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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
uate ecological function of small-scale pond and movement 
characteristics of mudfish (Misgurnus mizolepis) during 
midsummer drainage period. 
METHODS AND RESULTS: In situ experiments were per-
formed in the paddy field with mudfish under the condition 
of midsummer drainage from 13 July to 29 July 2010. The 
mudfish used in this experiment is approximately 1,000 
individuals with a cut tail. Mudfishs were released in the 
rice field before midsummer drainage and caught again in 
the small-scale pond and the paddy field after midsummer 
drainage. Results showed that the abundance of mudfish 
was higher in drainage canal than small-scale pond at the 
early stage of midsummer drainage, because flow was for-
med toward the drainage canal. In that time, 3% of the total 
marked mudfish were captured at outlet of drainage canal. 
As the paddy was drying, 5% of total marked mudfish 
moved to the small-scale pond during midsummer draina-
ge period. Contrary to the general hypothesis, the marked 
mudfish was not found in holes in paddy field.of total 
caught in the small-scale pond ingested mainly animal 
prey, and it's frequency of empcy stomach was 10%.oOn 

the other hand, all m total collected in the paddy field 
showed empcy stomach. It was apparent from the experi-
ment that m total are eeldng normally in the small-scale 
pond, while m total are not eat properly in paddy field.
CONCLUSION(s): As the paddy was drying, mudfish 
moved to the small-scale pond during midsummer drainage 
period but mudfish was not found in holes in paddy field. 
It can be concluded that small-scale provides a shelter 
and prey to mudfish in the midsummer drainage period. 

Key Words: Midsummer drainage, Mudfish, Shelter, Small-
scale pond

서  론

둠벙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웅덩이의 충청도 방언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런 둠벙은 원래 천수답에 의존하여 논 농업을 

하던 시절, 용수를 임시적으로 가두어두는 물 저장고였다(농업

과학원 웹사이트, blog.daum.net/niast0158/8308605). 둠

벙은 물 저장기능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기능, 논에 물이 없는 
중간 낙수기나 겨울철 수서 생물의 서식처 제공 및 물에 포함된 
부유물질,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수질정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e, 2004). 또한 둠벙은 친환경 농업 지표 및 
생태환경 고리로서 농경지 생태계를 건전한 생태습지로 되돌려 
놓아 정상적인 먹이사슬을 가능하게 한다(전남농업기술원 보

고서, 2010).
이러한 둠벙은 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농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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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rice paddy field.

Fig. 2. Photographs of small-scale pond in rice field.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등으로 많이 사라졌다. 
즉, 농촌지역 용수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임시 물 저장고인 

둠벙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농촌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논이

나 주변 수로, 둠벙에서 송사리, 미꾸리를 비롯한 어류를 쉽

게 볼 수 있었으나 경지정리를 비롯한 농업환경 개선으로 생

물 종수 및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였다(Suzuki et al., 2000). 
논, 수로 및 둠벙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송사리, 미꾸

리, 붕어, 잉어, 메기 등 논에 서식하는 어류에게는 먹이원이 

되는 플랑크톤과 저서무척추동물이 풍부하고, 포식자가 적으

며, 수온이 높아 하천과는 다른 서식환경을 제공한다(Katano 
et al., 2001). 미꾸리류는 논 주변의 수로나 웅덩이에 주로 서

식하며 관개 시기나 강우시에 논으로 이동하여 산란 성장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Kusuda and Noboru, 2009). 
논을 주 서식처로 하는 미꾸리류는 가늘고 긴 체형을 가지

고 있으며 장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고 수위변화가 
빈번한 논에서 서식하기 적합하며, 중간 낙수기에는 농업용  

수로나 하천으로 강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kamura, 
2007). 특히 미꾸리류는 다른 어류에 비해 논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논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논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
응한다(Saitoh et al., 1988). 미꾸리류 서식 환경 특성을 분석

한 연구에서는, 둠벙의 유무는 미꾸라지 서식에 큰 영향을 미

치며(Jung, 2010), 둠벙이 존재하면 미꾸리류 개체군의 안정적

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Harding et al., 2007). 
최근 지자체에서는 둠벙의 생태적 기능을 인정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과 연계하여 둠벙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

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78개소의 둠벙을 복원한 

후 생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인공둠벙이 자연둠벙에 비해 총 

생물 개체수는 적지만 종수는 자연둠벙 35종, 인공둠벙 33종

으로 비슷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농업기술원 보

고서, 2010).
이러한 둠벙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미비한 단계이며 

기존의 연구는 논 안이나 논 주변에 위치한 둠벙만을 조사하

여 논과 둠벙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둠벙이 있는 논을 대상으로 논에 서식하는 미꾸

라지가 논의 물이 빠지는 시기에 수로를 통해 배수로로 빠져

나갈 것인지, 논 바닥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둠벙으로 이동할 것인지의 이동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대상지역

본 연구는 2010년 7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지구에 위치한 논의 둠벙에서 실시하였다. 문당지

구는 단일규모의 유기농 단지로는 240만평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1993년 국내 최초로 오리 농법이 도입된 친환경 농업

단지이다. 실험 논과 둠벙의 면적은 각각 3,08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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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ps for catching mudfish at the end of drainage outlet.

Fig. 4. Sampling position and size of mudfish capture in the experimental paddy field.

이며, 둠벙은 논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Fig. 1). 실험 논의 

구조는 서쪽에 용․배수로 겸용 수로가 흐르고 있으며, 용수로로 

공급된 물은 논을 거쳐 다시 용․배수로 겸용 수로로 흘러 들

어간다. 조사를 실시한 둠벙은 2008년 인공 조성된 둠벙이며, 
둠벙과 논은 폭 30 cm의 수로로 연결되어 논과 둠벙 사이에 

물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Fig. 2).

실험어류 처리 및 방류

중간낙수는 벼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있는 양분흡수

를 위해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논의 물을 완전히 배수

하는 것이다(Nam et al., 1997). 중간 낙수기에 논과 둠벙 사

이의 생물 이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꾸라지(Misgurnus 
mizolepis) 약 1,000 마리를 이용하였다. 실험용 미꾸라지의 꼬

리지느러미 일부를 절단하는 표식방법을 사용하였으며(Akada 
et al., 2005; Nakatani and Kudo, 2005), 0.5% 소금물을 

이용하여 지느러미 절단부위를 소독하였다(Han, 2005). 유영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방류 전에 충분한 적응 시간

을 두었으며, 안정화시킨 미꾸라지는 중간 낙수 바로 전날인 

2010년 7월 14일에 실험 논에 방류하였다. 미꾸라지 방류는 

실험 논 전체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1).

미꾸라지 재포획

실험 논의 서쪽지점에는 3개의 배수구가 있으며 배수구로 

나가는 미꾸라지 채집을 위하여 자체 제작한 트랩을 설치하

였다(Fig. 1, Fig. 3). 실험 논의 중간 낙수는 7월 15일부터 7
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방류한 미꾸라지 재포획 실험은 

중간 낙수가 끝난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4회 실시하였

다. 방류 어류 재포획 지점은 논 안과 둠벙으로 구분하여 실

시하였으며, 논 안 조사는 논물이 빠짐에 따라 미꾸라지가 땅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4개 구간, 20
개 지점에서 시행하였다(Fig. 4). 조사지점은 논 가장자리 3개 

구간, 논 내부는 1개 구간을 택하였는데, 이는 미꾸라지가 논

에 서식할 때 논의 내부보다는 가장자리를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Jung, 2010).
논 안의 조사방법은 구간별 10 m당 길이(1.0 m)×폭(0.3 

m)×깊이(0.3 m)의 흙을 파내어 그 안에 방류한 미꾸라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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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ed
sites

Captured mudfish per trap

19 July 23 July 27 July 29 July

Without
mark

With
mark

Without
mark

With
mark

Without
mark

With
mark

Without
mark

With
mark

Paddy field not surveyed NC* NC 3 NC 1 NC

Small pond 170 10 352 30 494 10 184 4

End of drainage 61 30 NC NC NC NC NC NC

Total 231 40 352 30 497 10 185 4
*NC : No capture

Table 1. The number of mudfish captured at each surveyed site

Fig. 5. Position of mudfish capture after midsummer 
drainage in the experimental paddy field.

재 여부를 파악하였다(Fig. 4). 둠벙에서는 망목 0.5 mm, 길
이 55 cm, 지름 30 cm의 채집용 통발을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미꾸라지를 채집하였다. 포획량은 하루 동안 단위 통발 

당 포획된 개체수로 나타내었다.
 

미꾸라지 소화관 내용물 분석

방류한 미꾸라지가 논과 둠벙에서 정상적인 섭식활동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채집한 미꾸라지의 소화관 내용

물을 분석하였다. 위를 절개하여 먹이생물을 꺼낸 후 해부현

미경과 광학현미경상에서 수서곤충은 Yoon(1995), 동물성플랑

크톤은 Cho(1993), 식물성플랑크톤은 Mizuno(1964)에 따라 
분류 동정하였다.

결  과

미꾸라지의 재포획

둠벙과 논 안에서 채집된 미꾸라지의 시기별 개체수 변화

는 Table 1과 같다. 1차 조사는 미꾸라지를 논에 방류하고 5
일 후인 2010년 7월 19일에 실시하였다. 7월 15일부터 시작

한 중간 낙수는 마무리 단계였으며, 논 중간 중간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정도였다. 1차 조사에서는 논 안 조사는 실시

하지 못하고 논 말단부 배수구와 둠벙에서만 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결과, 배수로 말단부 채집망에서는 표식한 미꾸라지 

30개체, 표식이 없는 미꾸라지 61개체로 총 91개체의 미꾸라

지가 채집되었다. 둠벙에서는 표식 미꾸라지 10개체, 표식이 

없는 미꾸라지 170개체로 총 180개체가 채집되었다. 1차 조사 

결과, 중간 낙수기 시 배수초기에는 논 안에 서식하던 미꾸라

지 일부가 배수로로 쓸려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차 조사는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9일 후인 7월 23일에 실

시하였다. 논은 둠벙 근처에만 물이 남아있고, 다른 지역은 

낙수가 완료되었다. 논 안의 미꾸라지 분포 특성을 조사한 결

과, 구간 1-4의 총 20개 지점에서 채집된 미꾸라지는 없었다. 
둠벙에서는 총 382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그 중 7.9%인 30개

체가 표식한 미꾸라지였다. 2차 조사결과에서는 1차 조사 때

와 달리 둠벙에서 기존의 어류뿐만 아니라 표식한 어류도 많

이 채집되었는데, 이는 논에 물이 존재했던 1차 조사와는 달

리 2차 조사는 논물이 말랐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물을 찾아 

둠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는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13일 후인 7월 27일에 

실시하였다. 논 안에서 채집한 어류상은 구간 1의 35 m 지점과 

구간 2와 3 지점에서 기존에 서식하던 미꾸라지 1개체씩 채

집되었고 표식한 미꾸라지는 채집되지 않았다(Fig. 5). 둠벙 

내의 미꾸라지 조사 결과, 총 504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그 중 

2.0%가 표식한 미꾸라지였다. 3차 조사에서는 둠벙 내의 어

류상이 2차 조사 때 보다 1.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논물이 

말라가면서 표식한 미꾸라지와 함께 기존 논에 서식하던 미

꾸라지도 둠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조사는 미꾸라지 방류 후 15일이 경과된 7월 29일에 

실시하였다. 7월 30일부터 중간 낙수를 마치고, 다시 논에 물

을 넣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논 안에서

는 구간 3에서는 기존에 서식하던 미꾸라지가 1개체가 채집되

었다. 둠벙 내에서는 총 188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그중 표식한 
미꾸라지 4개체가 채집되었다.

논과 둠벙에서 채집된 미꾸라지의 공간적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해 본 결과, 중간 낙수기간 동안 논에 있는 미꾸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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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ercentage of the animal and algae prey in 
the intestine of mudfish (Co: Copepoda, Cl: Cladocera, 
Ro: Rotifers, Pr: Protozoa, Ch: Chironomida, Ot: other 
aquatic insecta, Ba: Bacillariophyta, Py: Pyrrophyta).

배수 초기에는 논에서 배수로로 흘러가는 물을 따라 농업용 

배수로로 이동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낙수가 종료되고 

논이 건조해지면서 논에 서식하던 미꾸라지는 둠벙으로 이동

하는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낙수 후 13일째에 가장 많은 

미꾸라지가 둠벙에서 채집되었다. 따라서 중간 낙수기 동안 

미꾸라지를 비롯한 이동성 생물들은 둠벙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동하는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안에서 조사한 결과, 기존 논에 서식하던 미꾸라지만이 

논바닥을 파고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집된 미꾸라지의 

공간적인 분포는 대부분이 논 가장자리에서 채집되었다(Fig. 
5). 시간별로 살펴보면, 중간 낙수 초반부에는 표식과 상관없

이 논바닥을 파고들어간 미꾸라지가 채집되지 않았으나 후반

부인 3, 4차 조사에서는 둠벙 인근의 논 가장자리에서 바닥을 

파고들어간 미꾸라지가 채집되었다. 

미꾸라지 위 내용물 분석

둠벙과 논에서 채집한 미꾸라지의 소화관 내용물을 분석

한 결과, 둠벙에서 채집한 미꾸라지의 소화관 내용물에서는 동

물성 먹이가 86.1%, 식물성 먹이가 13.9%를 차지하여 동물성 
먹이가 매우 우세하였다(Fig. 6). 동물성 먹이는 원생동물(Pro-
tozoa)와 깔다구류(Chironomida), 지각류(Cladocera)가 각각 

26.6%, 19.0%,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요

각류(Copepoda) 11.4% 기타 수서곤충 7.6%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식물성 먹이는 주로 규조류(Bacillariophyta)의 Navi-
cula sp., Cymbella sp. 및 와편모조류(Pyrrophyta)의 Cera-
tium sp.를 많이 섭식하였다. 둠벙에서 채집된 표지 미꾸라지 중 
90% 이상이 먹이를 섭식하고 있었으며 10% 정도만이 공복상

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섭식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논에서 채집된 미꾸라지(n=4)의 소화관은 모두 공복 상

태를 보이고 있어 둠벙에서 채집된 미꾸라지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고  찰

논에 서식하는 미꾸라지는 중간 낙수기 동안 논 바닥을 파

고들어가기 보다는 둠벙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 

15일간의 중간낙수 기간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미꾸라지의 이동특성을 살펴보면 이동전반기에는 
논에서 물이 배수되면서 3%의 미꾸라지가 물 흐름을 따라 배

수로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미꾸리과 어류가 평상시 
물을 거스르는 주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둠벙보다는 흐

름이 있는 수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Jung, 2010). 
중간 낙수 시작 후 9일째 되는 중반기에는 표식한 미꾸라지가 

둠벙으로 이동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낙수 후반기에 접어들

어서는 표식한 어류뿐만 아니라 표식이 없는 어류도 둠벙에

서 다량 채집되었다. 이는 중간 낙수 이후 논이 건조해지면서 

다수의 미꾸라지가 물이 고여 있는 둠벙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논에 둠벙이 존재하면 생태 수로 역할을 하여 

어류의 서식처와 피난처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하여 미꾸리류 

개체군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알려져 있다 (Harding et al., 
2007). 또한 미꾸리류가 존재할 확률은 둠벙이 없는 논보다 

있는 논에서 훨씬 높아 둠벙의 존재는 미꾸라지 서식에 큰 영

향을 미친다(Jung, 2010). 또한 논에 물이 빠지는 중간 낙수

시기에 미꾸리, 붕어, 피라미 등의 어류는 수로 유입부의 물

웅덩이에 다량 채집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usuda and 
Noboru, 2009).

본 실험을 통해, 논의 물이 빠지는 시기에 논에 서식하던 

미꾸라지는 주로 둠벙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논

바닥을 파고들어가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이 둠벙

이 있는 논에서는 미꾸라지가 바닥을 파고 들어가기 보다는 

둠벙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바닥을 파고들어갈 힘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 낙수 후 15일

째인 마지막 조사에서는 둠벙의 미꾸라지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간 낙수 후 다량의 미꾸라지가 둠벙으로 

유입되면서 종간 서식처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꾸라지 꼬리를 절단하는 표식 방법을 채택 후 미꾸라지가 

정상적인 섭식상태를 보이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둠벙과 논에

서 채집된 미꾸라지의 위 내용물을 분석하였다. 둠벙에서 채집

된 미꾸라지는 모두 꼬리 절단 표식을 한 것으로서 동물성 먹

이가 86%를 차지하였으며 위가 비어 있는 공복율은 10% 이하

로 낮게 나타나 정상적으로 먹이를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논에서 채집된 미꾸라지는 표식이 없는 것으로서 모두 위가 비

어있는 공복 상태를 보이고 있어 둠벙에서 채집된 미꾸라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미꾸라지가 논의 물이 마르면

서 필터링에 의한 섭식활동에 장애를 받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된다. 미꾸라지는 논이나 하천 등의 바닥 진흙 표면에서 필터

링을 통하여 섭식활동을 하며 동·식물플랑크톤과 저서생물을 

주 먹이원으로 한다(Nakamura and Oda, 2003; K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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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논의 중간 낙수 기간 동안 미꾸라지의 이

동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실험 결과, 미꾸라지는 중간 낙수 

초기에는 배수로 쪽으로 수로가 형성되어 둠벙보다는 배수로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 표지한 미꾸라지 중 약 

3.0%가 배수초기에 배수로를 통해 농업용 배수로로 이동한 것

으로 나타났다. 중간 낙수가 완료되어 논에 물이 없는 시기에는 

전체 표지 미꾸라지 중 5.0%의 미꾸라지가 둠벙으로 이동하여, 
중간 낙수기간 동안 둠벙을 피난처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기간동안 표식한 미꾸라지 중 논 바닥을 파고들어 

가는 것은  채집되지 않았다. 둠벙이 있는 논에서는 바닥을 파

고 들어가기보다는 둠벙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한 것인지 아

니면 표식에 의한 스트레스로 바닥을 파고들어갈 힘이 부족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둠벙과 논

에서 채집한 미꾸라지의 소화관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둠벙

에서는 동물성 먹이가 86.1%, 식물성 먹이가 13.9%를 차지하

여 동물성 먹이가 매우 우세하였다. 둠벙에서 채집된 미꾸라지 

중 90% 이상이 먹이를 섭식하고 있었으며 10% 정도가 공복상

태를 보이고 있어 표식 후 방류한 미꾸라지가 둠벙에서 정상적

인 섭식 활동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논에서 채집된 미꾸

라지는 모든 개체가 공복 상태를 보이고 있어 섭식활동에 장애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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