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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에 대한 어류의 서식처적합도지수 산정

- 피라미를 대상으로 -

Estimation of Fish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Stream Water Quality
– Case Species of Zacco platypus –

홍록기aㆍ박진석bㆍ장성주cㆍ송인홍d,†

Hong, RokgiㆍPark, JinseokㆍJang, SeongjuㆍSong, Inhong

ABSTRACT

The conservation of stream habitats has been gaining more public attention and fish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is an important measure for ecological 

stream habitat assessment. The fish habitat preference is affected not only by physical stream conditions but also by water quality of which HSI was 

not available due to the lack of field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HSI of Zacco platypus for water quality parameters of water 

temperature, dissolved oxygen (DO), and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using the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Fish population data merged with water quality were constructed by spatio-temporal matching of nationwide water quality 

monitoring data with bio-monitoring data of the ME. Two types of the HSI were calculated by the Instream Flow and Aquatic Systems Group (IFASG) 

method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Weibull) fitting for the four major river basins. Both the HSIs by the IFASG and Weibull fitting appeared to 

represent the overall distribution and magnitude of fish population and this can be used in stream fish habitat evaluation considering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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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9년 하천법의 개정으로 이수, 치수와 더불어 생태, 환경 

측면의 기능을 고려한 하천복원 사업이 시작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천의 환경기능과 생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하천에서의 어류 서식처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다. 하

천복원 사업을 통해 서식처를 복원하는 것과 더불어 하천의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는데 어류 서식처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생태유량은 하천 구조와 수생태계 다양성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유량이다 (Tharme, 2003).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FWS)에서 제시된 유량증분방법론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 IFIM)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유량을 점차 증가시키며 어종별, 성장단계별 어류의 서식처에 

가장 적합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환경생태

유량 산정을 위해 널리 지지되어온 방법이다 (Stalnaker et al., 

1995; Sung et al., 2005; Lee et al., 2006).

이러한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해서는 어종별 서식처적

합도지수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변수에 대한 대상 종의 선호도를 정

량적으로 표현하는 지표이자 해석수단이다 (Vadas and Orth, 

2001; Vismara et al., 2001). 미국에서는 USGS에서 약 60여 종

의 어류에 대한 HSI를 산정해 환경생태유량 결정에 이용하고 

있다. HSI에 관한 연구는 하천을 넘어 호수, 하구 지역까지 확

장되는 추세이며 (Luz and Loucks, 2003; Vinagre et al., 2006), 

최근에는 로지스틱 회귀, 인공신경망 등 다양한 통계적 방법

이 적용되고 있다 (Jorde et al., 2001; Olden and Jackson, 2002; 

Ibarra et al., 2003; Ahmadi-Nedushan et al., 2006; Inglis et al., 

2006; Santos et al., 2006; Vincenzi et al., 2007; Ju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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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HSI에 관한 연구가 Kim (1999)에 의해 처음으

로 시도되었으며, 남한강 달천 구간에서 피라미 등 6개 어종

에 대한 HSI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 모니터링 자료의 부족

으로 인해 대부분이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 준 이분법으로 

산정되었다. Kang et al. (2004)는 남한강 수계에서 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WDFW, 1996)의 지침에 따

라 유속, 수심, 하상 재료에 대한 피라미의 HSI를 도출했으며, 

Sung et al. (2005)는 낙동강 유역의 현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피라미와 참갈겨니에 대한 HSI를 산정하고 환경생태유량을 

제시한 바 있다. Lee et al. (2006)은 한강 수계 주요 지천 모니

터링을 바탕으로 피라미에 대한 HSI를 산정했다. Kang et al. 

(2011)은 금강수계 지류에서 피라미 등 6개 어종의 HSI를 산정

했으며, Kang (2012)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피라미, 참갈

겨니, 쉬리의 HSI를 비교⋅분석한 바 있다. Hur et al. (2014)는 

금강수계 초강천에서 감돌고기, 참갈겨니, 쉬리의, Kim et al. 

(2016)은 전주천 상류에서 피라미와 쉬리의 수심, 유속, 하상 

재료에 대한 HSI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HSI 산정을 위한 

통계적 접근은 Kong et al. (2017)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

며 가평천에서 피라미 등 9개 종의 수심, 유속, 하상 재료에 

대한 HSI를 Weibull 확률분포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어류의 HSI에 관한 연구 사례와 현장 조사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심, 유속 등 하천의 수리조건과 어류 

개체를 연계한 HSI는 다수 제시된 바 있으나, 하천의 수질을 

바탕으로 각 수질 인자별 HSI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일반적

으로 어류 서식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수심, 유속과 

같은 물리적 인자뿐 아니라 영양물질, 독성, 용존산소 등의 화

학적 인자도 포함된다 (Arthington et al., 2006). 부착조류는 질

소, 인 등의 영양염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며, 이는 조류를 먹이

로 삼는 어류의 서식 적합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류 서식처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인자들은 수계, 지천 특성에 따라 다르

며 물리적, 화학적 인자는 하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인자에 

대한 HS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류의 HSI를 산정하

는 데 물리적 인자뿐 아니라 수체의 수질 인자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수질 등급에 따른 수질 인자의 범위, 

적정 서식 어종을 분류한 사례는 있으나, 수질 인자에 대한 정

량적인 HSI의 산정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국내 하천 물환경측정

망의 수질⋅생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수질 인자에 대한 

피라미의 HSI를 수계 단위로 산정하며, 상시 운영되는 물환경

측정자료를 통해 HSI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목적

을 둔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수질, 총량, 생물측

정자료를 시공간적으로 연계하고, 물리적 인자에 대한 HSI 

산정에 적용되어 온 Instream Flow and Aquatic Systems Group 

(IFASG, 1986)의 방법과 Kong et al. (2017)에 의해 제시된 통

계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수온, 용존산소량 (DO),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에 대한 HSI를 도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수질 인자에 대한 HSI를 산정하기 위해 수질측정망과 생물

측정망을 GPS 좌표와 하천 흐름을 기반으로 공간적으로 연결

했다. 이후 측정자료의 시간 정보에 기반하여 공간적으로 연

결된 지점 간의 측정자료를 시간적으로 연결했다. HSI를 산정

할 수계 단위를 바탕으로 가용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질 인자별 HSI를 산정했다. 본 연구의 흐름을 Fig. 1에 도시

하였다.

Fig. 1 Schematics of the stud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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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구축

가. 측정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측정망의 하천 측정자료로써 물

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2021.01.17. acces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ME, 2018)

에 따른 운영 중인 하천 수질, 총량, 생물 측정지점 현황은 

Table 1, Fig. 1과 같으며, 측정망 별 주요 측정항목과 측정주기

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측정망에서 관측된 어류 출현 개체수와 

수질, 총량 측정망에서 관측된 수질 측정치를 바탕으로 어종

별 HSI 산정을 위해, 하천 측정지점 전체의 2011∼2020년 측

정자료를 수집했다.

나. 생물 측정지점 – 수질 측정지점의 공간적 연계

수질 인자에 대한 어종별 서식처 적합도 지수 산정을 위해

서는 어류 개체밀도를 측정한 지점의 수질 측정자료가 필요하

다. 즉, 생물 관측지점과 수질 측정지점의 공간적 연계가 요구

된다. 두 측정지점의 공간적 연결을 위해 측정지점의 GPS 좌표

와 하천망도를 이용했다. 측정지점의 GPS 좌표는 ME (2018)

의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며, 하천망도는 

1/25,000 국가 기본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가공간정

보포털 오픈마켓 (http://data.nsdi.go.kr/dataset/ 12608, 2021.01. 

21. access)에서 제공된 것이다. 수질 측정치는 어류가 채집된 

공간의 상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각의 생물 관측지

점에 대해 0.5 km 범위에서 동일 하천 흐름 내에 있는 최단 거리

의 수질 또는 총량 측정지점을 연계했다. 연계된 생물 측정지

점과 수질 측정지점 현황을 Table 3과 Fig. 2에 나타내었다.

다. 생물 측정자료 – 수질 측정자료의 시간적 연계

측정지점 간의 공간적 연계와 더불어 어류 관측자료에 대한 

수질 측정자료는 시간적으로도 해당 어류가 관측된 시점의 환

경을 대표해야 한다. 어류 관측자료 각각에 대해 해당 측정지

점과 연결된 수질, 총량 지점의 측정자료 중 시간상으로 가장 

가까운 자료를 연결했다. 한편, 두 측정자료는 시간상으로 동

일 시점이 되도록 시간 차이를 최대 1일로 제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한강, 북한강, 남한강 중권역을 포함하는 한강 수

계와,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각각을 대상으로 하

였다 (Fig. 2). 수계 상으로 영산강과 섬진강은 분리되어있으나 

하나의 대권역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다른 수계에 비해 측정

지점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두 수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고려했다. 대상 어종 피라미에 대하여, 각 대상 수계 

내에 속하는 지점에서 시간⋅공간적으로 연계된 생물⋅수질 측

정자료의 수는 Table 4와 같고, 그 분포는 Fig. 2에 나타내었다.

Drainage system
Normal 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TPLM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Bio-monitoring network

Total 683 337 3,039

Han river 261 126 907

Geum river 147 61 617

Nakdong river 190 93 898

Yeongsan / Seomjin river 85 57 617

Table 1 Status of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points in river (ME, 2018)

Monitoring network Monitoring frequency Major parameters

Normal water 

quality
12 times/year

Temperature, pH, DO, BOD, COD, TOC, SS, T-N, Dissolved total nitrogen 

(DTN), NH3-N, NO3-N, T-P, Dissolved total phosphorus (DTP), PO4-P, 

Phenols, Fecal coliforms (FC), Total coliforms (TC), EC, Chl-a, etc.

TPLM water quality more than 36 times/year Temperature, pH, DO, BOD, COD, TOC, SS, T-N, T-P, EC

Bio (fishes) 2 times/year* (spring and fall)
Number of appearances and populations of domestic, benthic, sensitive, 

resistant, carnivorous, abnormal, and somnivorous species

* Representative and main points are inspected every year, and others are inspected every three years.

Table 2 Major parameters and measurement frequency of water quality and bio-monitoring network (M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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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sites and monitoring points

Drainage system Total
Points connect with bio-monitoring network

Normal 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TPLM 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Total 483 (74) 379 178

Han river 186 (27) 159  54

Geum river  87 (12)  71  28

Nakdong river 136 (28) 103  61

Yeongsan / Seomjin river  74 ( 7)  46  35

* The values in ( ) represent the number of monitoring points serving for both normal and TPLM water quality monitoring.

Table 3 Number of pairs of water quality- and bio-monitoring points

Drainage system Total
Time difference between water quality- and bio-monitoring date (days)

0 day 1 day

Total 942 338 604

Han river 336 109 227

Geum river 213  80 133

Nakdong river 251  95 156

Yeongsan / Seomjin river 142  54  88

Table 4 Number of available data for HSI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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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수질 인자

물환경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HSI를 산정함에 있어 많은 데

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수질(일

반)측정망과 총량측정망에서 공통으로 측정하는 수질 인자인 

수온, pH, DO, BOD, COD, TOC, SS, T-N, T-P, EC를 수질 

인자로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수질 인자별로 대상 

어종인 피라미의 개체밀도 분포를 작성하고, 단변량 곡선으로 

뚜렷한 경향을 보인 수온, DO, BOD에 대한 HSI를 산정하였

다. 이들 수질 인자들은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Part et al., 2008; Kim et al., 2013), 수생태 어류와 상관성

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개별 수질인자에 대해 HSI

를 산정하였다.

3. 서식처 적합도 지수 산정

국내에서 서식처 적합도 지수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질 인자에 대한 서식처 적합도 지수 사례

는 해외에서도 흔치 않다 (Kang,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하천 수심, 유속에 대한 서식처 적합도 지수의 산정

을 위해 제시된 방법에 대해 검토했다. 미국에서 IFASG (1986)

와 WDFW (1996)에 의해 제시된 방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WDFW 방법은 특정 수심 및 유속이 차지하는 면적 백분율

에 따른 개체 수의 기댓값을 바탕으로 지수를 산정하여 개체 

수만 적용하는 것보다 더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하고 많은 하천 측량, 수리량 측

정 데이터가 필요하다 (Kang, 2012). 또한, 한 단면의 모든 생

물을 채집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투망, 족대 등을 조사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Kong 

et al., 2017). 이 방법은 세부 구간별 자세한 흐름 측정 데이터 

획득이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하천이 아닌 

유역의 복수의 하천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 어류의 서식처 

적합도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KEI, 

2010). IFASG 방법은 WDFW 방법보다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

로, 대상 인자의 구간별 개체 수 분포를 작성하여 전체 개체 

수에 대한 50%, 75%, 90%, 95% 범위에 있는 인자 값을 각각 

적합도 지수 1.0, 0.5, 0.1, 0.05의 값으로 부여한다 (Fig. 3).

한편, IFASG 방법에 따른 HSI의 산정 방법은 환경요인의 

특정 값에서 출현한 최대 개체 수로 다른 값에서 출현한 개체 

수를 나누어 0∼1의 값을 갖도록 한다 (Ahmadi-Nedushan et 

al., 2006). 각각의 환경요인 값에서 산출된 HSI를 이으면 직선

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래프로 표현되어 모든 절점의 좌표를 

저장해야 하는 기록관리 문제와 절점 사이 구간에서 HSI를 보

간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ong et al. 

(2017)은 Weibull 분포 모형을 적용하여 수심, 유속의 물리적 

요인에 대한 HSI를 연속함수식으로 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연속함수로의 회귀는 환경요인 값에 대한 HSI를 직접 계산할 

수 있고, 수식의 매개변수를 통해 기록관리가 쉬우며, 재현성

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Weibull 분포 모형은 금속, 복합재료의 강도나 전자 부품의 

수명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왔으나 환경 인자에 대한 생물 

종 수, 개체 크기, 생존율 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적용되는 

등 생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Pinder et al., 1978; Flather, 

1996; Fleming, 2001; Ulrich et al., 2018). 특히 Weibull 분포의 

밀도함수 형태는 형상 모수에 따라 변화하여 Pareto 분포, 지수

분포, 정규분포 등 다양한 확률분포 모형의 재현이 가능하여 

범용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존재하는 관측 데이터의 형태를 고려해 

다량의 측정치를 종합하여 수계별 통합 지표를 마련할 수 있

도록 IFASG 방법과 Weibull 확률분포형을 적용하여 수질 인

자에 대한 HSI를 산정하고 그 적용성에 대해 고찰했다.

한편, 대량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환경요인 구간별로 개체 

수를 합산하는 경우 서식처 적합도 지수가 구간별 표본 크기

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 그 자체로써 HSI

를 산정하는 경우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자료의 영향

으로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2011∼2020년 기간에 대상 지점에서 관측된 수질 인자의 

최대, 최솟값 사이 범위를 20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수질 

인자의 구간 내에 관측된 개체밀도의 평균치를 해당 구간을 

대표하는 개체밀도로 적용한다. HSI 산정의 상세과정은 다음

과 같다.

가. IFASG 방법

수질 인자 (수온, DO, BOD) 의 관측치 중 최댓값, 최솟값 

Fig. 3 Application of the IFASG method to a depth factor (IFAS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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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범위를 구간의 수  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길이를 

산정하고 (식 (1)), 20개 구간의 범위를 설정했다 (식 (2)).




max min
(1)

  min min  ;     ⋯  (2)

여기서 max , min은 각각 수질 인자 의 관측치 중 최댓값, 

최솟값이고, 는 구간의 길이, 는 번째 구간의 범위이다.

가용자료에서 수질 인자 구간별로 대응되는 어류 개체밀도

를 합산하고, 이를 대응된 자료의 수로 나누어 해당 수질 인자 

구간에서의 평균 개체밀도를 산정했다 (식 (3)).





∈



(3)

여기서 , 는 수질 측정치와 이에 대응되는 개체밀도, 

는 구간 에 속하는 자료의 수, 는 구간 에서의 평균 

개체밀도다.

구간별 평균 개체밀도를 바탕으로 Fig. 3과 같이 전체 개체 

수의 50, 75, 90, 95%가 속하는 인자 값에 각각 HSI 1.0, 0.5, 

0.1, 0.05의 값을 부여하고, 이들을 선분 연결했다. HSI는 수계

별로 피라미가 출현한 사례가 있는 수질 인자 구간 내에서 

산정하였으며, IFASG (1986)에 제시된 Somerville (1958)의 

non-parametric tolerance limit에 따라 HSI에 따른 수질 구간별 

개체 수에 대해 90%의 confidence level을 갖도록 했다.

나. Weibull 분포형 회귀 방법

식 (3)으로부터 산정된 구간별 평균 개체밀도의 합이 1이 

되도록 각 구간의 평균 개체밀도를 전체 구간의 개체밀도 합

으로 나누었다 (식 (4)).













(4)

여기서 
는 어류에 대해 수질 인자 구간 가 적합한 

서식지일 확률을 의미하며 
는 구간 의 중심점으로 식 (5)

와 같이 표현된다.


 min

  (5)

이에 따라 
는 수질 인자 값 

에서의 서식 적합도를 

표현하는 확률질량함수가 된다. 이를 식 (6)의 Weibull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로 회귀하며, 매개변수 , , 는 확률질량함수

에 의한 값과의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최소가 되는 값으로 시행 착오법에 의해 산정했다.




 
 






 


 (6)

여기서 , , 는 각각 형상모수 (shape parameter), 척도모

수 (scale parameter), 역치모수 (threshold parameter)이다.

HSI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므로 를 함수의 최댓값

으로 나눈 식 (7)과 같은 함수로 표현했다.

 
 





 






 







 (7)

Ⅲ. 결과 및 고찰

1. IFASG 방법과 Weibull 분포형에 의한 HSI

수온, DO, BOD에 대한 피라미의 수계별 개체밀도를 분석

해 IFASG 방법과 Weibull 분포형에 의해 산정된 서식처 적합

도 지수는 Fig. 4와 같으며, Weibull 분포형의 매개변수와 중심

치,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다.

집중경향치 간의 관계는 최빈치와 평균의 대소관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Fig. 4에서 수온에 대한 개체밀도는 금강수계

에서 상대적으로 저온측으로, 다른 수계는 고온측으로 편향되

는 경향이 있다. IFASG 방법에 따른 HSI는 이러한 경향성을 

잘 나타내며, Weibull 분포에 의한 곡선은 전체 수계에서 고온

으로 편향성을 나타낸다. DO에 대해서는 영산강⋅섬진강 수

계의 개체밀도가 저농도로, 이 외 수계에서는 고농도측으로 

편향되어있는데 IFASG 방법과 Weibull 분포에 의한 곡선 모

두 이를 재현하고 있다. BOD에 대해서는 낙동강 수계의 개체

밀도만 고농도 편향성을 나타내며 IFASG 방법에 따른 HSI는 

이를 잘 재현한다. 하지만 Weibull 분포곡선은 전체 수계에서 

저농도 편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료인 수질 인자 구간별 개체밀도의 집

중경향치 분포를 잘 재현하는 것은 IFASG 방법에 따른 HSI 

곡선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IFASG 방법과 Weibull 분포형

의 적합 과정의 차이 때문이다. IFASG 방법은 전체 개체 분포

에서 일정 비율이 속하는 수질 인자 값에 일정한 HSI 값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전체 분포를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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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populations and HSI about temperature, DO, and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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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경향치가 고려된다. 금강수계에서 수온에 대한 최빈값은 

평균보다 저온에 치우쳐있으나, 수온 24.3∼25.8℃ 구간에서 

비교적 큰 값을 갖는 개체밀도와의 적합을 위해 Weibull 분포

형이 집중경향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Weibull 분포형을 적합하는 과정은 각 수질 인자 값에 대한 

개체밀도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집

중경향보다는 전체 데이터의 분포 형상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HSI 값 0에 해당하는 수질 인자의 한계 범위는 

Weibull 분포곡선에서 더 넓다. IFASG 방법은 어떤 수질 값에

서 충분히 큰 개체밀도를 갖더라도 집중경향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HSI 값이 부여된다. 반면 Weibull 분포

곡선은 이와 같이 집중경향치에서 멀리 떨어진 인자에 대한 

개체밀도 값에 대한 적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IFASG 방법에 

따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HSI 값이 부여된다. 이러한 이유로 

Weibull 분포곡선이 상대적으로 넓은 한계 범위를 지니며, 수

질 인자의 전 구간에 대한 개체밀도의 크기 특성을 잘 재현한

다고 할 수 있다.

2. 수계별 서식처 적합도 지수 비교

Fig. 5는 Fig. 4의 HSI 산정 결과를 수질 인자와 산정 방식으

로 구분해 도시한 것이다. 수온에 대한 HSI 곡선은 금강수계를 

제외하고 고온측으로 편향된 분포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계마

다 생물측정을 한 시기와 환경이 다른데, 금강수계의 경우 측

정 기간의 수질 지표들의 변동 범위가 다른 수계와 다르게 고

온 영역에 조사자료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Choi 

and Choi (2018)에 따르면, 피라미는 2.5∼32.5℃의 수온 범위

에서 서식하며 최적 수온 범위로 17.5∼22.5℃라 제시하였고, 

Shim et al. (2020)은 20℃ 부근에서 피라미의 생장성이 가장 

좋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금강수계에서 IFASG 방법에 따

른 최적 수온 범위는 12.7∼18.9℃로 다른 수계와 비교하여 낮

게 산정되었다. 이는 생물측정망 조사 시기에 금강수계에서 

수집된 수온 자료의 변화 폭이 다른 수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DO의 경우 7.4∼14.0 mg/L, BOD는 0∼4.7 mg/L 구간이 최

적 구간으로 산정되었다. 생활환경 기준 수질 등급 (http://water.

nier.go.kr/web/contents/contentView/?pMENU_NO=37, 2021.08. 

16. access)에 따르면 피라미는 수질 등급 III (IV)의 생물지표

종이며, 해당 등급은 BOD 5 mg/L 이하 (8 mg/L 이하), DO 

5 mg/L 이상 (2 mg/L 이상)에 해당한다. DO와 BOD에 대해 

산정된 최적 수질 구간은 피라미가 서식하는 수질 기준에 부

합한다.

Water quality 

factor
Drainage system

Weibull distribution parameters

Mean Median Mode
Standard 

deviation
Shape

()

Scale

()

Threshold

()

Temperature

Han river 7.76 29.99 5.61 22.59 23.00 23.85 4.30 

Geum river 4.04 20.51 0.00 18.60 18.73 19.12 5.17 

Nakdong river 5.45 23.94 0.00 22.09 22.38 23.07 4.68 

Yeongsan / Seomjin river 6.46 25.14 0.00 23.42 23.75 24.49 4.24 

Four rivers pooled 5.58 29.11 5.44 21.46 21.82 22.66 5.57 

DO

Han river 7.91 26.53 15.64 9.33 9.69 10.44 3.74 

Geum river 7.66 22.01 10.58 10.10 10.40 11.03 3.20 

Nakdong river 3.93 17.03 4.60 10.82 10.91 11.20 4.40 

Yeongsan / Seomjin river 2.65 10.50 0.53 8.80 8.61 8.25 3.79 

Four rivers pooled 6.23 26.48 15.36 9.26 9.61 10.39 4.61 

BOD

Han river 1.52 5.47 0.00 4.93 4.30 2.70 3.31 

Geum river 1.44 5.51 0.00 5.00 4.27 2.42 3.53 

Nakdong river 1.56 3.42 0.00 3.07 2.70 1.77 2.01 

Yeongsan / Seomjin river 1.43 3.79 0.00 3.44 2.93 1.64 2.44 

Four rivers pooled 1.36 5.98 0.00 5.48 4.57 2.25 4.07 

* The units for threshold, mean, median, mode, and standard deviation are ℃ and mg/L for water temperature, and for 

DO and BOD, respectively.

Table 5 Statistical parameters of Weibull distribution for the different water qualit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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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물환경측정망의 수질⋅생태 모니터링 자료를 시

공간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해 수질 인자에 대한 

피라미의 HSI를 수계 단위로 산정하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

다. IFASG 방법과 Weibull 분포형으로써 수온, DO, BOD에 대

한 피라미의 출현 개체밀도를 HSI로 재현하였다.

환경요인별로 산정된 HSI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와 수질 등

급에서 제시된 범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FASG 방법

과 Weibull 분포형에 의해 도출된 HSI 곡선을 중심치와 출현 

개체밀도 재현성의 두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IFASG 방법

은 HSI 값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집중경향치가 반영되어 이에 

대한 재현성이 높았으며, Weibull 분포형은 전체 원자료를 대

상으로 확률적 추정과 적합을 목적으로 두어 수질 인자의 전 

구간에 대한 개체밀도 크기의 재현성이 높았다. 이러한 측면

에서 Weibull 분포형이 어류 서식처의 한계 범위를 넓게 산정

함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온, DO, BOD의 수질 인자에 대한 HSI를 

4대강 수계와 전체 수계로 구분하여 산정했다. 이는 수계 단위

로 산정된 HSI가 수계 내 하천 특성을 대표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HSI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

서는 개별 중⋅소하천 단위의 생물측정자료가 제한적인 상황

을 고려하여 수계 단위로 범위를 확대하여 주요 수질 인자에 

대한 HSI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수온, BOD, DO와 더불어 수질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수질 인자에 대한 HSI를 산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라미뿐 아니라 다양한 어종에 대한 HSI 

산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Fig. 5 HSI by the IFASG method and Weibul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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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질 인자를 고려한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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