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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벙은 비상시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공간이다. 이 곳은 논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생

물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서식처나 산란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0개의 둠벙을 

임의로 지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둠벙의 구조와 토양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곳에 서식하는 어류에게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둠벙의 수심과 면적을 측정하였고, 토양의 입도분석(Sand, 
Silt, Clay, 토성)을 조사하였다. 어류는 통발을 사용하여 채집하였다. 둠벙은 대부분 직사각형의 구조

를 보였으며, 평균 면적은 11.1m2
이고, 평균 수심은 83.1cm로 조사되었다. 또한, 둠벙은 대부분 나무

판자나 자연석, 흙둑으로 둘려져 있었다. 둠벙의 토양은 Sand가 12.0%~68.0%, Silt는 21.0%~82.0%
로 분석되었고, Clay는 3.0%~12.0%로 구성되었다. 토성은 주로 SL(사질양토)로 분석되었다. 어류는 

붕어, 미꾸리, 미꾸라지, 드렁허리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점종은 붕어로 1,053개체이었으나, 10개
의 지점에서 대부분 채집된 개체는 미꾸라지이었다. 이를 토대로 어류와 토양의 특성 및 둠벙의 구조

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붕어는 표면적이 넓고 토양의 특성이 Sand인 둠벙에서 주로 서식하고, 
미꾸리는 수심이 깊고 주로 Silt로 이루어진 둠벙에서 서식한다. 또한, 미꾸라지는 수심이 깊은 둠벙

에 서식하고, 드렁허리는 주로 Clay로 구성된 둠벙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

표 1. 둠벙에서 채집된 어류와 둠벙의 구조 및 토양 특성의 상관관계

　 붕어 미꾸리 미꾸라지 드렁허리

표면적 .784** -.228 -.501 -.076
수심 .372 .661* .530 -.797**
Sand .423 -.830** -.127 .052
Silt -.312 .842** .106 -.174

Clay -.656* -.226 .116 .815**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2-tailed)

이러한 분석 결과로 인하여 어류는 둠벙의 구조와 토양의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종이 매우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와 같이 논 주위의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거나 하천

과의 연계성이 원활하면, 둠벙에 서식하는 종이 다양하게 될 것이며, 논에 서식하는 생물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요약하자면, 주변 환경의 요인이 둠벙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 다양성을 결

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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