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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지질학적 역사가 긴 하천에 사는 생물 종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영위해 온 하천의 유량 또는 수량에 대한 기득권자

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천은 인위
적으로 연속성이 차단되고 물 흐름이 교란되어 왔다. 또한
가뭄이 장기화되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유지유량보다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배분을 우선하도록 하천법 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제도적 현실이다. 수중 동·식물의 보호 측면에서 최근에 고
무적인 것 중 하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환경생태유량’의 개념이 도입되어 환경생태유량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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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 하천서식처 보전을 위한 유지유량
에 대한 연구는 '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은 이
미 댐 운영이나 하천수 취수 등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편적으

로 통용되고 있다(Woo et al., 1998). 제외국에서는 ‘환경유량
(environmental flow)’이란 용어가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그 개
념이 담수(freshwater)와 기수(brackish water) 생태계뿐만 아니
라 인간 생활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문학적 체계를 정의

하기 위해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Acreman, 2016).
하도내(instream) 환경유량은 하도의 구조와 수생태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량에 해당된다(Thame, 
2003).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미 내무성 소속의 어류 및
야생동물국(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유지유량증분법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 IFIM)에 의한 어

류의 어종별, 성장단계별, 서식처조건별 환경유량을 결정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IFIM은 현재까지 환경유
량을 산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지지되어 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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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n ecological monitoring in a Korean stream (Gapyeong),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of nine fish species was 
developed for three physical habitat factors : current velocity, water depth and substrate. The species were chosen based on 
their abundance and frequency in the fish community of the Gapyeong stream. The Weibull model was used as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to analyze the distribution and number of each fish species according to the three identified physical factors, 
which showed good results. This HSI equation has advantages because it statistically expresses habitat preferences of fish 
species simply and clearly. From that, we can quantitatively deduce the central tendency and vari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for fish distribution. The selected fish species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for each habitat factor respectively.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individual species of nektonic fish (Zacco koreanus, 
Zacco platypus,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and Pungtungia herzi) were positively skewed to deep water and fine 
substrate while riffle-benthic fish (Koreocobitis rotundicaudata and Coreoleuciscus splendidus) were normally distributed at 
the shallow and coarse substrate zone. It seems that the species showing the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to the current, Z. 
koreanus, Z. platypus, M. longidorsalis and P. herzi have adapted themselves to the fast current and have expanded their n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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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되었다(Bovee and Cochnaeur, 1977; Stalnaker et 
al., 1995; Sung et al., 2005; USGS, 2001).

IFIM에 사용되는 서식처적합도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HSI)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수중생물의 선호도

를 표현하기 위한 해석 수단이다(Vadas and Orth, 2001; 
Vismara et al., 2001). HSI는 1) 전문가의 의견 또는 문헌

모형, 2) 서식처 이용 모형(habitat utilization model), 3) 서
식처 선호도 모형(habitat preference model)을 통해 개발된

다(Ahmadi-Nedushan et al., 2006; USGS, 2001).
서식처적합도 또는 환경유량의 산정은 수생관속식물(Kemp 

et al., 2004; Wingfield et al. 2005)이나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Gore et al., 2001; Jowett et al., 1991; Li et al., 2009; 
Thame, 2003)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환경유량의 산정은 주로 어류에게 적합한 서식

처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다(Li et al., 2009). 이는
어류가 하천생태계에서 고차 소비자이자 환경의 지표생물

이 될 수 있으며(Tamai et al., 2000), 손쉽게 포획 및 동정
이 가능하고 인위적 교란의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이다(Wootton, 1990). 환경유량 산정의 대상 생물군
으로서 어류의 이점에 대하여 Woo et al. (1998)은 어류가

1) 먹이연쇄의 상위에 있고 2) 인간의 친수활동이나 여가활
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3) 생태학적으로 하천에 서식하
는 작은 동물들과 관계가 있고 4) 사회적으로 하천 생태계
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어류 서식처적합도 기준의 형태는 이분법(binary) 또는
이산법(discrete), 단변량 곡선법(univariate curve), 다변량
곡선법(multivariate curve)이 적용된다(USGS, 2001). 이 중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것은 단변량 곡선법이며 전통적인

방법은 환경요인의 구간별 생물종의 출현도를 선으로 이은

도수절선의 형태로 도출된다.
최근에는 HSI를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등의 다양
한 통계적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Ahmadi-Nedushan et al., 
2006; Green and Stowe, 1993; Inglis et al., 2006; Santos et 
al., 2006; Schadt et al., 2002; Vincenzi et al., 2007),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HSI 도출을 위해 통계적 방법이 적용된 사
례가 없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하천 어류의 서식처 해석
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의
초기에는 유량의 변화에 따라 서식처의 수심과 유속 등이 먼

저 한계에 달하는 여울(riffle)을 대상으로 서식조건을 만족시
키는 최적유량을 산정하는 것이었다(Kang et al., 2004).

Woo et al. (1998)은 금강수계의 특정 한계단면(해당 수

계에서 폭이 가장 넓은 여울)에서의 수리학적 분석을 통해
참마자의 한계수심에 해당하는 유량을 한계유량으로 산정

한 바 있는데, 이는 어류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유지유량을

산정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일본에
서 채택하고 있는 한계수심과 이에 해당하는 유속조건을

고려하는 방법과도 유사하다(Woo et al., 1998).
국내에서 HSI를 환경유량의 산정에 접목한 것은 Kim 

(1999)이 처음이다. 그는 남한강 지류인 달천 구간에서 피

라미, 묵납자루, 줄납자루, 참종개, 돌마자, 쉬리 등의 어종

에 대하여 산란기와 성어기를 구분하여 HSI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여 준 이분법으로 산

정된 것이었다. Kim et al. (2000)은 남한강 달천 본류의 3
개 여울에서 피라미의 서식처 요구조건에 해당하는 유지유

량을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 
Kang et al. (2004)은 남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WDFW, 1996)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속, 수심, 하상재료에 대한 피라미의

HSI를 도출한 바 있다. 이때 유속과 수심은 각각 단일변량
곡선법으로, 하상재료는 이산법(descrete)으로 제시되었다.

Sung et al. (2005)은 낙동강의 영강 등 6개 유입지천의

여울구간에서 우점어류인 갈겨니와 피라미의 산란기와 성어

기에 대한 수심, 유속, 하상재료에 대한 HSI를 도출하고 환
경유량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유속과 수심은 단일변량곡

선법, 하상재료는 이분법을 적용하였다. Lee et al. (2006)은
한강수계의 평창강 등 9개 유입지천에서 주로 피라미를 대
상으로(홍천강은 갈겨니) WDFW (1996)에 따라 1개 하천에
대한 HSI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환경유량
의 산정 시에는 기존에 보고된 Sung et al. (2005)의 HSI를
적용하였다.

Kang et al. (2011)은 금강수계의 지류를 중심으로 6개 어
종(피라미, 참갈겨니, 쉬리, 모래무지, 돌고기, 돌마자)에 대

한 HSI를 산정하였는데, 이때 WDFW (1996)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속과 단면적의 비율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산란기와

성어기 역시 구분하지 않았다. Kang (2012)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피라미, 참갈겨니, 쉬리의 HSI를 비교분석한 결
과 피라미는 두 수계에서 서로 유사한 분포를 갖지만, 참갈
겨니와 쉬리는 매우 다른 분포 형태를 갖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Hur et al. (2014)은 금강수계의 초강천에서 참갈겨니, 쉬
리 및 감돌고기에 대한 서식처적합도지수를 산정한 바 있

다. 이때 수심과 유속에 대해서는 WDFW (1996)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변량곡선법으로, 하상재
료에 대해서는 이분법으로 제시하였다. Kim et al. (2016)은
전주천 상류에서 피라미와 쉬리에 대하여 수심, 유속, 하상
재료에 대한 서식처적합도지수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산

정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어류의 서식처 적합성에 대한 연구사례와

현장 조사자료는 여전히 빈약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하천 중 비교적 높은 자연성을 유지

하고 있는 가평천을 선정하여 어류의 서식처 적합성을 분석

한 것이다. 가평천은 청정한 하천으로서 주로 물리적인 서

식요인에 의해 어류의 출현도가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유

속, 수심, 하상재료와 어류 현존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환경
요인의 구간별 어류의 출현도를 확률질량함수로 변환하고

이에 부합하는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함으로써 HSI를 통계학
적으로 도출하였는데, HSI를 도출하기 위한 이러한 통계학

적 접근은 국내에서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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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2.1 조사지역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자료는 2014년도 환경부의 환

경생태유량 산정기준 연구 및 시범산정 연구 의 일환으로

확보된 것이다. 경기도 가평천의 상·중·하류 3개 지점에서

2014년 5월 22 ~ 23일(1차), 8월 13 ~ 14일(2차), 11월 27 ~
29일(3차) 총 3회에 걸쳐 조사되었다. 조사지점의 행정구역

명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St. 1(upstream)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도대리상교
(N37o92'86''52''', E127o49'36''36''')
St. 2(midstream)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목동교
(N37o88'32''28''', E127o54'80''76''')
St. 3(downstream)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교
(N37o83'14''01''', E127o51'72''35''')

각 조사지점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지그재그(zigzag)로 이동
하며 투망(10 × 10 mm)과 족대(5 × 5 mm)를 사용하여 소

(pool), 여울(riffle) 및 흐름이 있는 곳(run)을 모두 포함하여
어류를 채집하였다.

2.2 물리적 환경요인
어류채집 전에 각 방형구 설치장소의 유속, 수심, 하상을 조사
하였다. 유속과 수심은 각각 유속측정계(Flow-Mate Model 2000)
와 쇠자로 측정하였으며, 하상재료의 입도는 격자망(50 cm × 50 
cm, mesh size 5 cm)을 이용하여 수평 표면에서의 육안적인 면
적비를기준으로산출하였다. 하상의입도는 Cummins (1962)의 기
준에 따랐고 하상의 입경가적곡선(grain size accumulation curve)
은 와이블(Weibull) 모형(Weibull, 1951)을 적용하여 도출하고
해당 함수식으로부터 평균입경(Fm)을 산출하였다.

2.3 대상종의 선정
조사기간 중 가평천에서 출현한 종 중에서 출현빈도와 상

대출현개체수가 큰 참갈겨니(Zacco koreanus), 피라미(Zacco 
platypus), 배가사리(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돌고기
(Pungtungia herzi), 참마자(Hemibarbus longirostris),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꺽지(Coreoperca herzi), 새코미꾸
리(Koreocobitis rotundicaudata), 가는돌고기(Pseudopungtungia 
tenuicorpa)를 대상으로 서식처적합도지수(HSI)를 산정하였다.
이들 종들은 가평천의 어류군집을 유형화하는 주요 종들

로서 새코미꾸리와 가는돌고기, 쉬리와 배가사리, 참갈겨니
와 피라미, 참마자와 돌고기 및 꺽지 군(cluster)은 각각 수

심, 유속, 하상재질에 따른 선호도가 뚜렷하게 다르다. 
생태유량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류군집의 다양성

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이
는 환경요인에 대한 각 어류 종의 생태학적 지위(ecological 
niche)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갈겨니나 피
라미와 같은 주로 유영성 어종을 대상으로 생태유량을 검토
한 종래의 연구는 편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서식특성을 가진 종류를 HSI 개발 대
상 종에 포함시킨 것이다.

2.4 생물의 서식처 적합도 평가
최근까지 미국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WDFW, 1996)에서 제시한
“Instream flow study guidelines”을 따라 국내 하천에 서식

하는 어류종의 HSI를 산정한 사례가 일부 있다(Kang et al., 
2004; Lee et al., 2006; Hur et al., 2014). 이 방법은 각 생
물종의 유속 및 수심별 출현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

제로 가정한 값과 실제의 출현치를 비교함으로써 수심에 대

한 선호도를 판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이라 할 수 있다.
WDFW (1966)의 방법은 한 단면의 모든 생물을 채집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어류 조사

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전기충격기의 사용

이 법으로 금지되어 투망이나 족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용상 한계가 있다. 한 분할 횡단면

의 특정 정점에서 투망이나 족대로 채집을 하는 도중에 인

접 정점의 어류가 회피하게 되면 부정확한 조사자료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전수조사하지 않고 환경요인의 구간

별로 표본크기(sample size)를 달리하여 조사한 후 개체수를
합산한다면 표본크기가 큰 쪽으로 HSI 값이 왜곡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출현한 조사

단위 기준의 평균개체수를 서식처 선호도 평가의 기준치로

사용하였다. 즉 각 조사단위에서 나타난 요인(유속, 수심, 
하상의 평균입경)의 i구간별 총 출현개체수(Ni)를 해당 생물
분류군이 출현한 조사단위 수(ni)로 나눈 값, 즉 해당 분류

군이 출현한 조사단위 기준 평균개체수(ai)를 사용한 것이다
(식 (1)). 대상 종이 출현하지 않은 조사정점의 수를 분석에

서 배제한 것은 무출현의 이유가 분석대상인 환경요인 외에

다른 요인(수질, 수온, 먹이원, 지리적 격리 또는 하도단절)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현장조사는 어류
의 산란기가 되는 5월을 포함하여 수행되었지만 서식처 적합
도 평가에서 산란기와 성어기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
는 본 조사에서 출현한 생물군이 모두 다년생이어서 일 년을

기준으로 월별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고, 자료를 분리할 경우
그 수가 적어 통계적인 오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HSI를 도출하는 통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요인의 i 구간별 출현 조사단위 기준의 평균개체수

(ai)를 구한다(식 (1)).

   (1)

2) 구간별 평균개체수(ai)를 누적하여 누적개체수(A)를 구
한다.

  
  



 (2)

3) 구간별 평균개체수(ai)를 누적개체수(A)로 나누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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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상대개체수비(ri)를 구한다.

  

 (3)

4) 구간별 상대개체수비(ri)를 구간의 넓이(class interval, CI) 
값으로 나누어 전체 구간에서 도수분포(frequency distribution)
의 막대기둥(histogram) 면적의 합이 1이 되는 조정개체수비

(rmi)를 구한다(이때 x = 0일 때의 값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5)

5) 요인의 구간 상한치(xi)와 누적 조정개체수비(Rmi=∑rmi)
의 관계를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누적밀도함수 모형을 선

택한 후, 실측치와 모형 추정치의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최소가 되는 모수를 구한다.

6) 관련 모형에서 누적밀도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 
CDF)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추
출하여, 각 분류군의 통계량(평균, 중위수, 최빈수, 분산, 4분위
수, 특정 출현확률에 해당하는 요인 값)을 구하고 이를 서식적
합도 평가에 활용한다.

HSI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환경요인의 어떤 값에서
출현한 최대개체수로 그 요인의 다른 값에서 출현한 개체수

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HSI는 0 ~ 1의 범위 값을 가지게

되며(Ahmadi-Nedushan et al., 2006) 환경요인의 HSI 값을
이으면 도수절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도수절선
과 같은 도형적인 HSI는 특정 환경요인에 대한 해당 HSI 
값을 일일이 보간법으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기

록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물리적 요인들에 따른 분류군의 출현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와이블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속함수
는 특정 환경요인 값에 해당하는 HSI 값을 함수로부터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함수식 자체로 기록관리가 용
이하고 항상 동일한 재현성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와이블 모형은 금속 및 복합재료의 강도나 전자 및 기계

부품의 수명분포를 나타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나, 생물종수
와 면적과의 관계 해석에 적용되는 등(Flather, 1996; Kong 
and Kim, 2015) 생태학적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와이블 모형은 자료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하는
경우는 물론 정적편포(positive skewed distribution) 또는 부
적편포(negative skewed distribution)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재현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상의 분포를 해석하는데 범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누적된 조정개체수비(Rmi)가 각 요인의 값(xi)에 따라 식

(6)과 같은 와이블 모형의 누적밀도함수 F(x)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확률밀도함수 f(x)는 식 (7)과 같다.

      
   

(6)

k: 형상모수(shape parameter)
λ: 척도모수(scale parameter)
c: 위치모수(location parameter) 또는 역치모수(threshold para-  

meter)

      

 

  





  


(7)

이때 f(x)의 최대값 f(x)m은 ′   의 값을 가지는 x값
에 대응하는 값이다. 

 

  

  


    ′    (8)

  

 

  








   ′    (9)

HSI는 f(x)의 값을 f(x)m의 값으로 나눈 값(식 10)으로서 0
~ 1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10)

관계식의 모수(c, λ, k)는 추정치와 실측치의 평균제곱근오
차(RMSE)가 최소가 될 때까지 시행착오법으로 추출하였다. 

이 모형에서 평균(μ), 분산(σ2), 중위수(), 최빈수(), 특정
확률(p)에 해당하는 값(xp)은 x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➀   ≤  ≤ ∞  또는  ∞ ≤  ≤ ∞

요인이 수심인 경우처럼 생물군의 출현에 대한 요인 값

이 역치 값을 가지거나(즉 c 값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하상입도의 F처럼 음의 큰 값을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식의 통계량은 와이블 기본모형의 통계량에서

역치 값만큼 수평이동한 값이 된다.

      (11)

      (12)

  ln   (13)

  

  


  (14)

   ln     (15)

➁  ≤  ≤ ∞

요인이 유속인 경우처럼 요인 값이 0이어도 생물이 서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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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

   
∞ 

 


  ≠ ,     가 되기 때문에 최빈수를 제

외한 통계량이 a 값에 영향을 받는다.

  

 


  









  (16)

  

 


  









  (17)

   ln    (18)

  

  


  (19)

   ln      (20)

해석 해를 구하기 어려운 적분항은 수치해석으로 구했다.






≈ 
  





   


(21)






≈ 
  





   




(22)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수심(water depth)
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출현도가 높았던 어류 9종의 수
심에 대한 출현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된 와이블 모형의 모

수(parameter)와 중심치(평균, 중위수, 최빈수) 및 표준편차

는 Table 1과 같다. 
서식 수심의 중위수로 비교할 때 가는돌고기(0.30 m)와
여울성 저서종인 새코미꾸리(0.30 m) 및 쉬리(0.31 m)는 얕
은 수심을 선호하는 종류로 볼 수 있다. 반면 유영성인 참

갈겨니(0.50 m)와 피라미(0.41 m)는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

에 적응된 것으로 보인다. 돌고기, 배가사리, 참갈겨니, 피라

미, 꺽지의 중심치 값들은 최빈수 > 중위수 > 평균으로 이들
종들이 수심에 대하여 정적편포(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들은 깊은 수심 방향으로 생태학
적 지위를 넓혀 적응하고 있어 서식 수심의 분산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1은 Table 1에서 유영성이나 얕은 수심을 선호하는

1종(가는돌고기), 중간종인 2종(참마자와 배가사리), 유영성
인 1종(참갈겨니)을 선정하여 수심에 따른 HSI의 산출과정
과 그 결과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의 좌측에 있는 기
둥그래프(histogram)의 기둥 높이는 실측된 조정개체수비

(rmi), 즉 확률질량함수 값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적합선은

와이블 확률밀도함수 값이 된다. 그림 속 작은 그래프의

표식은 실측돤 누적 조정개체수비(Rmi)이며 이에 대한 적합
선은 와이블 누적밀도함수 값이다.
가는돌고기는 출현도가 높았던 수심 0.3 m를 중심으로 정
규분포에 가까운 종형분포를 보였다(Fig. 1a). 측정자료에서
는 0.5 m가 가는돌고기가 출현한 최대유속이었지만 통계적

인 출현수심은 0.6 m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확인된 가는돌고기의 개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종의

한계수심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검토가 필

요할 것이다.
참마자는 0.4 m에 약간 못 미치는 수심에서 최고의 출현
도를 보였으며 한계수심은 약 0.7 m로 추정되었다(Fig. 1b). 
배가사리는 약 0.4 m 수심에서 최고의 출현도를 보였으며

한계수심은 1.1 m 내외로 추정되었다(Fig. 1c).
참갈겨니는 0.4 m를 약간 넘는 수심에서 최고의 출현도

를 보였으나 지위(niche)의 분산도가 커서 측정자료의 최대
수심이 0.9 m 임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적인 한계수심은 1.6 
m로 연장되었다(Fig. 1d). 그러나 이는 계측된 영역에 대한
통계적인 추정치일 뿐이므로 참갈겨니의 한계수심에 대해

서는 향후 보다 깊은 수심에서의 조사자료를 확보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Instream Flow and Aquatic Systems Group (IFASG, 1986)에
서는 전체 분포에 대한 50%, 75%, 90%, 95% 범위에 대하여
각각 1.0, 0.5, 0.1, 0.05의 HSI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Fig. 2의 예는 참마자의 수심에 대한 HSI와 IFASG (1986)의

Species name
Parameters in Weibull function mean

(μ, m)
median
(, m)

mode
(, m)

Standard 
deviation (m)Shape (k) Scale (λ) Threshold (c, m)

H. longirostris 3.49 0.41 0.00 0.37 0.37 0.37 0.12

P. herzi 2.23 0.47 0.00 0.42 0.40 0.36 0.20

P. tenuicorpa 2.95 0.33 0.00 0.30 0.30 0.29 0.11

C. splendidus 2.70 0.35 0.00 0.31 0.31 0.30 0.12

M. longidorsalis 2.06 0.49 0.00 0.44 0.41 0.36 0.22

Z. koreanus 2.35 0.88 0.28 0.54 0.50 0.42 0.33

Z. platypus 2.12 0.49 0.00 0.44 0.41 0.36 0.22

K. rotundicaudata 3.16 0.34 0.00 0.31 0.30 0.30 0.11

C. herzi 2.14 0.42 0.00 0.38 0.36 0.32 0.19

Table 1. Values of the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 parameters, central tendency and standard deviation of water depth 
according to major fish species in the Gapyeo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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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pth preference curves and the function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a) P. tenuicorpa, (b) H. longirostris, 
(c) M. longidorsalis and (d) Z. koreanus in the Gapyeo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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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최빈수를 중심으로 개략화된 조정 HSI(adjusted 
HSI)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IFASG (1986)의 기준에 따라 각 어종별로 수심선호 범위에
따른 임계값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IFASG (1986)
에서는 50% 분포범위에 대하여 HSI를 1로 적용하도록 제안
하고 있으므로 Table 2의 50% 범위의 하한값(low)과 상한값
(high)은 최적범위(optimal range)의 경계값이라 할 수 있다.

Kang et al. (2011)은 돌고기의 출현도가 최대치를 보이는
수심 즉 최적수심을 0.35 m, HSI 값이 1.0에 해당하는 적합
수심을 0.3 ~ 0.5 m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돌고기는
수심 0.36 m에서 최빈수를 보이고(Table 1), 적합수심은 0.23 ~
0.50 m로서 Kang et al. (2011)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Kim (1999)은 쉬리의 적합수심을 성어기 0.2 ~ 0.45 m와
산란기 0.1 ~ 0.25 m, 서식 한계수심은 산란기에 0.7 m 이
상으로 제시하였다. Kang et al. (2011)은 최적수심을 0.35 
m, 적합수심을 0.25 ~ 0.4 m, 한계수심은 1.45 m로 보았다. 
또한 Kang (2012)은 한강과 금강을 합쳐 적합 수심범위를

0.25 ~ 0.40 m로 산정하였다. Hur et al. (2014)은 적합수심을
0.3 ~ 0.5 m로 정하였고, Kim et al. (2016)은 0.05 ~ 0.17 m
로 산정하고 있어 연구자들 간 쉬리의 적합도지수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쉬리는 수심 0.30 m에서
최빈수를 보이고(Table 1), 적합수심은 0.21 ~ 0.38 m이며
한계수심은 0.7 m였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Kim (1999)
의 성어기 적합수심과 산란기 한계 수심과 유사하며, Kang 
et al. (2011)과 Kang (2012)의 적합수심과 거의 일치하지만
Hur et al. (2014)과 Kim et al. (2016)이 제시한 적합수심과
는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Sung et al. (2005)은 참갈겨니의 적합수심은 성어기 0.35 ~
0.55 m와 산란기 0.3 ~ 0.55 m, 한계수심은 성어기 1.2 m와
산란기 1.0 m라고 보았다. Kang et al. (2011)은 최적수심을
0.35 m, 적합수심을 0.35 ~ 0.55 m, 한계수심을 1.35 m로 보
고하였다. 또한 Kang (2012)은 한강과 금강을 합쳐 적합수심
을 0.27 ~ 0.52 m로 산정하였다. Hur et al. (2014)은 적합수
심을 0.2 ~ 0.4 m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갈겨니는 수

심 0.42 m에서 최빈수를 보이고(Table 1), 적합범위는 0.20 ~
0.64 m이며 한계수심은 1.6 m였다(Table 2). 즉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해 적합수심의 범위가 약간 넓고 한계수심이 더 큰

것인데 이는 미계측 구역에 대한 통계적 추정이 포함된데 따

른 것이라 할 수 있다.
Kim (1999)은 피라미의 적합수심을 성어기 0.1 ~ 0.5 m와

Species name
50% range 75% range 90% range 95% range 100% range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H. longirostris 0.29 0.45 0.23 0.51 0.17 0.56 0.14 0.59 0.00 0.70

P. herzi 0.23 0.50 0.15 0.61 0.09 0.72 0.06 0.79 0.00 1.00

P. tenuicorpa 0.21 0.37 0.16 0.42 0.11 0.48 0.09 0.51 0.00 0.60

C. splendidus 0.21 0.38 0.15 0.45 0.10 0.51 0.08 0.55 0.00 0.70

M. longidorsalis 0.22 0.52 0.14 0.64 0.07 0.77 0.04 0.86 0.00 1.10

Z. koreanus 0.20 0.64 0.08 0.80 0.00 0.95 0.00 1.07 0.00 1.60

Z. platypus 0.23 0.52 0.15 0.64 0.08 0.76 0.05 0.85 0.00 1.10

K. rotundicaudata 0.23 0.38 0.18 0.43 0.13 0.48 0.10 0.51 0.00 0.60

C. herzi 0.20 0.45 0.13 0.55 0.07 0.66 0.05 0.73 0.00 1.00

Table 2. Critical values (m) of depth preference range at adjusted HSI of major fish species in the Gapyeong stream, which 
were transformed based on the IFASG (1986) guideline

Fig. 2. Transformation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a) basic HSI (b) HSI adjust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IFAS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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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0.1 ~ 0.25 m, 한계수심은 성어기 0.75 m 이상, 산
란기 0.5 m 이상으로 보고했다. Sung et al. (2005)은 적합
수심을 성어기 0.25 ~ 0.4 m와 산란기 0.3 ~ 0.6 m, 한계수
심은 산란기 1.0 m와 성어기 1.2 m로 선정하였다. Kang et 
al. (2011)은 최적수심을 0.35 m, 적합수심을 0.3 ~ 0.5 m, 
한계수심은 1.25 m로 보았다. Kang (2012)은 한강과 금강

을 합쳐 적합수심을 0.24 ~ 0.47 m로 산정하였으며, Kim et 
al. (2016)은 적합수심을 0.19 ~ 0.28 m로 보았다. 본 연구

에서 피라미는 수심 0.36 m에서 최빈수를 보이고(Table 1), 
적합수심은 0.23 ~ 0.52 m이며 한계수심은 1.1 m였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Kang (2012)의 적합수심과 거의 일치하

고, Sung et al. (2005)과 Kang et al. (2011)의 한계수심과

다소 일치하지만 Kim et al. (2016)이 제시한 적합수심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3.2 유속(current velocity)
유속에 대한 출현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된 와이블 모형의

모수(parameter)와 중심치(평균, 중위수, 최빈수) 및 표준편

차는 Table 3과 같다. 
서식 유속의 중위수로 비교할 때 참마자(0.24 m/s), 가는돌
고기(0.18 m/s), 새코미꾸리(0.28 m/s), 배가사리(0.29 m/s)는
느린 유속을 선호하는 종류로 볼 수 있다. 반면 유영성인 참
갈겨니(0.55 m/s)와 피라미(0.5 m/s)는 빠른 유속에 적응되어
있는 종류라 할 수 있다. 쉬리(0.54 m/s)는 여울성 저서종으
로 분류되지만 빠른 유속에도 적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가사리와 꺽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중심치 값들이 최빈

수 > 중위수 > 평균으로 이들 종들이 유속에 대하여 정적편
포(positively skewed distriution)함을 알 수 있다. 
비교 도시된 네 종 모두 유속이 0 또는 0에 가까워질 때
도 적지 않은 출현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가
는돌고기는 최빈수 유속이 0으로서 물흐름이 느린 곳을 선
호하고 유속에 대하여 정적편포하였다(Fig. 3a). 가는돌고기
가 출현한 최대유속은 0.5 m/s였으나 통계적인 한계유속은

0.7 m/s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확인된 가는돌고기의 개

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종의 한계유속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조사를 통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마자는 0.20 m/s 내외에서 최고의 출현도를 보였으며 한
계유속은 0.7 m/s 수준이었다(Fig. 3b). 배가사리는 0.30 m/s 
내외에서 최고의 출현도를 보였고 한계유속은 0.7 m/s 수준
이었다(Fig. 3c).
참갈겨니는 0.41 m/s 내외에서 최고의 출현도를 보였으

며 정적편포하였다(Fig. 3d). 측정자료의 최대유속은 1.2 
m/s였으나 통계적인 한계유속은 1.8 m/s로 연장되었다. 

IFASG (1986)의 기준에 따라 각 어종별로 유속선호 범

위에 따른 임계값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Kang et al. (2011)은 돌고기의 최적유속을 0.25 m/s, 적합
유속을 0.1 ~ 0.3 m/s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돌고기는

0.14 m/s에서 최대 출현도를 보였으며(Table 3), 적합유속은
0 ∼ 0.29 m/s로서(Table 4) Kang et al. (2011)의 결과와 비
교할 때 가평천의 돌고기는 약간 더 느린 유속에 적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im (1999)은 쉬리의 적합유속을 성어기 0.3 ~ 0.8 m/s와
산란기 0.1 ~ 0.2 m/s, 한계유속은 0.85 m/s로 제시하였다. 
Kang et al. (2011)은 최적유속을 0.45 m/s, 적합유속을 0.3
~ 0.7 m/s, 한계유속은 1.85 m/s로 보고하였다. Kang 
(2012)은 적합유속을 0.35 ~ 0.75 m/s, Hur et al. (2014)은
0.4 ~ 0.6 m/s, Kim et al. (2016)은 0.43 ~ 0.73 m/s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쉬리는 0.43 m/s에서 최대 출현도를

보였으며(Table 3) 적합한 유속범위는 0.17 ~ 0.68 m/s, 한
계유속은 1.8 m/s(Table 4)로 적합수심의 하한 경계치가 다
소 작은 것외에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Sung et al. (2005)은 참갈겨니의 적합유속(HSI 1.0)의 범위
를 성어기 0.35 ~ 0.7 m/s와 산란기 0.3 ~ 0.55 m/s로, 한계유속
은 성어기 1,5 m/s, 산란기 1.7 m/s로 제시하였다. Kang et al. 
(2011)은 최적유속을 0.35 m/s, 적합유속은 0.3 ~ 0.6 m/s, 한계
유속은 1.5 m/s로 선정하였다. Kang (2012)은 한강과 금강을
합쳐 적합유속을 0 ~ 0.29 m/s로 보았다. Hur et al. (2014)은
적합유속을 0.1 ~ 0.4 m/s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갈겨니
는 0.41 m/s에서 최대 출현도를 보였으며(Table 3) 적합한 유
속범위는 0.14 ~ 0.68 m/s, 한계유속은 1.8 m/s(Table 4)로 적합

Species name
Parameters in Weibull function mean

(μ, m/s)
median 

(, m/s)
mode 

(, m/s)
Standard deviation

(m/s)Shape (k) Scale (λ) Threshold (c, m/s)

H. longirostris 13.25 3.30 3.08 0.25 0.24 0.20 0.18

P. herzi 7.52 2.83 2.64 0.32 0.29 0.14 0.22

P. tenuicorpa 4.53 1.10 0.99 0.20 0.18 0.05 0.14

C. splendidus 3.25 1.49 0.90 0.58 0.54 0.43 0.36

M. longidorsalis 6.87 1.29 0.96 0.30 0.29 0.30 0.16

Z. koreanus 3.22 1.61 1.02 0.60 0.55 0.41 0.38

Z. platypus 4.58 2.08 1.53 0.55 0.52 0.44 0.34

K. rotundicaudata 6.54 1.44 1.15 0.29 0.28 0.26 0.17

C. herzi 6.54 1.32 0.98 0.31 0.31 0.31 0.17

Table 3. Values of the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 parameters, central tendency and standard deviation of current velocity 
according to major fish species in the Gapyeo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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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rrent velocity preference curves and the function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a) P. tenuicorpa, (b) H. 
longirostris, (c) M. longidorsalis and (d) Z. koreanus in the Gapyeong stream.



가평천 어류의 서식처적합도지수 산정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3, No. 6, 2017

635

수심의 하한 경계치가 다소 작은 것 외에는 Sung et al. 
(2005)과 Kang et al. (201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1999)은 피라미의 적합유속을 성어기 0.22 ~ 0.57 m/s, 
산란기 0.1 ~ 0.27 m/s로 제시한 바 있다. Sung et al. (2005)은
적합수심을 성어기 0.25 ~ 0.55 m/s와 산란기 0.3 ~ 0.55 m/s, 한
계유속은 산란기 1.7 m/s, 성어기 1.0 m/s로 제시하였다. Kang 
et al. (2011)은 최적유속을 0.25 m/s, 적합유속을 0.25 ~ 0.5 
m/s, 한계유속은 1.25 m/s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라미
는 0.44 m/s에서 최대 출현도를 보였으며(Table 3), 적합유속
은 0.18 ~ 0.67 m/s, 한계유속은 1.7 m/s로서(Table 4), 적합유
속의 범위가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서 더욱 확장되었는데

이는 미계측 구역에 대한 통계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3 하상재료(substrate)
하상의 평균입경에 대한 출현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된 와

이블 모형의 모수(parameter)와 중심치(평균, 중위수, 최빈
수) 및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다. 
서식 하상 평균입경(Φm)의 중위수로 비교할 때 참마자

(-7.7)와 여울성 저서종인 새코미꾸리(-7.9), 가는돌고기(-7.3), 
쉬리(-7.2)는 조립질 하상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영
성인 참갈겨니(-5.8)와 피라미(-6.1)와 배가사리(-6.5)는 상대

적으로 세립화된 하상으로도 적응되어 있는 종류라 할 수

있다. 돌고기(-5.9)는 평균입경의 중심치는 물론 표준편차로

볼 때도 세립질 하상에 넓게 적응된 종류로 볼 수 있다.
가는돌고기는 하상재료의 평균입경(Φm)이 -5.6에서 최대

출현도를 보이고 약한 정적편포를 보였다(Fig. 4a). 
참마자는 Φm이 -8.5에서 최대 출현도를 보이고 약한 정

적편포를 보였다(Fig. 4b). 측정자료에서는 Φm -4가 참마자

가 출현한 최대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Φm이 -2까지 편포가
이어졌다. 배가사리는 Φm이 -6.3 내외에서 최고의 출현도를
보였으며 한계 Φm은 -3으로 나타났다(Fig. 4c).
참갈겨니는 평균입경이 -6.6에서 최고의 출현도를 보였고
분산도가 커서 측정자료에서는 한계 Φm이 1이었으나 정적

편포함에 따라 통계적인 한계 Φm은 이 1이었으나 정적편

포함에 따라 통계적인 한계 Φm은 3에 달했다(Fig. 4d).
IFASG (1986)의 기준에 따라 각 어종별로 하상재료의 선
호 범위에 따른 임계 값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하상재료에 대한 서식처지수는 국내외에서 주로 이분법

(binary)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즉 하상을 대표하는 재료의

유형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적합도를 1 또는 0으로 이분
화하여 단속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Kim (1999)은 대표어종이 조립질 하상을 선호하기 때문

Species name
50% range 75% range 90% range 95% range 100% range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H. longirostris 0.08 0.31 0.00 0.37 0.00 0.48 0.00 0.54 0.00 0.70

P. herzi 0.00 0.29 0.00 0.46 0.00 0.62 0.00 0.71 0.00 1.00

P. tenuicorpa 0.00 0.18 0.00 0.29 0.00 0.40 0.00 0.47 0.00 0.70

C. splendidus 0.17 0.68 0.02 0.83 0.00 1.07 0.00 1.23 0.00 1.80

M. longidorsalis 0.00 0.53 0.09 0.47 0.02 0.52 0.00 0.56 0.00 0.70

Z. koreanus 0.14 0.68 0.00 0.85 0.00 1.13 0.00 1.30 0.00 1.80

Z. platypus 0.18 0.67 0.03 0.81 0.00 1.02 0.00 1.16 0.00 1.70

K. rotundicaudata 0.13 0.38 0.04 0.44 0.00 0.51 0.58 0.00 0.00 0.80

C. herzi 0.18 0.43 0.09 0.49 0.01 0.55 0.59 0.00 0.00 0.80

Table 4. Critical values (m/s) of current velocity preference range at adjusted HSI of major fish species in the Gapyeong 
stream, which were transformed based on the IFASG (1986) guideline

Species name
Parameters in Weibull function mean

(μ, Φm)
median
(, Φm)

mode
(, Φm)

Standard deviation
(Φm)Shape (k) Scale (λ) Threshold (c, Φm)

H. longirostris 1.59 2.99 10.06 -7.38 -7.69 -8.46 1.73

P. herzi 4.01 14.91 19.49 -5.98 -5.89 -5.61 3.78

P. tenuicorpa 6.52 6.04 13.00 -7.37 -7.29 -7.11 1.01

C. splendidus 1.27 2.76 9.29 -6.72 -7.22 -8.48 2.04

M. longidorsalis 5.89 8.05 14.06 -6.60 -6.50 -6.26 1.47

Z. koreanus 2.07 6.71 11.46 -5.52 -5.84 -6.59 3.02

Z. platypus 3.95 9.21 14.48 -6.14 -6.09 -5.93 2.37

K. rotundicaudata 9.12 9.35 16.84 -7.98 -7.86 -7.61 1.16

C. herzi 1.36 2.46 8.99 -6.74 -7.11 -8.07 1.68

Table 5. Values of the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 parameters, central tendency and standard deviation of substrate according 
to major fish species in the Gapyeong stream [Φm: mean of Φ,   

, D: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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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bstrate preference curves and the function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a) P. tenuicorpa, (b) H. 
longirostris, (c) M. longidorsalis and (d) Z. koreanus in the Gapyeong stream [Φm: mean of Φ, 
  

, D: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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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분법을 적용한 바 있고, Sung et al. (2005)은 자갈 하
상을 1.0, 모래를 0.5로 적용한 바 있으며, Hur et al. 
(2014)은 쉬리에 대해 가는자갈 ~굵은자갈, 참갈겨니는 굵

은자갈 ~호박돌에 대해 적합도 1을 부여한 바 있으며, Kim 
et al. (2016)은 쉬리와 피라미에 대하여 가는자갈과 굵은자
갈에 대해 적합도 1을 부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하상의 평균입경을 독립변수로 한 어류 출현도
의 분포를 연속적인 확률밀도함수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의 이분법적 연구와는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 각각 최대

출현도를 보인 하상의 평균입경(Φm)은 쉬리는 -8.5(boulder, 
큰돌), 참갈겨니는 -6.6(cobble, 호발돌), 피라미는 -5.9(pebble, 
자갈)이었다. 쉬리의 적합하상의 평균입경(Φm) 범위는 -9.1 ~
-7.1 (boulder ~ cobble, 큰돌~호박돌), 참갈겨니는 -8.5 ~ -4.4 
(boulder ~ pebble, 큰돌~자갈), 피라미는 -7.6 ~ -4.3(cobble ~
pebble, 호박돌 ~자갈)이었다. 기존의 연구가 특정 하상의

유형에만 이분법적으로 적합도를 부여하던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는 하상재료의 입자 구성에 따라 연속적으로 분별

력 있는 HSI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4 향후 연구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는 어류의 HSI 산정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결과는 가평천이란 일개 하천의

일부 지점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
서 향후 보다 많은 하천의 다양한 지점에 대하여 같은 채집

방법과 동일한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HSI 곡선을 지속적으
로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가칭 ‘보편범용의 HSI (universal-purpose 
HSI)’를개발할필요가있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각 하천 또는 조사지점마다 도출되는

HSI를 종합하여 보편적인 HSI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조사규모가 다른 하천으
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HSI를 등가로 인정하여 합산하는 방
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역시 다분
히 주관적일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새로이 조사되
는 원시자료(lawdata)를 계속 누적해가면서 환경요인에 따른

누적확률이 1이 되는 확률밀도함수를 새로이 생성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각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
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 종별 보편범용 HSI는 특정 하천의 생태유량을 산정
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기반의 수리시설 확보

및 운영관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4. Conclusion

본 연구는 와이블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요인에 대한 어류의 서식처 적합도를 통계학적으로 해석

한 것으로서, 해당 모형은 가평천의 수심, 유속, 하상재료의
평균입경에 따른 어류 9종의 출현도를 적합하게 재현하였다.
각 어종별로 환경요인별 서식치 적합도 관계식을 도출하

고 이를 통해 통계학적인 중심치(central tendency)와 변이

를 파악함으로써 환경요인에 대한 반응양상과 적응방향을

추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이용성
의 측면에서 본다면 종래의 도수절선 형태의 서식처 적합

도는 환경요인에 따른 해당 값을 보간법으로 계산해야 하

고 도표의 형태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만 적합도 관계식은 이런 문제가 없으며 모든 사용자가 같

은 조건을 입력하면 수식을 통해 손쉽게 동일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심에 대하여 정적편포(positively skewed distriution)하는
종류들(돌고기, 배가사리, 참갈겨니, 피라미, 꺽지)은 수심이
깊은 방향으로 생태학적 지위를 넓혀 온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배가사리와 꺽지를 제외한 모든 종류들이 유속에 대하여

정적편포하였는데 이는 빠른 유속에 대한 적응과정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마자와 여울성 저서종(새코미꾸리, 쉬리)은 조립질 하

상을 선호하는 반면 유영성 종류(참갈겨니와 피라미)는 세

립화된 하상으로도 적응되어 있는 종류라 할 수 있다. 유
영성으로 분류되는 가는돌고기는 조립질 하상에도 적응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가사리는 다소 세립화된 하상에

Species name
50% range 75% range 90% range 95% range 100% range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H. longirostris -9.3 -7.2 -9.7 -6.2 -10.1 -5.0 -10.1 -4.1 -10.1 -2.0

P. herzi -8.3 -3.1 -10.3 -1.4 -11.6 1.1 -13.5 1.2 -19.5 3.0

P. tenuicorpa -7.8 -6.5 -8.4 -6.1 -9.0 -5.7 -9.4 -5.5 -13.0 -5.0

C. splendidus -9.1 -7.1 -9.3 -5.7 -9.3 -3.9 -9.3 -2.7 -9.3 0.0

M. longidorsalis -7.3 -5.3 -8.1 -4.7 -9.0 -4.2 -9.6 -3.9 -14.1 -3.0

Z. koreanus -8.5 -4.4 -9.6 -2.8 -10.5 -1.0 -10.9 0.2 -11.5 3.0

Z. platypus -7.6 -4.3 -8.8 -3.3 -10.1 -2.3 -10.8 -1.6 -14.5 0.0

K. rotundicaudata -8.4 -6.9 -9.1 -6.5 -9.8 -6.1 -10.3 -5.9 -16.8 -5.0

C. herzi -8.7 -6.9 -8.9 -5.8 -9.0 -4.4 -9.0 -3.5 -9.0 -1.0

Table 6. Critical values [Φm: mean of Φ,   
, D: diameter (mm)] of substrate preference range at adjusted HSI of 

major fish species in the Gapyeong stream, which were transformed based on the IFASG (1986)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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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돌고기는 평균입경의 중

심치는 물론 표준편차로 볼 때도 세립질 하상에 넓게 적응

된 종류로 볼 수 있다. 또한 하상재료에 대한 기존의 연구
가 특정 하상의 유형에만 이분법적으로 적합도를 부여하던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는 하상재료의 입도에 따라 연속적으

로 분별력 있는 HSI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발표된 어종별 서식처 적합도와 본 연구에서 산

정된 결과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

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적합범위의 상한치가 기존 연구결과의

그것에 비해 다소 커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환경요인의 미계

측 구역에 대한 통계적 추정이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서 향후

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여 확인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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