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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tential effects of increased water temperature on fish assemblages and their habitats were studied in the streams of the 
Han River watershed when the water temperature was supposed to increase by 1°C, 2°C, and 3°C in each sampling site. The 
percent changes in suitable habitats for each species and in species number within a site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estimated maximum thermal tolerances of 51 fish species whose habitats were classified into four reaches: upstream, 
up-/midstream, midstream, and mid-/downstream. The maximum thermal tolerance ranged between 25.0°C and 31.0°C and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habitat reaches move from upstream to mid-/downstream. With the increases in water 
temperature, the average suitable habitats for all 51 species were decreased by 31% (+1°C), 46% (+2°C), and 60% (+3°C). The 
increased water temperature, however, did not induc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s in suitable habitats among four 
reaches within each level of temperature increase. The relative frequencies of the sampling sites classified into six levels 
according to the percent change in the number of species in each sit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levels of water 
temperature increase, with relatively greater changes in the sites where 0~20% and 61~100% of species were affected.

keywords : Fish assemblage change, Han River watershed, Maximum thermal tolerance, Suitable habitat, Water temperature 
increase

1. 서 론1)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는 4차 기술보고서에서 

1906~2005년 동안 지구 표면의 온도가 0.74°C (범  0.56~ 
0.92°C) 상승하 으며, 이러한 지구  기온 증가는 수환

경의 다양한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Bates et 
al., 2008). 기후변화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측

하는 것은 미래 기후변화 방향의 불확실성과 생태학  결

과 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Allan, 
1995), 하천 생태계가 다양한 이화학  요인들에 의해 향 

받는 것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의 변화와 수질 

 수온의 변화가 하천 생태계의 서식 환경을 변화시킴으

로써 하천의 생물 군집에 향을 미칠 것이 상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장기 인 수온 증가는 기온 상승

과 상 성이 있으며(Hari et al., 2006; Kaushal et al., 
2010), 기후변화가 주로 수온 상승을 통해 수생태계의 생물

상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미국의 20개 주

요 하천에서는 연간 평균 수온이 0.009~0.077°C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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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Kaushal et al., 2010), Morrill 등(2005)은 13개국의 43
개 하천의 자료를 분석하여 기온이 1°C 상승함에 따라 수

온이 0.6~0.8°C 상승하 음을 보 다. 국내 하천의 경우, 
기온 1°C 상승에 따른 평균 수온의 증가폭이 0.752~0.838°C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래 기온 변화에 따른 

잠재  수온 변화는 2008년 비 체 평균 수온이 2050
년까지 1.06°C, 2100년까지 2.45°C 상승하는 것으로 측

되었다(김익재 등, 2009).
수온 상승은 수체 내의 용존 산소 농도를 감소시켜 용존 

산소가 풍부하며 수온이 낮은 서식처를 선호하는 냉수성 

종들이 상 으로 고수온의 낮은 용존 산소 상태에 응

한 종들로 체되는 효과를 야기함으로써(Mohseni et al., 
2003; Reiger and Meisner, 1990) 생물종의 분포에 변화를 

일으키고, 고 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종들은 최소한 

지역 으로 사멸할 것이다(Allan, 1995). 스 스 고산지 하

천에서는 25년간의 기온 변화에 따른 수온 증가와 함께 송

어의 어획량이 감소하 는데, 이는 합 서식지의 감소  

상류의 체 서식지로의 이동이 물리  장벽에 의해 해

됨으로써 송어 군집의 크기가 감소된 결과 다(Hari et al., 
2006). 론강에서의 장기 인 어류 군집 모니터링의 결과 냉

수성 어류(황어 등)가 온수성 어류(잉어류)에 의해 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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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러한 군집 구조와 서식처 분포의 변화는 1.5°C의 

수온 변화에 의해 래되었다(Daufresne et al., 2004).
어류는 어업  여가 활동, 환경 향 평가, 생태학  연

구 상으로서 그 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수질  수

생태계 모니터링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Bayley and Li, 
1992; Simon, 1999). 어류 군집은 기온 상승에 따른 수온 

증가에 특히 취약한데, 이는 어류가 체온 조  능력이 없

어 수온의 변화에 매우 민감히 반응하기 때문이다(Welch 
et al., 2004; Wood and McDonald, 1997). 온도구배에 따

른 담수 어류의 지리  분포는 각 어류 종의 내성 온도 범

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냉수성 어종들은 수온 증가에 

보다 민감하여 내성 한계를 과하는 수온 분포를 보이는 

서식처로부터 지역 으로 사멸하거나 상류의 수온이 낮은 

서식처로 이동해야하므로 온수성 어종보다 심각한 향을 

받을 수 있다(Rahel et al., 1996; Stefan et al., 2001).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의 어류 서식지에 한 향을 

통합 으로 평가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기후 모델과 수

온 자료를 결합하여 기후 변화가 하천의 수온에 미치는 

향을 측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별 서식지에서 최  수온 

변화에 따른 어류의 서식 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

되었다. Eaton and Scheller (1996)  Mohseni 등(2003)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의 어류상과 수온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어류종별 최  내성 온도를 산정하고, 이를 

기후변화 모델링 결과에 따른 서식지별 수온 변화와 비교

함으로써 어류종별 합서식지 수의 변화를 평가하 다. 
Eaton and Scheller (1996)는 CO2 농도가 2배로 증가하 을 

때 냉수성 어류(cold water fish)는 47%, 약냉성 어류(cool 
water fish)는 50%, 온수성 어류(warm water fish)는 14%의 

합 서식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담수어류의 

지리  분포 변화와 종다양성 감소 등에 요한 변화를 야

기할 것이 상되나(주기재 등, 2008), 이에 한 수계 단

의 정량  분석이나 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수온 상승이 담수어류 군집의 서식지 분포에 미치

는 향을 유역 단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각 어종별 최  내성 온도를 추정하고 단계별 수온 증가에 

따른 합 서식지 변화율  종수의 상  변화율을 산정

하 다. 수온 외에 어류의 분포에 향을 미치는 다른 조

건들( , 미소서식처의 형태, 수리학  조건 등)은 수온 상

승 후에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2. 연구 방법

2.1. 어류 군집  수온 자료 수집

환경부의 2007~2009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사업

의 결과  어류상 조사 자료와 국 수질측정망의 하천수 

수질 데이터베이스(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를 통해 수온 자료를 수집하 다. 수온 자료 수집은 수질

측정망 운 계획(환경부, 2010)을 바탕으로, 2007~2009년 

동안 조사된 한강 수계의 하천들을 상으로 하 으며 호

소는 제외하 다. 2007년 는 2008년에만 조사되어 연속

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생태계 조사 지 들은 어

류상 수집 상에서 제외하 다. 분석 상 어류는 흐름이 

있는 하천 구간을 주 서식지로 삼는 유수성 어종들을 선택하

여 상류(upstream), 상/ 류(up-/midstream), 류(midstream) 
 /하류(mid-downstream) 유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구분

하 다. 정수성  기수성, 회유성 어종들과 외래종은 분석 

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어류의 군집 구조는 하천의 수온 

구배의 향을 받지만(Cushing and Allan, 2001; Halliwell 
et al., 1999), 국내에 서식하는 어류들은 일부 산지 하천에 

응한 종들을 제외하고는 수온에 따른 하천의 구분(냉수

성, 약냉성, 온수성)에 엄 히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로 어종별 주요 서식 구간으로 구분하 다. 서식처에 따른 

어류의 구분은 국립환경과학원(2006b, 2009)을 따랐다. 총 

5 회에 걸친 수생태계 조사기간 동안 연속 으로 찰되지 

않거나 한 개 지 에서만 채집된 경우  출  개체수가 

극히 은 어종의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수온 

 어류 군집 자료는 조사지 별, 어종별로 코드를 부여하

여 구분하 다. 분석 상 어류는 총 51 종이 선정되었다

(Table 1).

2.2. 어류상 자료와 수온 자료의 결합

어류상 조사 지 과 수온 측정 지 을 시공간 으로 결

합하여 어류/수온 자료 으로 조합하 다(Eaton et al., 
1995; Eaton and Scheller, 1996).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한 반 인 과정은 Fish and Temperature Database Mat-
ching System (Eaton et al., 1995)  국립환경과학원(2006a)
을 참고하 다. 수질 측정 지   어류 군집 조사 지 의 

경 도 좌표를 변환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시

한 후, 어류상 조사 지 과 수온 측정 지  간의 거리가 

1.5 km 이내인 두 지 을 하나의 조사 구간에 속하는 것

으로 조합하 다. 각 어류 조사 지 은 수온 측정 지 과 

동일한 하천에 치해야 하며 두 지  사이에 다른 하천

이 합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 들만 

선택하 다. 호수의 수변 구역 근처에 치하거나 거리  

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온 조사 지 이 없는 어류 조

사 지 들은 삭제되었다. 좌표 변환 이후에 표시된 조사 

지 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하천명과 다른 지 에 표시된 

어류상 조사 지 들  수온 측정 지 들도 삭제하 다. 
사용 가능한 어류/수온 자료 은 총 208 개로 조사되었다

(Fig. 1). 특정 조사 구간 내에서 동일 년도에 기록된 어류 

군집 자료와 수온 자료를 하나의 자료 으로 결합하여, 각 

어류 종별로 3 년간 찰된 모든 조사 구간의 수온 자료

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

다. 수집된 수온 자료들을 검사하여 비정상 인 측정치일 

가능성이 있거나 이상치로 단되는 값들은 삭제하 다. 
분석 상 어류의 종별 체 서식지의 연  수온 변이는 

6~8월에 최고 수온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 다. Fig. 2에 

륙종개(Orthrias nudus)의 어류/수온 자료 을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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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51 species of freshwater fishes used in the analysis, with the maximum thermal tolerance estimated, the 
number of thermally suitable habitats without the influence of warming, and the percent changes in suitabe habitats 
assumed the increases in water temperature by 1°C, 2°C, and 3°C in each sampling site.

Species Maximum thermal tolerance # Suitable habitats
% Habitat change

+1°C +2°C +3°C
Upstream

Cottus koreanus 25.0 8 -37.5 -62.5 -100.0 
Ladislabia taczanowskii 26.0 16 -25.0 -43.8 -50.0 
Phoxinus phoxinus 26.2 5 -40.0 -40.0 -40.0 
Oncorhynchus masou masou 26.2 9 -33.3 -55.6 -66.7 
Liobagrus mediadiposalis 26.8 4 -75.0 -75.0 -75.0 
Rhynchocypris kumgangensis 27.0 14 -28.6 -42.9 -50.0 
Rhynchocypris steindachneri 28.0 10 -30.0 -40.0 -50.0 
Silurus microdorsalis 28.0 10 -30.0 -40.0 -60.0 
Rhynchocypris oxycephalus 28.0 71 -22.5 -38.0 -46.5 
Iksookimia koreensis 28.0 105 -27.6 -41.9 -55.2 
Orthrias nudus 28.1 64 -28.1 -37.5 -42.2 
Koreocobitis rotundicaudata 28.7 89 -36.0 -48.3 -59.6 
Gobiobotia brevibarba 29.0 25 -40.0 -60.0 -60.0 

Up-/midstream
Orthrias toni 27.9 17 -17.6 -29.4 -41.2 
Hamibarbus mylodon 28.0 20 -50.0 -70.0 -70.0 
Pseudopungtungia tenuicorpa 28.0 34 -44.1 -58.8 -70.6 
Liobagrus andersoni 28.0 72 -33.3 -40.3 -52.8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28.0 76 -38.2 -48.7 -55.3 
Zacco koreanus 28.0 94 -37.2 -51.1 -64.9 
Coreoleuciscus splendidus 28.1 96 -43.8 -54.2 -63.5 
Gobiobotia macrocephala 29.0 14 -35.7 -42.9 -64.3 
Odontobutis platycephala 29.0 15 -26.7 -40.0 -40.0 
Rhinogobius brunneus 29.0 117 -25.6 -44.4 -58.1 

Midstream
Siniperca scherzeri 28.0 14 -28.6 -50.0 -57.1 
Acheilognathus signifer 28.0 32 -37.5 -56.3 -68.8 
Acheilognathus lanceolatus 28.0 34 -32.4 -35.3 -52.9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29.0 19 -42.1 -68.4 -84.2 
Rhodeus uyekii 29.0 26 -19.2 -38.5 -69.2 
Pseudobagrus koreanus 29.0 36 -27.8 -47.2 -61.1 
Squalidus gracilis majimae 29.0 66 -19.7 -39.4 -47.0 
Coreoperca herzi 29.0 74 -32.4 -48.6 -56.8 
Microphysogobio yaluensis 29.0 88 -31.8 -45.5 -53.4 
Hamibarbus longirostris 29.0 111 -27.9 -43.2 -56.8 
Pungtungia herzi 29.0 132 -26.5 -43.9 -57.6 
Gnathopogon strigatus 29.7 26 -34.6 -57.7 -76.9 

Mid-/downstream
Microphysogobio jeoni 27.0 5 -40.0 -40.0 -100.0 
Cobitis pacifica 28.0 5 -40.0 -60.0 -80.0 
Abbottina springeri 28.0 8 -25.0 -62.5 -62.5 
Tridentiger brevispinis 28.0 36 -30.6 -55.6 -63.9 
Misgurnus mizolepis 28.2 17 -29.4 -52.9 -64.7 
Pseudobagrus fulvidraco 29.0 10 -50.0 -50.0 -60.0 
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29.0 17 -17.6 -23.5 -29.4 
Abbottina rivularis 29.0 20 -25.0 -40.0 -65.0 
Rhodeus notatus 29.0 21 -19.0 -33.3 -52.4 
Acheilognathus rhombeus 29.0 29 -31.0 -34.5 -55.2 
Odontobutis interrupta 29.0 85 -22.4 -41.2 -58.8 
Misgurnus anguillicaudatus 29.0 95 -23.2 -42.1 -56.8 
Pseudogobio esocinus 29.0 150 -26.0 -44.7 -61.3 
Zacco platypus 29.0 195 -28.2 -48.2 -64.6 
Hemiculter leucisculus 30.0 6 -16.7 -16.7 -50.0 
Hemiculter eigenmanni 31.0 16 -25.0 -37.5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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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208 sampling sites used to study fish 
habitats and water temperature in the Han River 
watershed.

Fig. 2. An example of fish/temperature dataset for Orthrias 
nudus during 2007~2009 in the Han River watershed.

2.3. 어류 종별 최  내성 온도  서식처 합성

각 어류 종별로 구축된 수온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종별 최  내성 온도(maximum thermal tolerance)를 

추정하 다. 유효하지 않은 수온 값이 검출되지 않고 원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고 온도 신

에 종별 체 수온 자료의 99 분 수에 해당하는 수온 값

을 특정 어류종의 최  내성 온도로 산정하 다. 출  지

수가 매우 제한 인 일부 종들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하천의 수온이 최 로 상승하는 하 기(6~8월)의 최고 수

온이 체 조사 구간에서 각각 1°C, 2°C  3°C 상승하

다고 가정하 을 때, 개별 조사 구간의 변화된 최고 수온을 

어류 종별 최  내성 온도와 비교하 다. 수온 상승치는 한

강 수계의 하천들에서 2008~2050년 동안 평균 1.87°C, 
2008~2100년 동안 평균 3.16°C 상승하는 것으로 측된 결

과를 참고하여 결정하 다(김익재 등, 2009). 각 종별로 최

 내성 온도를 과하는 최고 수온 측치를 가지는 조사 

구간은 6~8월 기간 동안 특정 어류의 서식지로 합하지 않

은 것으로 정하여, 체 서식지에 한 부 합 서식지의 

비율을 산정하 다(Eaton and Scheller, 1996). 각 조사 구간

에 하여 하 기 동안 최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서식 부

합으로 정되는 어류종의 비율을 산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수온 상승에 따른 어류 서식지 변화

 유역에서의 수온 상승이 한강 수계의 유수성 어종들

의 서식지에 미치는 잠재  향을 각 어류종의 최  내성 

온도와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하천 유역 내에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합 서식지의 비율이 감소하 다

(모든 유역에서 P<0.05; Fig. 3). 상류에 서식하는 어류들은 

수온이 1°C 상승하 을 때 평균 34.9%, 2°C 상승하 을 

때 48.1%, 3°C 상승하 을 때 58.1%의 합 서식지가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 류에 서식하는 종들은 단

계  수온 상승에 따라 각각 35.2%, 48.0%, 58.1%의 합 

서식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류 서식종들과 유사하

다. 상류 유역에서 수온이 3°C 증가하 을 때의 합 서

식지 감소율은 1°C 증가하 을 때보다 높았으나, 2°C 증가

하 을 경우에는 1°C  3°C 증가시와 차이가 없었다

(P<0.05). 상/ 류 유역에서 수온이 2~3°C 증가하 을 때는 

1°C 증가하 을 때보다 더 큰 비율로 합 서식지가 감소

하 으나, 3°C 상승하는 경우는 2°C 증가시와 차이가 없었

다(P<0.001). 류  /하류에 서식하는 종들에 해서는 

수온이 1°C씩 증가할 때마다 합 서식지가 유의하게 감소

하 다( 류 P<0.005; /하류 P<0.01).
류에 서식하는 어류들은 수온이 1~2°C 상승한다고 가

정하 을 때는 상류  상/ 류에 서식하는 종들보다 합 

서식지 감소율이 다소 낮았으나(30.0%  47.8%), 3°C 상
승할 때는 보다 높은 감소율(61.8%)을 보 다. 이러한 경향

은 /하류에 서식하는 종들에서도 유사하게 찰되었다

Fig. 3. Average percent habitat change for fishes inhabiting 
upstream, up-/midstream, midstream, and mid-/ 
downstream reaches with water temperature increases 
of 1°C, 2°C, and 3°C. Significant differences(P<0.05) 
in habitat change among different temperature incre-
ases within each reach were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Error bars indicate 1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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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이는 수온이 낮고 용존산소가 풍부한 상류 유역에 

서식하는 종들이 1~2°C의 수온 상승에도 상 으로 큰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수온 상승에 따

른 합 서식지의 변화율에 하천 유역 구분(상류, 상/ 류, 
류, /하류)은 향을 미치지 않았다(1°C 증가 P=0.18; 

2°C 증가 P=0.50; 3°C 증가 P=0.90).
Eaton and Scheller (1996)  Mohseni 등(2003)의 연구

에서는 기온 증가의 향 하에서도 일부 온수성 어종들은 

합 서식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그러한 결과는 찰되지 않았다. Eaton and Scheller (1996)
는 최  내성 온도가 30°C 이상인 종들을 온수성으로 분류

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종들 에서 치리(Hemiculter 
eigenmanni)와 살치(Hemiculter leucisculus)의 최  내성 온

도가 각각 31.0°C와 30.0°C로 분석되었으나, 합 서식지 

비율은 수온 증가와 함께 감소되었다. 그러나 감소율은 /
하류에 서식하는 것으로 분류된 다른 종들에 비해 상

으로 었다.
주기재 등(2008)은 특히 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열목어, 
강모치, 둑 개  한둑 개 등의 분포가 수온 증가와 

함께 매우 제한될 것으로 상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둑

개(Cottus koreanus)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자
가사리(Liobagrus mediadiposalis), 산천어(Oncorhynchus masou) 
등의 서식지가 상 으로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이는 이 종들의 서식지 수가 상 으로 고, 
최  내성 온도가 비교  낮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둑 개는 51 종의 분석 상 어류들 에서 가장 낮은 

25.0°C의 최  내성 온도를 보 고, 산천어는 26.2°C, 자가사

리는 26.8°C, 돌상어는 상류에 서식하는 어류들  가장 높

은 29.0°C의 최  내성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  CO2 농도가 2배 증가하면 미국의 하천들에서 주

평균 수온이 2~4°C 증가하고, 주최  수온은 1~3°C 증가

할 것으로 측되었다(Mohseni et al., 2003). 그러한 조건

하에서 모든 어류 종들은 Eaton and Scheller (1996)의 연

구 결과에 비해 합 서식지 감소율이 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차이는 특히 약냉성 어종과 온수성 어종들에서 상

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냉수성 어종은 평균 36.4%의 

합 서식지가 감소하 고, 약냉성 어종은 평균 14.8%, 온수

성 어종은 평균 1.2%의 감소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체 51 종의 어류에 해 평균 31.7~59.7%의 합 서식

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각 어류종의 최  내성 온도는 상류 유역에서 하류 유역

으로 서식지가 이동할수록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9.20, P<0.001). Eaton and Scheller (1996)의 연구에서 

냉수성 어종들의 내성 한계 온도 범 는 19.8~24.3°C, 약냉

성 어종들은 26.5~29.6°C의 범 를 보 으며, 온수성 어종

들은 30.1~36.0°C의 범 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둑

개와 치리  살치를 제외한 모든 종들의 최  내성 온

도가 26.0~29.7°C의 범 에 속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Eaton 등(1995)은 비모수  부트스트랩 기법(Efron and 
Gong, 1983)을 용하여 30 종의 최  내성 온도 추정치의 

표 오차를 계산하 는데, 1 종을 제외한 29 종에 해서 

0.06~0.78의 범 를 보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류/수온 

자료 에 해 동일한 기법을 용하 을 때 모든 종의 표

오차 값은 0.0에 매우 근사하 다. 이는 물환경정보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수온 자료가 모두 정수값으로 입력되어 

있어 최  내성 온도와 동일한 값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되며, 최  내성 온도 추정  합 서식지 

변화 정에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 매 조사일에 1회 

측정되어 수온의 일변화가 반 되어 있지 않은  한 최

 내성 온도 추정의 불확실성을 더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어종의 최  내성 온도는 0°C

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고려하지 않았으나, Mohseni 
등(2003)은 약냉성  온수성 어류의 서식지 합성을 결

정하기 해 최  내성 온도와 함께 최  내성 온도를 고

려하 다. 최  내성 온도를 0°C로 설정하 을 때 약냉성 

 온수성 어종의 합 서식지가 감소하 으나, 최  내성 

온도가 2°C로 설정되었을 때의 합 서식지는 약냉성 어종

이 평균 12.4%, 온수성 어종은 평균 31.4% 증가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일부 온수성 어종의 합 서식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Eaton and Scheller (1996)의 결과와 일치하

며, 기후 변화에 의한 어류의 지리  분포 변화 측에 정

확한 최  내성 온도를 용하는 것이 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어류 군집 변화

수온이 증가하 을 때 변화된 최고 수온의 향으로 각 

조사 구간에서 제거되는 종의 비율을 Fig. 4, Fig. 5  

Fig. 6에 나타내었다. 단계별 수온 증가에 따라 각 서식지

에서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는 어류 종수의 비율은 수

온 증가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P<0.05, Fig. 7). 수온이 

1°C 증가한다고 가정하 을 때 102개 서식지에서 일부 혹

은 체 어류들이 서식 합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측되

었다(Fig. 4). 특정 조사 구간에 서식하는 종들의 81% 이상

이 체 서식지로 이동하거나 사멸할 것으로 상되는 서

식지는 30개로 나타났으며, 21~80%의 어류 종들이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는 서식지는 49개 다. 2°C의 수온 증

가를 가정하 을 때에 종수의 변화가 상되는 서식지의 

수는 139개로 증가하 다(Fig. 5). 이러한 변화는 61% 이상

의 어류 종들이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는 서식지의 수

가 1°C 증가시에 비해 2배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체 출 종이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는 서식지

의 수도 2배 증가하 다. 수온이 3°C 증가하는 경우에는 

61% 이상의 출  어류종이 향을 받는 서식지의 수가 

120개로, 1°C 증가시 비 2.5배 높게 나타났다(Fig. 6). 
찰된 종의 21~60%가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는 서식지

의 수는 수온 증가폭에 상 없이 상 으로 일정하 으나, 
20% 이하의 출 종들이 향을 받는 서식지의 수는 크게 

감소하 다(Fig. 7).
각 서식지에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서식 합성에 

향을 받는 어류의 종류와 종수는 지류와 본류  상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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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cent decreases in the number of fish species observed 
in each of 208 sampling sites in the Han River water-
shed after water temperature increased by 1°C during 
summer season. Triangle (open) = 0%, square (light 
gray) = 1~20%, pentagon (green) = 21~40%, hexagon 
(blue) = 41~60%, octagon (purple) = 61~80%, circle 
(charcoal) = 81~100%.

Fig. 5. Percent decreases in the number of fish species observed 
in each of 208 sampling sites in the Han River water-
shed after water temperature increased by 2°C during 
summer season. Triangle (open) = 0%, square (light gray) 
= 1~20%, pentagon (green) = 21~40%, hexagon (blue) = 
41~60%, octagon (purple) = 61~80%, circle (charcoal) = 
81~100%.

하류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천 수계의 수온 변동은 유

량과 수심, 도와 고도, 식생의 유무  지하수 유입 등에 

의해 향을 받으며, 지류와 본류에서 수온 변동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Cushing and Allan, 2001; Walling and 
Webb, 1992), 각 조사 구간에서 찰되는 최  수온은 한 

하천 내에서도 변이를 보일 수 있다. 일반 으로 어류의 

분포와 군집 구조는 하상구성물의 입자 크기, 용존산소 농

도, 하안의 안정성, 하천변 식생, 유속, 유량  수심 등을 

포함하는 서식처의 특성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으로

Fig. 6. Percent decreases in the number of fish species observed 
in each of 208 sampling sites in the Han River 
watershed after water temperature increased by 3°C 
during summer season. Triangle (open) = 0%, square 
(light gray) = 1~20%, pentagon (green) = 21 ~ 40%, hexagon 
(blue) = 41~60%, octagon (purple) = 61~80%, circle 
(charcoal) = 81~100%.

Fig. 7. Relative proportion of site frequency classified into 6 
levels according to the percent change in the number 
of fish species in each site after water temperature 
increased by 1°C, 2°C, and 3°C.

알려져 있다(Cushing and Allan, 2001; Reeves et al., 
1998). 그러한 수온 변동  서식지 특성의 변이는 본 연

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최  수온 변화에 한 어류의 

내성 한계와 분포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어류 서식지에 한 상세한 분석  모델링(Mohseni et al., 
2003)과 개별 종의 생장에 한 열생물학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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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한강 수계의 하천들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최  내성 온

도를 산정하고, 이른 바탕으로 각 조사구간에서 수온이 

1°C, 2°C  3°C 증가한다고 가정하 을 때 어류 군집의 

합 서식지의 변화율을 산정하 다. 체 조사구간에 하

여 출 종수의 변화율을 측하 으며, 이른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51 종의 어류에 하여 최  내성 온도는 25.0~31.0°C의 

범 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둑 개(C. koreanus)의 최

 내성 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치리(H. eigenmanni)가 가

장 높은 최  내성 온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분석 상 어종들을 주 서식지에 따라 상류, 상/ 류, 

류  /하류 유역으로 구분하 을 때, 종별 최  내성 

온도는 상류 유역에서 하류 유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함

에 따라 차 증가하 다.
3) 51 종의 어류에 해 수온이 1°C 증가하 을 때 평균 

31%, 2°C 증가하 을 때는 평균 46%, 3°C 증가하 을 

때는 평균 60%의 비율로 합 서식지가 감소되었다.
4) 각 주요 서식지 유역(상류, 상/ 류, 류, /하류) 내에

서 어류 합 서식지의 비율은 수온 상승에 따라 감소

하 다. 류  /하류 유역에서는 수온이 1°C, 2°C 
 3°C 증가하 을 경우 모두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상/
류 유역에서는 2°C 수온 증가와 3°C 증가 간에 합 

서식지 감소율에 차이가 없었다. 상류 유역에서는 2°C 
증가시 1°C  3°C 증가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5) 수온이 1~2°C 상승할 경우 상류  상/ 류에 서식하는 

어류 종들의 합 서식지가 류  /하류에 서식하는 

종들의 합 서식지보다 5~7% 더 많이 감소되었다. 수온

이 3°C 상승할 때는 류  /하류에 서식하는 종들의 

합 서식지가 상류  상/ 류에 서식하는 종들의 합 

서식지보다 3~4% 더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각 수온 

증가 수 (1°C, 2°C, 3°C)에 해 서식지 유역간의 합 

서식지 변화율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각 서식지에서 최  수온이 단계 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식 합성에 향을 받는 어류 종수의 비율은 수온 

증가폭에 따라 차이를 보 다.  향을 받지 않거

나 출 종들의 20% 이하가 향을 받을 것으로 측된 

서식지의 비율은 수온 증가에 따라 62% (1°C)에서 43% 
(2°C)  30% (3°C)로 감소하 다. 반면에 61% 이상의 

종들이 향을 받는 서식지의 비율은 각각 13%에서 

42%  57%로 증가하 다. 특히 모든 출 종들의 서식 

합도가 향을 받지 않는 서식지  출 종의 100%
가 향을 받는 서식지의 비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 다. 
21~ 60%의 출 종이 향을 받는 서식지의 비율은 상

으로 변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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