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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co-friendly restoration in forested bog on

the structu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llected from

the surveyed sites were composed of 1,071 individuals, 60 species, 40 families, 13 orders, 6 classes

and 5 phyla. At the control and Site 3(small dam),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were larger

than that of other sites, and EPT group ratio was same as well. Considered by index, the dominance

index (DI) was found the highest at the biotope area. The diversity index (H’) and richness index (RI)

were the highest at the control and Site 3. In addition, the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

invertebrate (ESB) showed the highest at site 3, while the lowest at biotope area. The stability and

recovery of benthic macrointebrates showed different according to restoration types at forested bog.

After restoration project,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s were observed to get recovery at Site 3, and

to have the highest communities stability at control and Site 3. At biotope areas (Site 4, Site 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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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6) communities stability were the lowest, but showed different community stability values accord-

ing to the presence of water. It is confirmed that the eco-friendly restoration projects indeed provided

the better environment for the inhabitation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The change of

community index depending on the restoration projects suggests that the eco-friendly restoration can

provide a more suitable environment for benthic macroinvertebrate ecosystem that prefers the stream

environment.

Key words : environmental restoration, aquatic ecosystem,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mmunity stability

I. 서 론

습지는 영구적 또는 계절적으로 물이 지표면

을 덮고 있거나, 지표면 근처에 지하수가 분포

하고 있어 항시 습윤한 조건을 유지하는 생태계

로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Mitsch

and Gosselink, 1993; Cylinder et al., 1995). 특

히, 산지습지는 지리적으로 산림 내에 위치하며,

주변 육상 생태계나 수생태계의 전이지대로써

환경인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보

호가치가 높은 생물서식공간으로 분류된다

(Heathwaite 1995; Joseph 2000).

습지의 복원이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습지

의 중요성이 높아졌다(Byun et al., 2019; Bu et

al., 2020; Were et al., 2019). 특히, 산지습지는

하나 이상의 생태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훼손된 습

지를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

과 시간이 요구된다(Lewis, 1989; McDonald et

al., 2016). 습지 생태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동식

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유지시켜야 복원 후의

생태환경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서생물 중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계류

나 하천과 같이 물이 있는 곳이나 돌의 바닥이

나 모래 등에 서식하면서 물리·화학적 요인이나

생물학적 요인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많은 연

구에서 생물학적 지표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Berkman et al., 1986; Rosenberg and Resh,

1993; Davis et al., 2003). 신불산 고산습지(Lee

et al., 2008), 대암산 용늪(Kim et al., 2011), 우

포늪(Lee et al., 2011) 등의 습지에서 저서성 대

형무척추동물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

다. 그 외에도 Kim 등(2014)은 습지를 조성한

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 변화 패턴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Florian 등(2020)은 인

공습지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

를 파악하고, 습지의 하상에서부터 먹이구조가

조절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과거의 연구는 습

지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조사하여 현재

수서 환경을 파악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

지에서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산지습지에서

복원 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적 복원에 따른 수

생태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원 후 저서

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와 수생태계 안

정성을 파악하고, 환경을 고려한 산지습원 복원

방법의 개발 및 습지 생태계 보전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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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p of the Milbat bog in Korea.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연구대상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천성

산 700m 지점에 위치하는 밀밭늪(동경 129°0

4′83″∼129°18′00″, 북위 35°24′60″∼

35˚24′50″)으로 습지의 면적은 2.5ha, 집수면

적은 12.06ha이다. 주요 식생은 진퍼리새가 전

면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습지입구로부터 서쪽

으로 100m 위치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배

수로의 방향이 습지 입구를 향하고 있어 강우

시 유출수 유입에 의한 사면침식이나 토사의 유

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유출수는 습

지 내부에 물길을 형성하였고, 강우 시 유수가

흐르면서 지표침식과 양안의 세굴이 발생하고

있었다(Figure 1).

2. 주요 복원 공종 및 조사지점

1) 주요 복원 공종

밀밭늪의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주계류가

관통하고 있으며, 유출수 유입으로 형성된 물길

이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흘러나와 주계

류에 합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계류에서

유출되는 수량 감소 및 유속저감을 위해 20m 간

격으로 소형 목재골막이 3개소를 설치하였고, 주

계류의 하류에 목재골막이를 설치하였다. 또한,

세류의 발생흔적이 보이는 지점에 웅덩이형 비

오톱 3개소를 설치하였다(Figure 2). 소형 목재골

막이는 계류폭과 양안의 높이에 따라 크기를 다

르게 하였으며, Site 1과 Site 2는 길이 1.5m, 높

이 0.4m로 설치하였다. 목재골막이인 Site 3은

길이 3.5m, 높이 0.8m로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물의 흐름이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가운

데 물빼기구멍을 설치하였다. 웅덩이형 비오톱

은 물길이 형성된 지점이나 식생활착이 더딘 지

점에 깊이 0.3m의 웅덩이를 파고 자연적으로 물

이 고이도록 하였다. 생태적 교란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노출을

최소화하였으며, 주로 목재나 자연석 등을 이용

하여 수서 생태계와의 이질감을 없애고 주변 동

식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2) 서식 환경 특성

조사지점의 물리·화학적 서식 환경 특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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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trl Site1 Site2 Site3 Site4 Site5 Site6 p(K-W)

Stream

physical

Velocity(m/s) 2.34 2.26 1.98 1.70 0.00 0.00 0.00 .000

Width(m) 0.38 0.30 0.78 0.88 0.06 0.27 0.28 .000

Depth(cm) 7.00 14.20 4.80 10.60 1.00 6.00 8.00 .000

S t r e a m

chemical

pH 6.67 6.55 6.67 6.35 6.28 6.27 6.24 .000

DO(mg/L) 8.99 9.18 7.87 8.56 6.99 6.88 6.77 .000

EC(㎲/cm) 29.70 28.06 28.06 31.71 34.80 33.36 33.05 .000

Stream

bed

material

Boulder(%) 1.01 0.13 0.20 3.21 0.00 0.00 0.00 .000

Cobble(%) 12.90 2.28 1.53 12.30 0.00 0.00 0.00 .000

Gravel(%) 27.50 17.55 20.85 28.86 0.50 1.90 0.66 .000

Sand(%) 29.65 21.45 27.31 26.63 1.05 7.46 8.08 .000

Silt(%) 18.06 33.00 32.11 18.00 48.16 42.20 45.78 .000

Clay(%) 11.33 25.48 18.00 11.00 50.85 48.31 45.50 .000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environmental data of survey site

사하였으며, 조사지점별 유속, 계폭, 수심과 계

상의 분포하는 재료(boulder, cobble, gravel,

sand, silt, clay)를 조사하였다(Table 1). 또한, 계

류수의 수질 항목 중 pH(EUTECH, pH 610),

EC(ORION, STAR A2220), DO(YIS, 550A)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유속은 1.70-2.34㎧이었으며, control과 Site 1

에서 2.34㎧, 2.26㎧로 상류지점에서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계폭은 Site 2와 Site 3이 0.78m,

0.88m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지점의 계폭이 1m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수심은 7.00cm-14.20cm

로 나타났고, 웅덩이형 비오톱 중 Site 4 는 웅

덩이 내에 토사가 퇴적되어 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계류 수질은 pH가 6.24-6.67로 약산성

을 보였으며, DO는 6.77-9.18mg/L로 나타났다.

웅덩이형 비오톱에서 DO 값이 비교적 낮았고,

계류에서는 값이 높게 나타났다. EC는 28.06-

34.80㎲/cm로 나타났고, 지점별 값이 차이가 크

지 않았다. 계상재료는 control과 Site 3에서

gravel과 sand가 가장 많았고, Site 1과 Site 2는

sand과 silt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

한 계류일지라도 계상의 구조의 차이를 보였다.

Site 4, Site 5, Site 6는 규모가 큰 boulder이나

cobble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silt

과 clay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시기

밀밭늪의 복원은 산지습지 내 식생이 생육하

기 전인 2015년 3월에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복원 후 2015년 5월(복원 직후), 2015년 9월(복

원 6개월 후), 2016년 5월(복원 1년 후)에 걸쳐

총 3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점은 복원

이 시행되지 않은 상류를 대조구(control)로 하

고, 복원이 시행된 6개 지점에서 저서성 대형무

척추동물의 군집구조를 조사하였다.

3. 조사방법

1) 채집 및 분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채집은 정량채집과

정성채집을 실시하였으며, 정량채집은 서버넷

(30×30cm)으로 채집한뒤 망목(1mm)을 이용하여

정량시료를 얻었고, 정성채집은 핸드넷, 핀셋을

이용하여 돌이나 수초에 부착되어 있는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95% 에탄

올에고정하였으며, 실내로 옮겨와물속생물도감

(Kwon, 2013), 한국의 잠자리 유충(Jung, 2011), 한

국의 수서곤충(Won et al. 2005), 수서곤충검색도

설(Yoon, 1995)을 참고하여 동정 및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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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ite 1

Site 2 Site 3

Site 4 Site 5

Site 6

Figure 2. Location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survey sites on the Milbat bog.

2) EPT지수 및 군집지수 분석

조사지점의 군집의 균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 깨끗한 수환경에서 서식하며, 환경에 민

감한 반응을 보이는 생물군인 하루살이목

(Ephemeroptera), 강도래목(Plecoptera), 날도래목

(Trichoptera)의개체수를 이용하여 EPT 분류군을

구하였다. 또한, 각 조사지점별로 산출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종수와 개체수를 이용하여

Shannon and Weaver(1949)의 다양도지수

(Diversity index: H’), Pielou(1975)의 균등도지수

(Evenness index: J’), Margalef(1958)의 풍부도지수

(Richness index: RI), McNaughton (1967)의 우점도

지수(Dominance index: DI)를 산출하였다.

3) 섭식기능군 분석

Merritt and Cummins(1996)과 Ro and Chun

(2004)의 분류를 기준으로 섭식특성에 따른 분포

경향을 파악하고자 섭식기능군(Funtional Feeding

Groups, FFGs)을 분석하였다.

4) 군집안정성 분석

복원 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적응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서곤충류의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치로 표현하여

군집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Ro, 2002). 상대

적 저항력과 회복력을 1부터 10까지의 등급으

로 세분화하여, 출현종의 저항력과 회복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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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quality evaluation Saprobic determination

ESB Environment condition Area determination
Water

quality
ESB Saprobity

≥81

61-80

Very satisfactory

Satisfactory

First priority protection waters

Priority protection waters
Ⅰ ≥51 Oligosaprobic

41-60

26-40

Some Satisfactory

Some defectiveness

Protection waters

Improvement waters
Ⅱ 21-50 β-mesosaprobic

13-25 Defectiveness Priority improvement waters Ⅲ 9-20 α-mesosaprobic

≤12 Very defectiveness First priority improvement waters Ⅳ-Ⅴ ≤8 Polysaprobic

Table 2. Environment quality evaluation and saprobic classification by ESB index.

치로 표현한 것으로 각축의 수치 5.5를 기준으

로 하여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저항력과 회

복력이 높은 분류군은Ⅰ구역, 저항력은 낮고 회

복력이 높은 분류군은 Ⅱ구역, 저항력과 회복력

이 낮은 분류군은 Ⅲ구역, 저항력이 높고 회복

력이 낮은 분류군은 Ⅳ구역으로 구분하였다.

5) 생물학적 수질 및 환경질 분석

조사지점의 수생태계의 환경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수환경에 대

한 반응을 수치로 나타낸 ESB지수(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mmunity)

를 산출하였다(Table 2). ESB지수는 전국자연환

경 조사지침(Kong, 1997)에서 제안한 것으로 출

현한 종들에 대하여 오염에 대한 내성이 약한

종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산출된 ESB

지수 값을 환경상태(매우 양호, 양호, 다소불량,

매우불량), 보호지역구분(최우선보호수역, 우선

보호수역, 보호수역, 개선수역), 수질등급(Ⅰ,

Ⅱ, Ⅲ, Ⅳ-Ⅴ), 오수생물계열평가(강부수성, α-

중부수성, β-중부서성, 빈부서성)로 구분하여

수서 생태환경을 평가하였으며, ESB 지수 값이

높을수록 수서 생태환경이 양호하다고 판정하

였다(Kim et al., 2018).

 
  



· 

․Qi : Environmental quality score of individual taxa

(개별분류군 환경질점수)

․Si : Species frequency to i environmental quality

( i 환경질에 대한 총 출현 종수의 합)

III. 결과 및 고찰

1.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종조성 분석

조사기간 동안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5

문 6강 13목 40과 60종 1,070개체가 출현하였다.

출현분류군 중에서 파리목과 날도래목이 각각

12종(20.0%)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살이목 11종

(18.3.%), 잠자리목 7종(11.6%), 딱정벌레목 5종

(8.3%), 강도래목 4종(6.6%), 노린재목 3종(5.0%)

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3). 일반 산지계류수

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분포에 비해 파

리목과 딱정벌레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밀밭

늪 내 계곡부에서는 유수의 흐름을 보이지만, 웅

덩이형 비오톱은 고여 있는 형태로 물의 흐름이

적었으며, 정수역을 선호하는 파리목이나 딱정

벌레목이 다수 출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arson, 1985; Saijo, 2001; Park et al., 2006).

조사지점별 출현 종수와 개체수는 각각 12-37

종, 70-277개체로 차이를 보였으며, 종수는 Site

3에서 가장 많았고, 개체수는 conrtol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ite 3은 목재골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횡공작물의 대수면에

상류에서 흘러온 토석류 및 토사가 쌓이면서 저

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계류에 소형보를 설치하

였을 때, 종다양성이 유지된다고 한 Park 등

(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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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Relative composition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number of (a) species and (b) individuals at the

survey site.

천에서 댐이나 보와 같은 횡구조물의 설치가 저

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종수 및 개체수의 감소

에 영향을 준다고 한 Kil 등(2007)과 Kwon 등

(201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하

천과 산지계류라는 지리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되며, 산지계류는 1차 수로로 비교적 외

부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적고, 목재나

돌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변과

의 이질감이 적어 수서생물이 생활하기에 유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EPT 분석

비교적청정한수환경을나타내는 EPT 분류군

의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조사지점별로는 con-

trol과 Site 3, Site 6에서높게 나타나수환경이비

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조사시

기별로 control에서 EPT 분류군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ite 1과 Site 6에서는

복원 직후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control에서 EPT 점유율이 감

소한 것은 양호한 수환경에서 생활하는 강도래

목이 감소하고 정수역을 선호하는 파리목과 딱



40 정유경․이헌호․강원석․박기형․권세명

Figure 4. Comparison the ratio of EPT individuals at the survey sites.

정벌레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ite

1과 Site 2에일시적으로정수역이형성되어 딱정

벌레목이증가하면서계류의상류에 위치한 con-

trol의 EPT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PT 점유율은 Site 2와 Site 4, Site 5와 같이 물의

흐름이 느리거나 유수가 간헐적으로 형성되는

지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루살이목은 비

교적 유수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거

나 유속이 느린 지점에서는 EPT 점유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3).

3.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지수 분석

조사지점별 군집지수를 분석한 결과, control

과 Site 3에서는 총채민강도래가 우점종으로 나

타났고, Site 1과 Site 2에서는 깔따구류, Site 4,

Site 5와 Site 6에서는 큰땅콩물방개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우점도지수는 조사지

점별로 Site 6이 가장 높았고, Site 4, Site 5의 순

으로 나타나 웅덩이형 비오톱을 조성한 지점에

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지점에서 복원 후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우점도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점종에 따른 조사지점별 수서 생태계

를 보면, control과 Site 3는 비교적 양호하고 청

정한 수생태 환경을 유지하며, Site 1과 Site 2는

횡구조물로 인해 유수의 흐름이 저지되면서 계

상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깔따구류

는 오염원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물의 흐름이

없거나 유속이 적은 정수역을 선호하는데, 횡구

조물이 유속을 저감시켰고 유기물이 퇴적되면

서 깔따구류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

으로 판단된다(Park et al., 2006; Shim, 2011).

Site 1과 Site 4의 일부 지점에서 2차 조사 시 우

점도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가을철 낙엽

량 증가에 따라 갉아먹는 섭식 특성을 가진 일

부 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him,

2011). 깔따구류나 물방개류가 우점한 것은 산

지습지의 특성으로 판단되며, 한라산 습지나 대

암산 용늪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Jung et al.,

2008; Kim et al., 2011).

다양도지수는 Site 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ite 6을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복원 직후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Table 4). 다양도지수의 상승은 횡구조물의

설치로 인해 교란되었던 수서 환경이 안정화되

면서 단순하였던 군집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다양도지수와 풍부도지수는 우

점도지수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on-

trol과 Site 3에서 다양도지수가 높고 우점도지

수가 낮게 나타났다.

4.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기능군 분석

각 조사지점별로 섭식기능군의 비율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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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1st dominant species 2nd dominant species DI

control

1st Goerodes KUb Dicranota KUa 0.63

2nd Amphinemura coreana Nemoura KUb 0.47

3rd Gammarus sp. Heptagenia kihada 0.36

Site 1

1st Chironomus sp. (Red) Tipula KUa 0.66

2nd Chironomus sp. (Non-Red) Goerodes KUb 0.88

3rd Chironomus sp. (Non-Red) Goerodes KUb 0.32

Site 2

1st Chironomus sp. (Non-Red) Agabus japonicus 0.72

2nd Amphinemura coreana Chironomus sp. (Red) 0.49

3rd Agabus japonicus Chironomus sp. (Non-Red) 0.38

Site 3

1st Goerodes KUb Gammarus sp. 0.44

2nd Amphinemura coreana Paraleptophlebia japonica 0.40

3rd Gammarus sp. Nemoura KUb 0.26

Site 4

1st Agabus browni Sphaerium lacustre japonicum 0.53

2nd Agabus japonicus Limnodrilus gotoi 0.77

3rd Chironomus sp. (Red) Agabus japonicus 0.54

Site 5

1st Agabus browni Chironomus sp. (Non-Red) 0.57

2nd Sphaerium lacustre japonicum Limnodrilus gotoi 0.59

3rd Agabus japonicus Limnodrilus gotoi 0.47

Site 6

1st Agabus browni Chironomus sp. (Red) 0.89

2nd Chironomus sp. (Non-Red) Tipula latemarginata 0.37

3rd Agabus japonicus Chironomus sp. (Red) 0.60

Table 3. Dominant species and DI(dominant index)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t the survey sites.

H’ E RI

1st 2nd 3rd 1st 2nd 3rd 1st 2nd 3rd

control 2.45 3.31 3.36 0.73 0.74 0.94 2.37 3.92 3.55

Site 1 2.05 1.22 3.33 0.88 0.40 0.96 1.82 1.55 3.00

Site 2 2.17 3.03 3.32 0.77 0.84 0.92 1.94 2.77 2.78

Site 3 3.22 3.74 4.06 0.84 0.81 0.91 3.68 4.99 4.99

Site 4 2.86 1.49 2.42 0.86 0.94 0.93 2.70 0.69 1.57

Site 5 2.29 2.47 2.68 0.88 0.78 0.89 1.69 2.05 1.89

Site 6 1.27 3.12 2.31 0.55 0.90 0.82 0.98 2.62 1.47

Ds: dominant species, DI: dominance, H’: diversity, E: evenness, RI: richness

Table 4. Biotic index of benthic microinvertebrates in survey sites.

게 나타났다(Figure 5). 계류에 위치한 control과

Site 1, Site 3에서는 썰어먹는무리(SH: shredder)

의 비율이 높았으며, control과 Site 1에서는 점

유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지계류

에는 낙엽이나 대형 유기물이 풍부하여 이들을

먹이원으로 하는 썰어먹는 무리가 다수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Site 2에서는 주워먹는 무리

(GC: gathering collector)와 포식자(P: predator)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계폭이 넓고 수심

이 얕으며,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유기물이 계

상 내에 축적되어 유기물이나 부착조류 등을 먹

이원으로 하는 주워먹는 무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계류일지라도 계폭이나 유속,

수심 등 계상의 특징에 따라 서식 환경이 차이

를 보여 먹이자원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Cummins, 1974). 웅덩이형 비오톱이 조성

된 Site 4, Site 5, Site 6에서는 주워먹는 무리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수역의 수

환경을 선호하는 깔따구류가 증가하였기 때문

이며, 선행연구(Allan, 1995; Ba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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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the composition of functional feeding groups at the survey sites.

Shin et al., 2013)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정수

역과 같이 유속이 느린 구간에서는 유기물이 그

대로 계상에 축척되어 유기물을 먹이원으로 삼

는 주워먹는 무리에게 양호한 수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Park et al., 2017).

5.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안정성 분석

밀밭늪에서 군집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control, Site 1, Site 2, Site 3에서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이 높은 Ⅰ구역과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

력이 낮은 Ⅲ구역에 해당하는 종이 비교적 고르

게 분포하는 양극화 특성을 보였다(Figure 6). 조

사시기별로 1차 조사에서는 Ⅰ구역에 편중되어

있다가 2차 조사 시 Ⅲ구역에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절별 기온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온

도 변화에 따라 종구성과 생활사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여름철과 같이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생

산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시기별로 군집구조의

변동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Magnuson et al.,

1979; Vannote and Sweeney, 1980; Benke, 1993).

3차 조사에서는 Ⅰ구역와Ⅲ구역에 분포하는 종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서생물의 군집안

정성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Site 3은

control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군집안정성

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Site 4와 Site 5에

서는 Ⅰ구역에 분포하는 종들이 점차 감소하여

군집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웅덩

이형 비오톱을 조성한 지점을 비교해 보면, 상시

유수가 확인되는 Site 6에서 군집안정성이 비교

적 높았으며, 간헐적으로 유수가 확인되는 Site

4와 Site 5에서는 군집안정성이 매우 낮게 나타

나 유수의 유무에 따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의 군집안정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생물학적 수질 및

환경질 변화 분석

생물학적 수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ESB지수

를 산출한 결과, 조사지점별로는 control과 Site

3에서 36-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질

등급은 Ⅰ-Ⅱ급수로 나타났다(Figure 7). Site 4

와 Site 5, Site 6은 4-25점이었고 Ⅲ등급과 Ⅳ-



43산지습지의 친환경복원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분포에 미치는 영향

Figure 6. Analysis of community stability: factors relative resistance and resilience at each sites(left: 1st survey,

middle: 2nd survey. right: 3rd survey).

Ⅰ: Resistance ↑, Resilience ↑; Ⅱ: Resistance ↓, Resilience ↑,

Ⅲ: Resistance ↑, Resilience ↓, Ⅳ: Resistance ↓, Resil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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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the ESB index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t the survey sites.

Ⅴ등급으로 환경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Site 4의 2차 조사에서 4점으로 가장 낮은

ESB 값을 보였다. 전체 조사에서 ESB 지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Site 3의 2차 조사로 Ⅰ등급

인 최우선보호수역으로 조사되었는데, 목재골막

이의 대수면에 퇴적된 자갈과 돌, 흙 등이 저서

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새로운 서식처를 조성하

여 군집이 안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계류

에서 시행된 복원지점은 ESB 값이 높게 나타났

고, 웅덩이를 조성한 곳에서는 ESB지수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원 흐름의 형태에 따라

복원력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계류

내에 횡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수원의 흐름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물빼기구멍을 설치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높여 수서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시기별로는 1차

조사와 3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ESB 값

이 높았으며, 9월에 조사가 실시되어 비교적 기

온이 높아 수서생물의 다양하게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봄, 여름에 비해 가을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ESB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Kim

등(201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산지습지에서 친환경적 복원을 실

시한 이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변

화를 조사하였다. 밀밭늪에서는 총 5문 6강 13

목 40과 60종 1,071개체가 출현하였으며, 조사

지점별로는 대조구와 목재골막이가 설치된 지

점에서 가장 양호한 군집구조를 보였다. 복원을

위해 설치된 횡구조물이 유속을 저감시키고 계

류 내 여울을 형성하였고, 대수면에 퇴적된 토

석류가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그곳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종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산지습지 내 웅덩이를 조성하여 수원

이 유지되었을 때, 저서동물이 생활하게 되고

수서 생태환경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웅

덩이 형태의 복원은 계류에 실시한 복원에 비해

군집안정성이나 회복력은 낮았으나, 조성된 서

식처에 적응한 새로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

점에서는 개구리 알 등 양서류가 확인되어 수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습지에서는 복원의 유형에 따라 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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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력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복원이 시행되더라도 계상에 돌이나 모

래 등이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 계상구조를

유지하거나, 물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유수역이

형성되는 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서식하

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군집구조의 안정

성이나 회복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습

지의 복원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과의 생태적 연결성 및 유수의 유무는 수서생물

의 서식기반 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산지습지에서 복원 후 1년 동안 조

사가 수행되었으나, 수서 환경의 안정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상의 변화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탄

소의 저장기능이 뛰어난 산지고층습지를 보호

하는데 있어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복원방안의

수립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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