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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iver fishway is a hydraulic structure enabling fish to overcome stream obstructions such as 

dams and weirs.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ollectibility of upstream-migrating 

fishes and hydraulic problems in pool-and-weir type fishway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upstream-migration at Namgang weir in the downstream of Namgang dam, and to grope for 

improvement measures which pool-and-weir type fishway can be switched to pool-and-partial weir type 

fishway through hydraulic field experiment. Exsisting fishway had problems which upstream-migrating 

fishes can not take a rest due to the seiche and vortex phenomena in pools and migrate to upstream 

because of height difference in entrance pool. In order to prevent hydraulically the seiche and vortex 

phenomena and establish rest area for fishes in each pool, we carried out hydraulic field experiments. 

In the fishway, it was to improve pool-and-weir into pool-and-partil weir, to decrease the height 

difference in entrance pool, and to reduce oriffice velocity of each pool. Also, we investigated fishes 

collectibility of after improving fishway for 6 days in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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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solve chronic problems(seiche-vortex phenomena and rest area for fishes), as weirs were 

remodeled into partial weir only which central part of weirs was part of non-overflow weir, we 

confirmed results that pool-and-weir type fishway could be switched to efficient pool-and-partial weir 

type fishway with relatively simple construction and low cost.

Type-B which has the closed oriffices and the parts of non-overflow has the ideal conditions, but 

this conditions are limited to fishway of Namgang weir used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Ice-habor type fishway is pool-and-partial weir type fishway which has together parts 

of overflow and oriffices, and has excellent ability of upstream-migration.

To switch from pool-and-weir type fishway to pool-and-partial weir type fishway, the size of oriffice 

has to be regulated by the discharge of fishway and the dimension on parts of non-overflow and 

overflow in weirs.

Entrance pool is important facility which upstream-migrating fishes have to not only be collect but 

also charge with energy.

In this study, entrance-pool is temporary and roughly-built, but fishes gather together more than the 

case of no entrance-pool. 

In the case of fishway which was protruded to downstream, as entrance of fishway turns toward 

or parallels to weir, the collectibility of fishway was excellent by attraction water. 

Key Words：Hydraulic structure, Upstream-migration, Seiche, Vortex, Entrance pool.

I.서  론

어도는 어류의 소상(遡上)과 강하(降下,降河)

를 곤란 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하도 

상에 있는 경우 어류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회유어의 라이 싸이클(life cycle)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안 하고 효율 인 이동로를 확보해 주

는 것이 그 설치의 목 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어도들은 보, , 하구언, 

낙차공 등의 수리구조물에 설치된 것들이 부

분이다. 국 으로 하천에 설치된 어도를 목

과 기능별로 조사 분석된 통합자료는 아직까지 

없으며, 2010년 12월 기 으로 한국농 공사에

서 조사된 33,835 개소의 농업용 보에 설치된 

어도 수는 5,151개로서 그 설치율이 15%로 아

주 미흡한 실정이다(https://rawris.ekr. or.kr).

일본의 경우 어도의 형식면에서 보면 수로식 

어도의 한 형태인 도류벽식(stream type) 어도

(28%)를 제외한 부분의 어도가 계단식(pool 

type)으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Nakamura, S. 

R., 1995). 우리나라 하구 어도의 문제 과 그 개

선책에 한 연구에서 보면 동해안 1,2  20개 

하천의 하구어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계단식 

어도 에서 고  어도에 속하는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pool and weir fishway)가 약 50%, 

근  어도로 분류되는 부분월류형 계단식 어

도(pool and partial weir fishway)인 Ice-Habor  

Vertical-Slot 등이 약 17.5% 후 다(Lee․Gang, 

2009).

기존어도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어도를 개

선한 연구결과는 일본에서 기존어도의 개선책

(Nakamura, S. R., 1993)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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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map and fish-way of study area. Figure 2. Structure and dimension of fishway.

선 그 연구 실 이 무한 실정이다.

어도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설

치 후에도 그 기능이 보장되지 못하면 하천에 

방치된 콘크리트 덩어리의 흉물로 락하지 않

을 수 없다.

재 남강 수 보에 설치된 기존 어도는 

면월류형 계단식어도로서 pool 내에는 정진(靜

振, seiche) 상과 와류(渦流, vortex)가 발생하

고, 입구부의 단차가 0.9m로 높기 때문에 근본

으로 어류가 소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상

어류의 돌진유속을 상회하는 잠공부의 빠른 유

속에 의해 어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어류가 

소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강 수 보에 설치된 기

존의 면월류형 계단식어도의 문제 을 조사

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기존 어도

를 다른 형식의 어도로 체할 경우, 하천공사

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시 발생하는 하상굴착, 

탁수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

류의 소상과 강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 , 

환경  측면에서 기존 어도의 구조를 부분 으

로 개선하여 부분월류형 계단식 어도로 환하

는 방법을 제로 장 수리실험  소상어의 

집어능력 조사 등을 통하여 기존어도의 효율을 

높이면서 경제 으로 유리한 어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II.연구범   방법

1.연구범

고 인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는 pool 내

의 와류발생과 정진(seiche) 상으로 소상어의 

방향인식과 휴식이 이루어 질 수 없어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와 동시에 어도 출․입구의 단차 등 여러 가지

의 물리 인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어류

의 체 소통을 해하고 있는 것이 실 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문제 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도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경상남도 진주시를 류하고 있는 남강 수

보(이하 수 보라 칭함)에 설치되어 있는 좌․

우안 2개의 어도  우안어도를 그 상으로 하

다.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무보는 남강  

하류 약 7km 지 에 설치되어 있으며, Figur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도의 제원은 입․출구

를 제외한 4개의 pool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의 

pool은 폭4.0m, 길이 3.5m, 높이 1.5m의 격벽

과 격벽 하부에 가로 0.4m, 세로0.45m의 사각 

잠공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어도 외벽의 총 길

이는 22.8m이며 여기에 입구부 4.3m, 출구부 

4.5m의 돌출 외벽을 가진 유도수로가 부착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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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iche phenomenon (b) vortex phenomenon (c) fall in fishway entrance

Figure 3. Problems of existing fishway in Namgang weir.

 

Figure 4. Partial overflow type in field experiment. Figure 5. Measuring points of velocity in pools.

2.연구방법

상 어도의 가장 큰 문제 은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ol 내의 정진(靜振, seiche) 

상과 와류(渦流, vortex) 발생, 입구부의 과도한 

단차 0.9m와 소상어류의 돌진유속을 상회하는 

잠공부의 빠른 유속에 의해 어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소상어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pool 내부의 정진 상과 와류

상을 방지하고 소상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리 안정역을 확보하기 하여 월류 어

(weir)를 면월류형에서 부분월류형으로의 개

량하 다(Figure 4). 한 어도 입구에 pool을 

조성하여 1번 pool 격벽의 단차를 이면서 소

상어의 집어를 도모하고 잠공의 유속을 완화시

키는 실험과 집어류 포획실험 등을 병행하여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의 문제 을 찾아 개선하

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주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존 어도의 항

구  개선을 한 단계로서 임시 인 장실

험을 수행하 다. pool내의 정진 상을 제어하

기 하여 모래주머니를 격벽 앙에 쌓아 면

월류를 부분월류로 환하고 잠공에 의한 와류

상을 조 하기 하여 모래주머니로서 잠공

의 크기를 조 하거나 차단하 다. 한 어도 

입구 pool의 과도한 단차를 이기 하여 나무

로 된 박스로 모래주머니로 입구 pool을 형성하

다.

비월류부의 조성은 Figure 4와 같이 월류 

어 앙부에 모래주머니를 폭 1.6m로 쌓아 비

월류부를 조성하 고 양측에는 폭 1.2m의 월류

부를 만들어 비월류부의 격벽과 격벽 사이에 유

체의 유동이 최소화되는 안정역이 만들어지게 

하 다. 한편, 비월류부 격벽의 높이는 어도유

량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 0.5m 이상으로 

조성하 다.

1) 수리실험

pool 내의 정진과 와류 상을 방지하기 한 

수리실험은 Table 1과 같이 3가지 형태의 실험

조건으로 실시하 으며, 각 pool의 유속측정 순

서는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부터 4-2

까지 면월류 상태에서 pool 내에서 유체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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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eld experiment conditions and cross sections in pools.

Type Date Condition Cross-section

Existing fishway
2013. 9. 23

2013. 9. 25

Open oriffice,

full overflow type

A type 2013. 9. 23
Open oriffice,

partial overflow type

B type 2013. 9. 25
Closed oriffice,

partial overflow type

Figure 6. Structure and dimension of entrance pool.

동하는 방향에 따라 9개 측 의 연직 평균유속

을 측정하 다. 측정 치는 pool 표면으로부터 

0.75m 지 으로 pool의 수심 심부이다. 장

실험은 남강 의 하류 방류량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기간(남강유등측제기간: 2013. 9. 23∼9. 

28)을 선택하여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2) 입구 pool의 조성

입구 pool은 구조형식과 pool 설치 후의 유

속 비교, 그리고 pool 설치 후의 집어능력을 

확인하기 하여 수 카메라 설치에 의한 집어 

동정과 투망작업에 의한 어류 포획 등을 실시하

고 pool의 집어능력을 검토하 다. 입구 pool의 

설치에 따라 실시된 장수리실험과 어류 포획 

조사기간은 2013년 09월23일부터 28일까지 6

일간 진행하 다. 

입구 pool의 규모

입구 pool은 Figure 6과 같이 어도 입구 첫 번

째 격벽으로부터 하류 11.8m 지 에 목재 격벽

을 흐름의 직각방향으로 5m, 흐름에 나란한 방

향으로 1.8m 설치했다. pool의 입구는 본류 방

향으로 폭 2.8m, 높이 0.61m, 우안 측면에 흐름

의 직각방향으로 폭 1.1m, 높이 0.61m의 어도 

입구 2개를 만들었다. 본류방향으로 입구를 낸 

것은 어도의 강한 흐름이 보의 턱 으로 모여

드는 어류들을 유도하는 유인수(attraction water)

의 역할을 하기 해서다. pool 입구 면에는 

0.25∼0.30m 정도 높이의 포 를 쌓아 pool의 

수심을 확보하고 1번 pool과의 단차를 이는 

역할을 하게 했다. 

입구 pool의 수리 실험

입구 pool의 수리 실험은 Figure 7과 같이  

어도의 가동 상태에서의 입구 요부의 유속과 

pool을 만들고 난 다음 잠공을 개방한 상태와 

잠공의 단면 을 일부 축소(가로 0.45×세로 

0.15)한 3가지의 경우에 하여 비교하 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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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elocity measurement in entrance pool.

        

Figure 8. Fishes investigation in entrance pool.

(a) Entrance pool (b) Pool No.1 (c) Pool No.2 (d) Pool No.3 

Figure 9. Velocities of pools.

기서 잠공의 단면 을 일부 축소한 이유는 잠공 

유속이 어류의 돌진유속을 상회하는 흐름이 지

속되었기 때문에 잠공의 유속을 이면서 

한 잠공의 규모를 산정하기 한 것이다. 여기

서 요 측 은 어도 양쪽의 잠공 면부, 와류

에 의해 역류가 발생하는 앙부이며, 흐름 방

향으로 1번 pool 하류 격벽으로부터 1m, 2.5m, 

5m, 6.5m의 4지 을 측정 장소로 결정했다.

입구 pool의 어류 조사 

입구 pool의 어류 조사는 pool이 없었던 상태

와 pool을 조성한 후, 이 2가지 경우에 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Figure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pool입구와 pool 내부에 수 카메

라를 설치하여 어류의 집어동정을 찰하는 방

법과 투망작업을 통하여 어류를 직  포획 조사

하는 방법을 택했다. 

III.결과  고찰

1. pool내의 수리실험

pool 내의 유체 유동의 패턴은 면월류형어

도 pool의 형 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Chris 

Katopodis, 1992).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류 pool 격벽을 월류하는 흐름이 pool 내로 

낙하하게 되면, 측  4-1, 4-2와 같이 어도외벽 

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형성되며, 이 흐름과, 측

면월류량, 잠공유량이 합해져 측  1-1, 1-2, 2-1 

 2-2와 같은 강한 수평흐름을 형성한다. 이 

흐름은 pool 하단격벽에 부딪  하단격벽을 따

라 pool 심으로 향하는 측  1-3과 2-2의 흐

름이 형성되고 양 흐름이 부딪히는 하단격벽 

심부에서 pool 상류로 향하는 역방향의 흐름이 

생성되게 된다. 이런 복합 인 유체거동으로 인

하여 pool 내부는 항상 와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상에 동반하여 pool 내에는 많은 기포가 

발생하게 된다. 이 와류의 유속은 어도유량에 

비례하며 유량이 크면 클수록 와류 유속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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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wimming speed of fishes(Nakamura, S. R., 1995). 

Species Body length(mm) Crusing speed(cm/s) Burst speed(cm/s)

Plecoglossus altivelis

Plecoglossus altivelis

Onchorhynchus mykiss

Lepomis macrochirus

Carassius auratus auratus

Anguilla japonica

Takifugu obscurus

Plotosus lineatus

Misgurnus mizolepis

Zacco temminckii 

Sillago japonica

144

66

172

103

101

90

23

49

71

8.0

7.6

110

40

80

55

35

15

15

15

10

8

6

178

120

170

120

113

80

30

36

112

16.5

17

게 된다. 

한편 pool 내부는 월류 유량이 많을 때에는 

표면류 상태, 을 때는 낙하류 상태가 발생하

며, 표면류 상태에서 pool 내의 상․하 유체의 

흐름은 반시계 방향으로, 낙하류 상태에서는 시

계 방향으로 상․하 흐름이 생성되게 된다

(Michel Larinier, 2002). 이 와류 상과 기포발

생, pool 내 유체의 상하 거동은 소상어에게 진

행방향을 잃게 하며, pool 내에서의 휴식을 불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이다(Nakamura, S. R., 1990; Nakamura, S. R., 

1995; Nakamura, S. R., 1998). 

pool내의 유속측정은 기존어도( 면월류, 잠

공개방), Type-A(부분월류, 잠공개방), Type-B 

(부분월류, 잠공폐쇄) 3가지의 경우에 하여 행

하 으며, 그 측정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pool내의 수평 유속(1-1, 1-2, 2-1, 2-2)은 기존

어도, Type-A, Type-B순으로 기존어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으며, 기존어도의 수평유속은 어

도를 소상하는 다수의 어종에 해 어도의 설

계유속인 돌진유속(Table 2)을 과하고 있었다. 

Type-A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

력이 좋은 은어나 송어 같은 성어의 경우 소상

이 가능하나 치어나 그 외의 어종은 소상이 불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Type-B은 성

어나 치어에 계없이 부분 소상이 가능한 구

조로 단된다. Type-B을 제외하고 수평유속이 

빠른 이유는 격벽하부에 설치된 잠공이 큰 향

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이상 인 부분월류형 계단식 어도의 표 형

은 격벽 양단의 어 하부에 잠공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잠공은 어도 유량이 감소할 경

우 어류의 주요 소상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의 부분은 당해 실험 상어도와 거의 유

사한 상태가 될 것으로 단된다. 그 이유는 어

도설계시 어도유량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 잠공

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차를 밟지 

않고 잠공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

존어도의 개선은 수리실험을 통하여 합한 유

속에 해당되는 잠공의 크기를 조사해 시행착오

으로 잠공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강한 와류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는 4-1, 4-2, 

1-3, 2-3, 3 측 의 흐름도 기존어도가 가장 크

고 Type-A, Type-B 순으로 차 감소한다. 

Type-B의 경우, 비월류격벽과 격벽 사이에는 

유체의 유동이 거의 없는 안정상태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2. pool 내 안정역의 생성과 정진 상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와 같은 고  어도

의 가장 큰 단 은 pool 내부에 와류와 기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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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pattern of existing fishway (b) Flow pattern of type-A (c) Flow pattern of type-B

Figure 10. Flow patterns in pools. 

    

(a) Seiche in existing fishway (b) Non-seiche in improving fishway

Figure 11. Improvement effects of existing fishway.

발생하여 소상어의 방향인식과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형식은 계단식으로 연결된 pool

을 따라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흐름 방향으로 

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정진 상도 발생한다. 

그 이유는 외벽에 가로막  월류 부분에서 횡방

향으로 자유로운 공기의 입출이 제한되기 때문

에 월류에 의해서 격벽의 천단, 즉 월류부에 생

긴 압력 하에 의해 간헐 으로만 공기가 유입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월류의 유체가 격벽의 

상단과 외벽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횡 가 

발생하는 것이다(Nakamura, S. R., 1995). 이 정

진 상도 와류와 마찬가지로 어류의 소상방향

과 휴식을 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

선해야 할 문제다. 

Figure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어

도는 사진상으로도 와류 상과 기포발생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월류량이 음

에도 불구하고 잠공유량이 과도하여 강한 와류

를 형성하고 있다. Type-A은 기존어도에 비해 

와류 상은 에 띄게 었지만 안정역의 형성

은 다소 불안하다. 반면에 Type-B은 와류 상

도 멎었으며 양 격벽 사이에 선명하게 안정역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어도와 같은 

경우는 Type-B에 잠공의 규모를 조 하여 잠공

의 기능도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경제 으로 비

교  간단히 어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진 상의 발생은 Figur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어도(그림 (a))에서는 외벽에 그 흔

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반면 비월류격벽을 설치

하고 난 이후(그림 (b))에는 그 흔 들이 거의 

사라졌다. 그 이유는 격벽의 상단 월류부에 비

월류격벽을 설치하여 월류부 횡방향의 유체 이

동량을 히 임으로써 횡 의 발생 높이가 

감소된 결과라고 단한다. 따라서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면월류부

를 부분월류부로, 잠공의 유속은 소상 어류의 

유 력에 맞게 그 규모를 조 함으로써 이상

인 어도로의 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입구 pool의 수리실험  소상어 포획조사

입구 pool은 소상어의 집어와 어도를 소상하

는 어류들의 충분한 휴식을 하여 어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 수리구조물이다. 왜냐하면 

부분의 소상어들은 어도입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인장치나 입구 pool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는 어도 입구 첫 번째 어가 불량해 소상에 

장애를 받는 경우 물고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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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Velocity in entrance pool.

Table 3. Velocity in entrance pool. 

Velocity

Case No.

Velocity in station

1 2 3 4

CASE 1 1.45 0.91 0.30 0.11 

CASE 2 1.59 1.55 1.25 0.05 

CASE 3 1.95 1.60 0.93 0.00

 

Figure 13. Fishes of underwater camera in entrance pool. 

는 Dropback(혹은 Fallback) 상이 발생하게 

된다(Ken M. Bates, 1992). 

본 연구에서는 입구 pool의 유용성을 단하

기 해 술한 바와 같은 규모로 pool을 만들

고 3가지 경우에 하여 수리실험을 행하 다.

Figure 12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CASE 1(-△-선)은 기존어도의 입구(잠공개방, 

pool 없음) 그 로의 상태, CASE 2(-□-선)는 

잠공개방과 pool을 설치한 상태, CASE 3(-◆-

선)은 잠공 일부를 폐쇄하고 pool을 설치한 상

태이다.

유속 측정은 1번 pool 하부 격벽으로부터 

1.0m, 2.5m, 5.0m, 6.5m 떨어진 4지 에서 실시

하 다. 평균유속의 분포는 pool 조성 후 잠공

의 크기를 축소한 -◆-선의 경우가 가장 게 나

타났고 pool 하류로 갈수록 유속은 히 어

든다. 잠공입구부의 유속은 Table 2에서 보는바

와 같이 부분의 어류들이 소상할 수 없는 유

속이다. 그 이유는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의 

pool 간의 단차는 성어 연어의 경우 최  

300mm, 일반 담수의 성어에 해서는 200mm

가 표 이다(Chris Katopodis, 1992). 그런데 실

험 상 어도는 1번 pool 과 입구부의 단차가 

0.9m(Figure 3. 우 3번), pool 조성 후에도 평균 

단차가 0.65m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pool 간의 

수두차에 의해 과도한 유속은 피할 수 없다. 그

러나 실 으로는 pool의 개수를 늘려 단차를 

표 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유속의 발

생은 막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남강  방류

량이 100m3/sec 이상이기 때문에 어도의 유량을 

자의 으로 조 할 수 없어 잠공의 크기를 다양

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합한 규모의 잠공 크기

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어도입구의 집어 조사는 pool 조성 

․후의 2 가지 경우에 하여 수 카메라 

측과 투망에 의한 포획조사 2 경우를 실시하

으며, 조사시간은 9월 하순의 기온을 감안하여 

어류의 활성도가 가장 높은 때인 오후 2∼3시 

사이를 선택했다.

입구 pool을 설치하기 에는 수 카메라(1 

시간 촬 )와 투망작업에 의해 찰되거나 포획

된 어류는 없었다. pool 설치 후 pool 입구부에 

설치한 수 카메라 측을 살펴보면 베스를 비

롯한 다양한 어류들이 떼를 지어 pool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3).

어류포획 조사(Figure 14)에서는 1회 투망 시

에 치(체장 420mm), 끄리(체장 120mm), 피라

미(체장 110mm), 버들치(체장 90mm), 베스(체

장 140mm) 각 1마리 블루길(체장 140mm) 2마

리 총 7종, 8마리의 어류가 포획되었다. 2회 투

망 시에는 1회 때와 비슷한 크기의 피라미 4마

리, 블루길 11마리가 포획되었다. 본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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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mibarbus labeo (b) Opsariichthys bidens (c) Lepomis macrochirus

(d) Moroco oxycephalus (e) Micropterus salmoides (f) Zacco platypus

Figure 14. Fishes caught from entrance pool.

설치된 임시 pool은 그 입구를 보의 월류부 하

단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집어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수압이 무 커 인력으로 시공이 불가능

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유인수로써의 효과를 

높이기 해 입구 방향을 하도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한 엉성한 구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당히 많은 어류가 찰되고 포획된 것은 입구 

pool이 어도의 소상효율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 시설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총 포획 어류  반 이상이 외

래어종인 베스와 불루길이 차지하고 있어 토착

어종의 보호를 해서는 외래어종의 구제작업

이 시 한 실임을 알 수 있다.

IV.결  론

남강  수 보에 설치된 기존의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의 효율을 개선하기 하여 부분월

류형 계단식 어도로 환하는 방법을 장 수리

실험  소상어의 집어능력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국에 산재해 있는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

는 월류 어 앙부에 비월류격벽을 조성함으

로써 이 어도가 갖고 있는 고질 인 문제(정진

상, 소상어의 휴식, 방향인식, 정류역 조성 

등)를 비교  간단한 시공과 렴한 경비로 소

상효율이 높은 어도로 환할 수 있음이 입증되

었다.

잠공폐쇄와 비월류부조성를 조성한 B-type가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이상 인 조건으로 나와 있

지만 이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남강어도에 국한

된 것이고, 표 인 Ice-Habor형(변종 포함)과 

같은 부분월류형 어도는 월류 어부와 잠공이 

함께 존재하며, 그 두 곳의 소상 특성은 아주 탁

월하다. 따라서 면월류형 어도를 부분월류형

으로 환하기 해서는 부분월류형의 표 단

면(Michel Larinier, 2002)을 참고하여 어도유량, 

비월류부와 월류 어의 규격에 따라 잠공의 크

기를 조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입구 pool의 요성은 집어의 효과뿐만 아니

라 상류로 소상해야 할 어류들에게 에 지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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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 설치한 입구 pool은 간이로 만든 엉성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회의 포획 조사에서 

pool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어류들이 

집어되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하류부로 돌출

이 심한 어도인 경우 어도의 입구를 보의 앙

부 내지는 보의 본체 방향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유인수에 의한 집어효과가 탁월하게 발휘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

를 부분월류형 어도로 변환함과 동시에 어도입

구의 pool을 조성함으로써 생태 으로나 경제

인 면에서 소상효율이 탁월한 효율 인 어도

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어류의 소상효율을 높이고자 남강

의 기존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를 부분월류형 

계단식 어도로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임시 인 

장실험을 수행하고 그 가능성을 입증하 기 

때문에 항구 인 구조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재 국에 설치된 면월류형 계단식 어도에 

한 진단을 통하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류포획조사에서 포획된 체 어류의 

50% 이상이 베스나 불루길 같은 외래어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하천의 어류생태계를 보 하

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외래 어종의 구제작업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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