998).

물리적 서식처 모델은 유량을 증분하며 수리적 특징을 모

의하는 수리해석모형과, 각 수리적 환경에서 대표 어류의 서

식 적합도를 산정하는 어류서식처 모형 2가지로 구성된다. 적

절한 수리적 특징 모의를 위해 유량 변화가 크지 않은 기본유

량은 물론 돌발강우, 댐 방류 등으로 유량의 변화가 큰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적합한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해

서는 어류서식처 모형 구동의 대상이 되는 대표 어류 선정과 

어종의 생에 단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K-water, 2018).

국내의 환경생태유량 산정 연구는 하천 실측을 이용한 방

법과 하천 모의 및 어류상의 문헌조사자료를 통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Kim and Heo, (2008), Hur et al. (2014) 등은 

하천 실측을 통한 관측값으로 수리적 특징을 모의하였고, 하

천의 특징을 고려하여 어류 중 피라미, 참갈겨니, 쉬리, 감돌

고기 등의 우점종과 고유종을 대표 어류로 선정하여 환경생

태유량을 산정하였다. Seo and Park (2013), Kim et al. (2016), 

Jang et al. (2017) 등은 갈수기 측정자료를 HEC-RAS로 모의

하여 수리적 특징을 모의하였고, 대표 어류로 하천의 우점종

인 피라미, 갈겨니 등을 선정하여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였다.

하지만 실측을 통한 환경생태유량 산정 연구는 유량의 변

화가 큰 상황의 실측의 어려움으로 적합한 수리해석에 어려

움이 있고, 모의를 통한 연구는 대부분 대표 어류를 우점종에 

한정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각 하천에 적합

한 환경생태유량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Hur and Kim, 

2011; K-water, 2018).

본 연구는 임하호 하류의 반변천에서 HEC-RAS와 

PHABSIM을 연계한 수리해석모형을 구축하고, 대표 어종으

로 피라미와 참몰개를 대상으로 HSI (Habitat Suitability 

Index)를 PHABSIM의 서식처 모형에 적용하여 최적 환경생

태유량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흐름도

PHABSIM을 이용하여 최적 환경생태유량의 제시를 위해 

PHABSIM의 수리해석모형, 어류서식처 모형을 구동하는 두 

과정으로 대상지역의 최적 환경생태유량을 제시한다. 

HEC-RAS로 두 가지 유량에서 모의된 하천 수리환경 자료를 

PHABSIM의 수리해석 모형의 입력자료로 연계하였고, 대표 

어종 선정과 각 어종에서 HSI를 구축하여 어류서식처 모형을 

구동하였다. 최종적으로 하천의 유량과 WUA의 관계를 산정

하고 이를 통해 최적 환경생태유량을 제시하였다. Fig. 1에서 

전체 연구의 흐름을 도시하였다.

2. 대상 지역 선정

본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반변천 본류 중 임하호 하류 지역

부터 낙동강 합류부까지의 약 15.6 km로 설정하였다 (Fig. 2). 

반변천 본류 유역은 본류 반변천과 지류 길안천, 용전천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낙동강 전체 유역면적의 약 8% 면적을 갖는 

지역이다 (MOLTMA, 2010). 이 중 선정된 대상 구간은 임하

호, 임하조정지 댐 등을 포함하여 하천 유지에 필요한 생태유

량 제시시 유량조절이 가능한 지역이다. 대상 하천을 포함하

는 유역 평균고도는 392.5El.m, 평균경사는 20.1% 로 조사되

었다 (MOLTMA, 2010).

3. 물리적 서식처 모형 (PHABSIM)

가. PHABSIM의 개념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은 수심, 유속, 하상재료 등의 물리적 

서식처와 온도, 수질, 그리고 유역에 공급되는 에너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 (Karr and Dudley, 1981). PHABSIM은 수심, 

유속 등 서식처의 물리적 흐름특성을 생물의 서식 가능 정도

로 정량화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는 유량점증론적방법 

(IFIM)에 기초하여 유량을 점차 증가시키며 각 유량에서의 

어류가 서식 가능한 면적인 가중가용면적 (WUA)을 산정하

고, 그 면적이 최댓값일때의 유량을 최적 환경생태유량으로 

제시한다.

Fig. 1 Schematics of the stud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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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BSIM은 크게 유량 변화에 따른 수심, 유속 등의 물리

적 서식처를 모의하는 수리해석 모형과, 수중생물이 수리학

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을 가정하여 (Jang et al., 2018) 

각 물리적 서식환경에서 어류의 가중가용면적 (WUA)을 산정

하는 어류서식처 모형으로 구성된다. PHABSIM을 이용한 어

류 가중가용면적 (WUA)은 수리해석 모형으로 계산된 물의 

점유 면적 (A)과, 어류서식처 모형으로 산정된 수중생물의 서

식처 적합도 지수 (SI, Suitability index)의 곱으로 산정한다 

(식 (1)).

  × (1)

여기서, WUA는 가중가용면적, A는 하천단면에서 물의 점

유 면적, SI는 각 물리적 서식처 인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서식처 적합 지수이다.

나. PHABSIM 수리해석 모형

1) 입력자료 구축

PHABSIM의 수리해석 모형 구동에는 각 하천단면 형상 자

료와 유량별 수위, 유속 등의 하천 수리환경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실측치

를 이용하여 약 200 m 간격으로 74개의 하천단면 형상 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미육군 공병단에서 개발한 하천해석 시

스템인 HEC-RAS를 이용하여 수위, 유속 등을 모의하고 이를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관측치로 검정 후 

PHABSIM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때, HEC-RAS의 하

Fig. 3 The location of river cross section entered in HEC-RAS simulation. Green, blue and red lines represent

stream cross section, stream center line, stream bank, respectively.

Fig. 2 Study area with the sites of water level & flow measurement and fish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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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모의는 흐름특성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평시와 고수

량인 강우시의 실측 유량값을 이용하였다.

HEC-RAS를 이용한 하천 모의에는 하천단면형상, 단면사

이의 거리, 조도계수 등의 지형자료와 유량, 수위 등의 수문자

료 입력이 필요하다. 하천단면형상, 단면사이의 거리는 

PHABSIM의 입력자료와 같이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실측치를 이용하였다. 조도계수는 하상재료에 따라 

임하조정지댐과 포진교 사이 구간은 0.040을, 이외의 구간에

서는 0.035를 적용하였다. HEC-RAS에 입력된 전체 하천 단

면과 하천단면의 예시를 각각 Fig. 3, 4에 도시하였다.

수문자료는 안동시 임하댐, 안동시 임하 조정지댐, 안동시 

포진교, 안동시 묵계교의 4개 지점의 수위관측소 유량, 수위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Fig. 2 Red point). 각 관측시기는 검정

을 위한 실측자료가 존재하는 평시 2006년 8월 20일, 강우시 

2006년 7월 17일로 설정하였다. 모의에 이용된 평균 유량은 

평시 유량 34.6 m³/s, 고수량 653.0 m³/s이다.

하천 흐름 모의 방법으로 평시 유량은 정상류 해석, 고수량

에서는 부정류 해석을 이용하였다 (K-water, 2018). 정상류 해

석의 경계조건으로 HEC-RAS의 경계조건으로 한국수문조사 

연보 (MOCT, 2003)의 Rating curve를 이용하였고 (Table 1), 

부정류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시간에 따른 수위 관측치와 초

기 유량 관측값을 입력하여 모의하였다. 모의된 각 유량에서

의 하천 수리환경 자료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포진

교, 포진1교에서의 실측치 (Fig. 2 Blue point)를 이용하여 검

정 후 PHABSIM의 구동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2) PHABSIM 수리해석 모형 구동

PHABSIM의 수리해석 모형은 평시 유량, 고수량에서의 단

면별 수위, 유속 자료를 바탕으로 점증된 유량에서의 수위, 

유속을 모의한다. 수위의 모의 방법으로는 수위-유량관계곡

선을 이용하는 STGQ, Manning 공식을 이용하는 MANSQ, 표

준축차법을 이용하는 WSP 방법 등이 있다 (Waddle, 2001). 

본 연구에서는 수위유량 회귀곡선식을 이용한 STGQ 방법을 

이용하여 수위를 모의하였다 (식 (2)).

    (2)

여기서, WSL (Water surface level)은 수위이고, SZF (Stage 

of zero flow)는 흐름이 없을때의 수위, Q는 유량, a와 b는 수위

-유량 관계곡선의 상수이다.

유속은 Manning 공식 기반의 VELSIM으로 모의된다 

(Waddle, 2001). VELSIM은 입력된 에너지경사, 수심, 유속 

값과 Manning 공식을 이용하여 각 하천단면의 측점별 조도계

수를 역산한다 (식 (3)). 점증된 유량에서의 유속은 수위 모의 

결과로 도출된 수심값과 역산된 조도계수 값을 Manning 공식

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식 (4)).








×






×






(3)

Fig. 4 The example of stream cross section used in HEC-RAS

Depth (m) Discharge (m³/s)

≤≤   

≤≤   

Table 1 Rating curve with water depth and discharge (MO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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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는 단면 에서의 Manning 계수이고, 


는 에너지 

경사, 

는 단면 에서의 수심, 


는 단면 에서의 유속이다.

다. PHABSIM 어류 서식처 모형

1) 대표 어류 선정

하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유량의 산정에는 우점종, 한국

고유종, 멸종위기종, 경제성 어종 등 목표종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한 대표 어류 선정과 생애주기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대표어류의 선정을 위해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어류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반변천 기본계획 보고

서 중 대상 구간은 총 5구간 (Fig. 2 Yellow circle)으로 구분되

어 조사되었다. Table 2에서 각 어류 조사지점에서의 조사 결

과를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점종인 피라미와 한국고유종 중 많은 구

간에서 출현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아우점종인 참몰개를 대

표어류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이 유지가

능하도록 선정된 각 대표어류의 치어기, 성어기의 생애주기

를 고려하였다. Table 3에서 선정된 대표 어류 피라미와 참몰

개의 형태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2) 서식처 적합도 지수 산정 (HSI,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는 어종별, 생애주기별로 특정 서식처에서 서식의 가능 

여부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지표로 최적의 서식처에서 1, 부적

합한 서식처에서 0의 값을 갖는다. HSI 산정 방법으로는 각 

유속, 수심 등의 서식 환경에서 각각 HSI를 산정하는 단변량

법과 서식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다변량법 등이 있다.

어종별, 생애주기별 적합한 HS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류-서식처 관계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어류는 같은 

종이라도 수계별, 하천별로 서로 다른 HSI를 가질 수 있어 

대상 하천과 유사한 수계에서의 어류 조사자료를 고려하는것

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류조사자료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에서의 대표어류, 생애주기별 HSI를 

문헌조사를 통해 단변량법으로 산정하였다.

3) PHABSIM 어류 서식처 모형 구동

어류 서식처 모형은 수리해석 모형의 결과로 도출된 유량

별 단면에서의 수심, 유속 등의 정보와 입력된 각 서식 인자별 

Station Dominant species Subdominant species Korean endemic species

St. 1 Zacco platypus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Coreoleuciscus 

splendidus

St. 2 Zacco platypus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Niwaella multifasciata

St. 3 Zacco platypus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St. 4 Zacco platypus Erythroculter erythropterus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Coreoleuciscus 

splendidus

St. 5 Zacco platypus Acanthorhodeus gracilis Acanthorhodeus gracilis, Acheilognathus yamatsutae

Table 2 Fish survey result in study area (MOLTMA, 2010)

Zacco platypus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Appearance of fish

Average length 12∼15 cm 8∼14 cm

Habitat

- The river in Korea, Japan, China, Taiwan

- Zacco platypus prefers a place with clean water, 

but has resistant to water pollution

- The river in Korea such as Daedong River, Han 

River, Geum River, Dongjin River, Nakdong River, 

and Seomjin River

-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prefers points with 

water plant and slow flow rate.

Table 3 Selected representative fishes for the Banbyeon stream and their characteristics (http://www.overthere.co.kr/, 2020.10.14.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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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를 종합하여 SI를 산정하고, WUA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동된다. PHABSIM은 SI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인자

별 HSI를 곱하는 Standard calculation 방법과 Geometric mean, 

Lowest limiting factor 등의 방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Standard calculation을 이용하여 각 단면에서의 SI를 산정하였

다 (식 (5)).

  

×


×⋯ (5)

여기서, SI는 각 물리적 서식처 인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서식처 적합 지수이고, 

는 단면 에서 수심에 대한 HSI 

값, 

는 단면  에서 유속에 대한 HSI 값이다.

Ⅲ. 결과 및 고찰

1. PHABSIM 수리해석 모형

가. 입력자료 구축 및 검정 결과

Fig. 5에서는 HEC-RAS를 이용하여 평시 유량, 고수량에서 

하천 모의를 수행한 결과를 도시하였고, Table 4에서는 

HEC-RAS의 모의치와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실측치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의 결과 평상시의 반변천은 약 

1 m 내외의 수심을 보였으며, 특히 낙동강과 합류하는 하류부

에서 최대 수심 약 5 m로 큰 값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점

에서 유속 0.3 m/s 이하의 느린 흐름을 나타냈다 (Fig. 5(a)).

강우시 하류부에 비해 상류부에서 수위 상승 폭이 컸고, 

일부 지역의 수변공간에서 침수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5(c)). 안동 관측소의 강수량 측정 자료에 따르면 06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강우가 지속되었고, 모의기간인 17일

까지 2일간 총 167 mm의 많은 강우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평균유속은 1.35 m/s로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였으며, 특히 

하천폭이 좁은 상류에서 유속이 큰 경향을 보였다 (Fig. 5(d)). 

또한, 평시와 강우시 모두에서 교량 등의 구조물과 하천의 곡

선부의 외곽쪽에서 유속이 빠른 경향을 보였다 (Fig. 5(b), 5(d) 

red circle).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실측치와 그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실측지점에서 수위의 오차 평균값은 평

시 0.20 m, 강우시 0.28 m로, 유속의 오차 평균값은 평시 0.08 

m/s, 강우시 0.64 m/s로 산정되었다. 강우시 수위와 유속 모두

에서 실측치에 비해 오차가 크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일강우

량 65 mm의 많은 양의 강우에 따른 실측 오차 증가와 

HEC-RAS 모의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

된다. 수위와 유속의 오차 절대값의 평균값은 평시 0.18, 강우

시 0.19로 적절하게 하천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PHABSIM 수리모형 구동 결과

HEC-RAS로 모의된 유량, 수위, 유속 등의 하천 수리환경 

자료를 PHABSIM에 입력 후 STGQ 방법으로 수위를 모의하

였다. HEC-RAS의 수위값과 PHABSIM의 수위값을 비교하여 

Fig. 6(a)에 도시하였다. 하천 전체 구간에서 평시와 강우시의 

유량 모두에서 수위값이 유사하게 산정되어 PHABSIM에서

의 수위 모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량을 점증시키며 하천 단면별 수위, 유속 모의를 수행하

였다. Fig. 5(b), 5(c)에서는 각각 유량 34.6 m³/s, 653.0 m³/s에

서 수심, 유속의 모의 결과와 관측치를 비교하였고, 점증 유량 

중 하나인 200 m³/s에서의 모의치를 도시하였다. 단면의 유량

별 수위 모의 결과는 앞선 하천 전체 구간의 수위 검증결과와 

같이 적절한 모의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b)). 

또한 유량 200 m³/s의 모의 결과에서 입력된 두 관측치의 수위

-유량 회귀곡선을 통해 특정 유량에서의 수위가 정상적 범위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속 모의 결과 유속값은 34.6 m³/s, 653.0 m³/s에서 유속 

크기가 유사하게 모의 됨을 확인하였다 (Fig. 6(c)). 특히, 각 

유속의 모의 결과는 Manning 공식 기반의 VELSIM 방법에 

따라 하천 바닥 형상과 연계된 이상적인 개형을 나타냈다.

Pojin bridge Pojin bridge 1

Depth (m) Velocity (m/s) Depth (m) Velocity (m/s)

Discharge of 34.6 m³/s

Simulated result 2.22 0.29 1.03 0.51

Observed result 2.00 0.34 0.85 0.409

Difference 0.22 -0.05 0.18 0.10 

Discharge of 653.0 m³/s

Simulated result 1.02 4.77 1.43 3.58

Observed result 1.38 5.34 1.24 2.88

Difference -0.36 -0.58 0.19 0.70 

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 simulated and observed depth an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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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ed depth at the discharge of 34.6 m³/s

(b) Simulated velocity at the discharge of 34.6 m³/s

(c) Simulated depth at the discharge of 653.0 m³/s

(d) Simulated velocity at the discharge of 653.0 m³/s

Fig. 5 Simulated stream flow depth and velocity for the two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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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조사를 통한 어류 HSI 산정

본 연구에서는 어류상 조사자료의 부족으로 문헌자료를 통

해 어류별, 생애시기별 HSI를 산정하였다. 생태, 유전적 특성

을 고려하여 같은 수계에서 조사된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HSI 

산정을 수행하였다.

많은 하천에서 우점하고 있어 비교적 어류조사 수행이 많

이 이루어진 피라미의 성어기 HSI는 낙동강 유역에서 조사된 

Sung et al. (2005)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피라미의 치어기 HSI

는 금강유역에서 조사된 Kim (1999)의 HSI 자료와 금강과 낙

동강의 피라미 서식특성이 유사하다는 Kang (2012)의 연구자

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한국 고유종이지만 특정 수계에만 서식하는 참몰개의 HSI 

산정 연구의 부족으로, 금강에서 서식하는 참몰개의 생태조

사연구자료(Byeon et al. (2016))의 서식 범위를 바탕으로 HSI

를 이분법적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추후 낙동강 수계에서 추

가적인 어류 조사 등으로 참몰개의 HSI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정된 어종별, 생애주기별 HSI를 Fig. 7에 도시하

였다.

피라미에 비해 참몰개는 비교적 깊은 수심을 선호하는 경

향을 보였고, 특히 유속 0.05 m/s 이하의 아주 느린 유속을 

(a)

(b) (c)

Fig. 6 Simulated PHABSIM result of (a) longitudinal stream depth profile along with thalweg. (b) water surface level 

(WSL), (c) flow velocity for cross sect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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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특징을 보여 Table 3의 참몰개 서식 특성과 유사함

을 확인하였다.

3. WUA 제시 및 하천유랑 산정

유량을 점증시키며 각 어종에서 WUA를 산정한 결과를 국

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WAM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임하댐 유역 52개년 평균 

유황분석 결과와 함께 Fig. 8에 도시하였다. 참몰개에 비해 

피라미의 WUA 값은 약 3.6∼6.7배 가량 크게 산정되었고, 모

든 유량에서 우세하게 피라미의 WUA 면적값이 크게 산정되

었다. 이를 통해 반변천에서 피라미의 개체수가 참몰개에 비

해 개체수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제 반변천 하천기본계

획 보고서 (2010)의 어류조사에서 모든 관측지점의 우점종이 

피라미로 조사됨을 통해 PHABSIM을 통한 물리적 서식처 모

의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피라미의 치어기 최적 생태유량은 약 15 m³/s로 평수량과 

풍수량 사이값을 보였고, 성어기의 최적 생태유량은 약 25 

m³/s로 풍수량 이상의 값으로 산정되었다. 유황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평소 반변천은 피라미의 서식을 위한 최적 

유량에 비해 적은 유량을 유지하였다. 반변천의 유량이 피라

미 서식 최적 유량에 비해 적은 유량을 유지함에도 많은 개체

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볼 때, 반변천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시 

피라미 어종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수심이 깊고, 유속이 느린 서식환경을 선호하는 참몰개는 

성어기와 치어기 모두 최적 생태유량은 5 m³/s로 산정됐다. 

이는 저수량과 갈수량 사이의 유량으로 참몰개는 하천이 가

물 때 서식에 유리하였다. 또한, 산정된 WUA 값은 하천의 

저수량과 평수량 사이에서 크게 산정됨을 보아 반변천이 한

Zacco platypus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Fig. 7 Estimated habitat suitability curve (HSC) index for the representative fish species (Kim, 1999; Sung et al., 2005; Kang 2012; Byeon

and Yoon, 2016)

(a) Zacco platypus (b)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Fig. 8 Estimated weighted usable area (WUA) for the representative fishes



PHABSIM을 이용한 반변천 하천생태유량 산정

60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62(6), 2020. 11

국 고유종 참몰개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평수량 이상으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WUA

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으

로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방법

으로 수심은 깊고, 유속은 느린 서식환경 조성이 필요할 수 

있다.

Fig. 9, 10에서는 각 어종과 생애주기별로 최적 생태유량에

서의 수위 및 단면별 WUA를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어류 관측지점과 함께 도시하였다. 피라미와 참몰개

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하상 표고가 낮아짐에 따라 물이 일시

적으로 정체되는 소 (Fig. 9, 10 red circle)와 단면경사가 완만

해지며 물이 정체되는 지역 (Fig. 9, 10 blue circle)에서 WUA

가 크게 산정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Fig. 10의 단면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ST3, 4와 소가 

형성된 ST5 지역에서 참몰개의 WUA 면적이 크게 산정되는 

구간이 존재했다. 서식처 모의 결과를 통해 ST3, 4, 5 구간에

서 참몰개의 개채가 발견되기 쉬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 조사에서 참몰개가 아우

점하고 있는 ST4, 개채가 발견되는 ST3을 포함하고 있어 

PHABSIM을 이용한 어류의 서식처를 모의한 결과 실제 어류 

서식 위치의 반영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반변천과 낙동강의 합류부로부터 2 km 내의 반변천 

하류부에서 모든 어류의 서식면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반변천 말단에서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하천정비 및 보

의 설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수변공간과 하상이 계

단형을 띄어 수심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설계된 수심이 깊어 

어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

인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반변천에서 어류 생태환경을 고려

한 하천 유지유량을 제시하기위해 PHABSIM을 이용하여 물

리적 서식처를 모의하고 최적 환경생태유량을 제시하였다. 

PHABSIM의 수리모형 구동 입력자료로 HEC-RAS로 모의된 

평수량과 고수량에서의 하천 수리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

도를 높였으며, 대상어류로 우점종 피라미와 한국고유종 참

Fig. 9 Longitudinal profile of water surface level and WUA at the optimal ecological flow rate for 

Zacco platy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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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개를 고려하여 산정된 환경생태유량의 적용성을 높였다.

HEC-RAS로 하천 수리환경을 모의한 결과 평시 유량에서 

하천 평균수위 1.63 m, 평균유속 0.49 m/s, 고수량에서 하천 

평균수위 3.33 m, 평균유속 1.35 m/s로 산정되었다.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실측치와의 오차가 평시 유량

에서 0.18, 고유량에서 0.19로 산정되어 적절한 하천 모의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천 전체 구간에서 가중가용면적 (WUA)은 피라미와 참

몰개 모두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지는 하천의 소와 단

면 급확대 구간에서 크게 산정되어, 해당 구간이 어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으로 모의 되었다. 

PHABSIM으로 어류별, 생애주기별 최적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한 결과 피라미는 치어기 15 m³/s, 성어기 25 m³/s로 산정

되었고 참몰개는 치어기와 성어기에서 모두 5 m³/s로 도출되

었다. 피라미의 최적 환경생태유량은 성어기, 치어기 각각 풍

수량, 평수량 이상의 유량으로, 비 관개기의 저수지 방류 등으

로 하천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피라미 서식처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참몰개 최적 환경생태유량은 반변천의 저수량과 평수량 범

위에 속해, 반변천이 참몰개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느린 유속을 선호하는 참몰개의 서식처는 평

수량 이상의 유량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지구온난화 등으로 돌

발강우가 빈번해질 경우 인공적 소의 형성 등으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느린 생태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의 서식처 인자 중 수심, 유속 등의 물

리적 서식처 인자를 고려하여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비관개기 농업용수를 하천생태유량으로 공급

하는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천의 

생물은 물리적 서식처뿐만 아니라 온도, 수질 등 유역에 공급

되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추가적인 수온, 수질 등의 인자를 

고려한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향후 연구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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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ngitudinal profile of water surface level and WUA at the optimal ecological flow rate for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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