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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기능 평가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확산추세종 8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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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verify the validity of functional evaluation items suitable for 
small living area wetlands, which have recently been emphasized in importance. The distribution status of  
ecosystem-disrupting organisms distributed in major rivers and reservoirs in Seosan-si was identified, and the basic 
data for functional evaluation was suggested.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riparian areas for the restoration of 
lateral connectivity of rivers in Seosan-si were surveyed, and the distribution status of 8 species of ecosystem-disrupting 
species for strengthening the health of aquatic ecosystems in local and small rivers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5 watersheds in Seosan-si, 48 local rivers and 49 lake reservoirs were selected, and 46 research sites were selec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earch and the topography and habitat characteristics. Ecosystem disturbance 
species of fish were identified at 31 poi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arge mouth bass (Micropterus salmoides) 
mainly inhabited the water purification section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reservoir. Ecosystem disturbance 
plants were confirmed at 122 points by adding major colonies, and spiny lettuce (Lactuca serriola) was distributed 
over the river bank, and ragweed (Ambrosia artemisiifolia) was distributed in the vicinity of the artificial ground of 
the main reservoi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ckly pear (Sicyos angulatus) was distributed partially in the Great 
Lakes. The Woncheon Stream in the Ganwol Lake Basin and Daeho Basin, and the Jwase Stream and Haemi Stream 
in the Seokmun Lake Basin were proposed as intensive management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unctional evaluation of the small wetlands and creation of ecological spaces for living areas such 
as biotope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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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태계 교란생물에 의한 지역 고유의 생태적 안정성 훼손과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FTA

체결 확대, 국외 여행객 증가, 애완․관상용 도입 등 자원의 국

제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과 새로운 생

태계 교란생물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로 유입되어 정착 및 확산되면서 유

전자원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태계 시스템 교란, 기능 변화, 지

역 고유종 종다양성을 감소하는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에 의한 자

연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파악하고 사전예방에 필

요한 제도적 도구와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UN의 지

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각

나라마다 외래생물을 목록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

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

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입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확산추세종은

매년 조사하고 기타 증감 추이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종은

격년 조사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물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중 자연성 회

복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서 외래종

등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제시한 바 있다. 서산시는 중대형

호․저수지와 산림지역에 생태계교란생물이 확산되어 시민사

회단체 등과 연계한 전수조사와 민․관 협력 퇴치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정원 조성이 활성화되면서 정원에 침입하는 생태계 교란생

물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순천만정

원에는 양미역취가 급격하게 번성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하였다(강감정, 2014; 송우영, 2014).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 침입한 생태계 교란생물로는 환삼덩굴, 단풍

잎돼지풀,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도깨비가지 등의 분포를 확인

하고, 집중모니터링및관리를하고 있으며(윤석, 2020), 울산생

명의숲에 의하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 6종

이 침입하였고(https://www.naturing.net/m/3062/entryobs/31

07), 대한수중환경보호협회에서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동물 4종에 대한 퇴치작업과 시민대상 생태환경교

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http://www.ksilbo.co.kr/new

s/articleView.html?idxno=794903).

이들 소규모 습지나 비오톱정원 등 소규모 생태계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최적화된 기능평가 도구(RAM)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러한배경에서, 본연구에서는 충청 및 중부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태계 교란생물의 조사와 퇴치에 적극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는 서산시를 사례로(그림 1 참조) 본연구는최근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규모 생활권습지에 적합한 기능평가

항목의 타당성을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서산시 주요 호저수지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중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규모 생활권습지에 적합한 기능평가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산시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 분포하는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기능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서산시 내 하천의 횡적 연결성 회복을 위한 수변지역 보전 및

복원을 제시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8종을 목표종으로 하여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서산시 관내 5개 유역을 중심으로 지방하천 48개소와 호저수지 49개소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결과와

지형과 서식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46개소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여 문헌 및 답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생태계교란종 어류는

31개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큰입배스는 저수지 중하류 하천 정수구간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식물은

주요 군락지점을 추가하여 총 122개 지점에서 확인하였으며, 가시상추는 하천 제방 위 전반적으로 분포하였고, 돼지풀은

주요 저수지 인공지반 부근에 분포하였으며, 가시박이 대호 일대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월호 유역과

대호 유역의 원천천, 석문호 유역의 좌세천과 해미천 일대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소규모 습지의

기능 평가와 더불어 비오톱정원 등의 생활권 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비오톱정원, 생물다양성, 생활권습지, 기능평가(RAM),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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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히 서산시 유역별로 생태계 교란생물 중에서 확산추세

종 9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도깨비가지,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도깨비가지를 제외

한 8종의 서식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점

을 도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지 선정

1) 연구범위
본연구는 충남 서산시 관내 호수 및 유역 내 중하류 소하천

수변생태계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는 2019년 5월부

터 2020년 10월까지 분포조사를 하고, 2021년 5월부터 10월까

지 기능평가를 위한 추가조사를 하였다. 생태계 교란생물 서산

시 확산 추세종 8종의 서식환경과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고, 분

포도 분석을 통해 집중관리권역을 제안하였다.

2) 조사대상지 선정
현지 조사 대상지는 지방하천 및 호저수지 DB를 구축하여

GIS를 이용하여 유역별 호저수지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

한 GIS/DB를 구축한후, 지형, 하천 제방 내선형 식생대, 정수

유역을선정하였으며, 문헌조사 결과,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대

상지점을 추가하였다. 주요 저수지보다 높은 지점으로 저수지

상류의 하천의 경우 조사대상지에서 제외하였으며, 저수지 보

다 높은 상류이나 하천의폭이넓고 만수위 시 역류될수 있는

하천을 포함하였다. 또한, 주요 하천의 합류지점에서의 정수유

역구간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다(그림 2, 그림 3 참조).

기초 지방하천 DB는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자원 유역단위도와 하천정보를 수집하여 유역도와

서산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서산시의 주요 지방

하천은 총 48개소로 유역길이 총 191.34km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대상지 서산시 위치

기초�대상지�작성

-�지방하천� 48개소

-�호저수지� 49개소

-�지형(표고,�향,�경사)�고려

-�식물:�하천(제방�내�선형�

식생대)

-�어류:�하천(정수유역)

-�문헌조사�결과�생태계교란�

생물�분포�대상지점�추가

선정�및�제외�사유

-�주요�저수지�표고(등고)�높은�

구간:�제외

-�저수지보다�높은�상류이나�

하천의�폭이�넓고�만수위�시�

역류될�수�있는�하천�포함�

(예:�대호지�원천천)

-�주요하천�합류지점�

조사대상지�선정

그림 2. 현지 조사대상지 선정 기준

행정구역 유역

그림 3. 조사지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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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저수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연속수치지도 중

호저수지 정보를 수집하여 서산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작성

하였다. 서산시의 주요 호저수지는 총 49개소, 총 면적 35.62

km2로 나타났다.

현지조사대상지는지방하천 48개소와호저수지 49개소를대

상으로 Arc-GIS(v.10.1)를 이용하여총 46개소를선정하였으며,

읍면별로는대산읍 4개소, 석남동 2개소, 지곡면 2개소, 팔봉면 1

개소, 성연면 8개소, 음암면 4개소, 운산면 7개소, 해미면 5개소,

고북면 4개소, 부석면 3개소, 인지면 5개소로 도출되었다.

유역별로는 대호유역 13개소, 간월호유역 24개소, 부남호유

역 2개소, 석문호유역 6개소, 반계천 유역 2개소이다(표 1, 표 2

참조).

2. 문헌연구 및 답사

문헌연구는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4 대호방조제 유역

(금강대권역, 대호방조제중권역), 2015, 국립생태원｣,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4 반계천 유역(금감대권역, 대호방조제

중권역), 2015, 국립생태원｣,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4 부

남방조제 유역(금강대권역, 부남방조제중권역), 2015, 국립생태

원｣,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4 간월방조제 유역(금강대권

역, 대호방조제중권역), 2015, 국립생태원｣ 등을 고찰하여 대상

지 내 생태계교란 확산 추세 식물종 9종의 분포 및 확산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장 답사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면적, 생

물종출현시기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큰입배스와 파

랑볼우럭은투망과족대를 이용하여 포획하였으며, 황소개구리

는족대, 뜰채(hand ne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외 지역주

민과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하여 출현 여부를 확인하

였다(그림 4, 표 3 참조).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등

식물은 호소 및 하천 제방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며 분포 여부

를 확인하였다.

읍� ․ 면 호�저수지 지방하천

대산읍
운산저수지,�화곡저수지,�

물안저수지,�대호지

운산저수지,�화곡저수지,�

물안저수지

석남동 석남천 신장천

지곡면 지곡면 원천천,�사동천지곡면

팔봉면 솔감저수지 어은천

성연면 고남저수지

마중천,�예덕천,�명천천,�

갈현천,�성연천,�오사천,�

고남천

음암면 성암저수지,�잠홍저수지 도당천,�청지천

운산면 고풍저수지
좌세천,�고산천,�수평천,�역천,�

태봉천,�갈산천,�대교천

해미면 산수저수지
홍천천,�동암천,�반양천,�

해미천

고북면 고북저수지
신상천,�도간천,�기포천,�

소정천�

부석면 간월호,�부남호 장검천

인지면 풍전저수지,�모월저수지 화수천,�야당천,�둔당천

표 1. 읍면별 호저수지 및 지방하천

유역 수량 조사지점

대호방조제 13

화곡저수지,�물안지,�운산저수지,�원천천,

마중천,�예덕천,�명천천,�갈현천,�사동천,

성연천,�오사천,�고남천,�고남저수지

간월방조제 24

간월호,�풍전전수지,�잠홍저수지,�

성암저수지,�산수저수지,�고북저수지,

모월저수지,�소정천(+와룡천),�기포천,�

도간천,�신상천,�해미천,�반양천,�동암천,�

홍천천,�신장천,�대교천,�태봉천,�도당천,�

청지천,�석남천,�둔당천,�야당천,�화수천

부남방조제 2 장검천,�부남호

석문방조제 6
고풍저수지,�역천,�좌세천,�갈산천,�고산천,�

수평천

반계천유역 2 솔감저수지,�어은천

표 2. 유역별 조사지점

그림 4. 식물상, 식생군락 및 하천 포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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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소유역별 생태계 교란생물(확산추세종 9종) 현황

1)대호호 유역
고남저수지(호소)는 저수지 내 유량이 풍부하여 수위가 높

아 저니와 모래, 자갈 등으로 구성된 정수환경인 정체수역이

형성되었으며 큰입배스가 확인되었다(그림 5 참조).

운산저수지(호소)는 저수지 내 유량이 풍부하고, 저니와 모

래 등의 단순한 하상구조로 인해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어큰입

배스가 확인되었다.

화곡저수지(호소)는 저수지 내 수위가 높고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어 큰입배스의 서식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원천천 소하천 하류 방향으로 하천 내 유량이 풍부하고, 주

변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에 의하여 수변부와 저수로 내 수생식

물이넓게 활착됨에 따라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었다. 큰입배스

와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가 각각 확인되었고, 가시상추와 가

시박이 제방에서 발견되었다(그림 6 참조).

마중천 소하천의 경우, 상․하류 방향으로횡적 구조물(콘크

리트수직보)이 형성됨에 따라 상류 방향은 정체성 수역, 하류

방향은 유수성 및 수변식생부로 정수성 수역이 형성되었다. 가

시상추, 가시박 2종이 확인되었는데, 가시박은 하천 유량변동

에 의해빠르게 확산될가능성이 있었다. 큰입배스와황소개구

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유속이 빨라 이들이 서식할 수

없는 미소서식처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남천 소하천은 상류부에서 하천 내 적은 유량이 조사지점

까지 유지되었으며, 하류 방향으로 저수로 내 수생식물이넓게

활착하여 분포되어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었다. 가시상추, 미국

쑥부쟁이가 제방 상부에 소군락으로 확인되었다. 큰입배스와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상류부에서 유하하는

유량이 조사지점까지의 흐름이 다소 빠른 유수성 수역으로 하

상구조가 대부분 모래, 자갈, 큰돌(수변부에 적은 밀도로 구성

된 저니)로 구성됨에 따라 이들이 서식할 수 없는 미소서식처

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연천소하천의경우, 넓은 하폭에비해상류 방향에서하류

방향까지 하천 내 유량이 다소 풍부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

속이 다소빠른 유수성 수역으로 형성되었으며, 일부 정수환경

(웅덩이 형태로 범위가 좁음)이 형성되었다. 단풍잎돼지풀, 가

시상추, 미국쑥부쟁이 3종이 하천 제방, 나대지, 도로인접지역

에서 확인되었고, 큰입배스와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심이 깊고 정체된 수역의 미소서식처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오사천 소하천은 상류 방향에서 하류 방향까지 하천 내 유량

이 풍부하지 않고, 넓은 하폭에 비례하여 수폭이 좁아 정체성

수역이 발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량이 풍부하지 않았다. 가

시상추 1종이 하천 제방을 따라 국소적으로 분포하였고, 큰입

배스와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갈현천 소하천은 상류 방향에서 하류 방향까지 하천 내 유량

이 단절되지 않고 풍부한 수생태계가 형성되었으나, 전반적으

로 흐름이 빠른 여울(좁은 범위 형성) 및 유수역의 수환경이

형성되었고, 수변식생이 형성된 일부 웅덩이(pool)에서만 정수

환경이 확인되었다. 가시상추가 확인되었는데, 주변농경지, 공

장지대 등의 교란 요인으로 인해 확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큰입배스와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동천 소하천은 상류 방향으로 수변식물이 넓게 분포하여

일부웅덩이가 형성됨에 따라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었으나, 하

류 방향으로 하천 기울기에 의해 흐름이 빠른 여울(좁은 범위

형성) 및 유수역의수환경이 분포하고, 어도(도벽식어도)가 위

치하였다. 다른 식물이 견디기 힘든 도로위에서도 잘 자라는

가시상추가 제방에 분포하였고, 사면에 가시박이 소군락으로

분포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큰입배스와황소개구리는 발견되

지 않았다.

명천천 소하천은 수생태계가 단절되지 않고 다양한 서식환

경(여울 및 유수, 정수환경)이 상류 방향에서 하류 방향으로

서식지에 따라반복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수변식생의 서식지는

유속의 흐름이 조금 느린 정수환경이 형성되었으나, 전반적으

로 유수환경이 형성되었다. 생태계교란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2)간월호 유역
풍전저수지(호소)는 정수역의 서식환경의 특성인펄과 저니,

지점 간월호�유역(풍전저수지)

연령대 50대�초반 성별 남성

거주지
서산시�

지역주민

생태계�교란생물�

(어류)�출현종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비고
약� 30∼40cm의�큰입배스�성체�확인.

파랑볼우럭의�경우�약� 10∼20cm�성체�확인

지점 간월호�유역(잠흥저수지)

연령대 50대�중반 성별 남성

거주지
홍성군

(낚시)

생태계�교란생물

(어류)�출현종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비고

낚시�시작한지� 1시간�소요.�큰입배스와�파랑볼우럭이�

잠홍저수지에�높은�서식밀도로�서식한다고�함.�

성체�크기는�약� 30∼40cm�정도�된다고�함

표 3. 탐문조사(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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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분류 평지형�호소(저수지) 유역환경 산림,�도로

하상구조 저니,�모래,�자갈 하천�주변서식�현황

저수지�주변으로�수생식물�활착,

전반적으로�정체성�수역�형성,

저수지�주변에�낚시�오락행위�확인

하폭/유폭 285∼700m/280∼680m 유속/탁도 정체/탁함

저수지�좌안 저수지 저수지�우안

주변서식�현황

저수지�서식구조�및�주변환경�현황

그림 5. 대상지 현황(일부). 고남저수지(호소) 서식환경

하천명 원천천

우점군락 달뿌리풀

관목층�높이(m) -

관목층�식피율(%) -

초본층�높이(m) 1.0∼1.5

초본층�식피율(%) 75

군락구분종/D․S 달뿌리풀(4.4)

수반종 달뿌리풀,�갈대,�줄,�고마리,�애기부들,�붕어마름�등

그림 6. 식생현황(일부: 원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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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등으로 구성되었다. 풍전저수지 북측 농경지와 인접하여

가시박 1종이 소군락으로 분포하였으며, 탐문조사 결과 넓게

형성된 정체수역에서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이 확인되었다.

잠홍저수지(호소)는 정수역의 서식환경으로 다양한 서식공

간(여울부와 유수환경)을 제한하는 특성상, 펄과 저니, 모래 등

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체수역이 넓게 형성되어 큰입배스와 파

랑볼우럭, 황소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성암저수지(호소)하상은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여울부가없

고, 유속이 매우 느린 상태의 정수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암

저수지에서 도당천으로 흐르는 지점에서 성암교 일대에서 가

시상추, 미국쑥부쟁이 2종이 발견되었고, 정체수역이 넓게 형

성되어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가 발견되었다.

고북저수지(호소)는 정수역의 서식환경으로 다양한펄과 저

니, 모래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북저수지에서 소정천으로 흐르

는 상류지역에 산림과 인접하여 미국쑥부쟁이 1종이 개체단위

로 나타났고, 넓은 정체수역에서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이 확

인되었다.

간월호(호소)는넓은 하폭과 유역으로 정수역의 서식환경이

제방으로 조성되어 인공호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간월호와 인

접한 농경지 지역에 가시상추 1종이 국소적으로 분포하였고,

넓은 정체수역에서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이 확인되었다.

모월저수지(호소)는 높은 수위와 풍부한 유량으로 정수환경

이형성되었고, 큰입배스의서식밀도가높은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수천 소하천 상류 방향으로 축조된 인위적인 콘크리트 수

직보(횡적 구조물)로 인해 보 아래쪽으로 일부 유수환경이 형

성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었다. 큰입배스

와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야당천 소하천의 경우, 저수로 내 수폭이 넓고 유량이 풍부

함에 따라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었고, 수변부에 수생식물이 풍

부하게 형성됨에 따라 큰입배스의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석남천 소하천은 현지조사 결과, “석남천 지방하천 정비공

사”가 시행되어 상류 방향으로 축조된 콘크리트 수직 보(횡적

구조물) 위쪽 좌․우안 제방으로 하상 및 제방정비 공사가 시

행되었으며, 정수 및 유수환경이 형성되었고, 석남천 수계 내

수생식물과 초본류가넓게 활착․분포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큰입배스 등 교란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식처특성상 이들

이 침입 정착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후관리가 요망되었다.

청지천 소하천은넓은 하폭에 비해 유량이 풍부하지 않으나,

수변부에 정수역이 형성되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나대지지역

에 돼지풀, 농경지와 인접한 제방상단에 가시상추, 미국쑥부쟁

이가 확인되었고,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가 발견

되었다.

도당천 소하천은 상․하류 방향으로 곳곳에 축조된 보로 인

해 수변식생이넓게 활착되어 정체수역이 형성되었고, 보 아래

쪽으로낙차공의 유수역이 확인되었다. 하천 제방을 따라 일부

관리되지 않는 황무지 지역에 돼지풀이 소군락으로 확인되었

고, 상류지역에서 미국쑥부쟁이가 확인되었다. 큰입배스와 파

랑볼우럭, 황소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신장천 소하천은 하류 방향으로 축조된 보(횡적 구조물)로

인하여 수변부와 저수로 내 수생식물이 넓게 활착되어 정수환

경이 형성되었고, 상류 방향으로흐름이느린유수역이 형성됨

에 따라 큰입배스 미성어의 서식밀도가 높았고 황소개구리가

다수 발견되었다.

태봉천 소하천은 상․하류 방향으로 횡적 구조물(콘크리트

수직 보)이 되어 보 중심으로 상․하류 방향은 대부분 정수환

경이 형성되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가시상추 1종이

확인되었고, 큰입배스가 발견되었다.

홍천천 소하천은 저수로 내 축조된 보로 인하여 정수환경이

형성되었다. 주변 농경지 중 인위적 교란이 빈번한 곳에서 돼

지풀, 가시상추 2종이 확인되었고, 큰입배스와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암천 소하천은 평지형으로 저수로 내 수생식물이 넓게 활

착되어 흐름이 느린 정수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큰입배스 성어

의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양천 소하천은넓은 하폭에 비해 유폭이좁고 하천 주변으

로오염원의 요인이 다수 분포함에 따라 저수로 내 수생식물이

전반적으로 활착되었고, 정수환경이 형성되어큰입배스 미성어

의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상천 소하천 중하류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건천 및

반건천의 불안정한 서식환경이 반복되어 큰입배스와 황소개구

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상천 합류부(도간천과 기포천, 신상천 합류부)에서 생태

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어 반건천의 불안정한 서식환경이 조

성되어, 하천 하상에 자연복원력으로 인한 식물 복원, 제방 사

면녹화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제방에서 가시박 1종이 소

군락으로 확인되었다. 가시박 확산에 유의할필요가 있다. 유량

이 적고불안정하며, 수변식생대 등의 원인에 의해큰입배스와

황소개구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포천 소하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행되어 수변식생과

하상이 교란 또는 훼손됨에 따라 반건천의 수환경이 형성되었

다. 도간천, 신상천과 합류 구간인 곳에 단풍잎돼지풀, 일부 사

면구간에 가시박이 소군락으로 확인되었고, 큰입배스와황소개

구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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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간천 소하천은 정수역이 형성되었으나, 저수로 내 유량이

적고 하천 주변으로 수환경 내 인위적인 교란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하천과 인접한 곳에 단풍잎돼지풀이 확인되었고, 제방상

단에 가시상추, 사면에 가시박이 국소적으로 분포하였고, 큰입

배스와 황소개구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정천 소하천은넓은 하폭에 비해 유량과 수폭이좁아 일부

서식지는 유수환경이 분포하였으나, 축조된 보 하류 방향으로

수심이깊고웅덩이(pool) 형태의 정수환경이 형성되어큰입배

스와 파랑볼우럭이 높은밀도로 확인되었다. 양천교, 내포로 국

도와 인접하여 가시상추 1종이 하천제방을 따라 점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룡천 소하천은 전반적으로 넓은 하폭과 풍부한 유량의 자

연성이 높은 하천으로 정체수역을 형성함에 따라 큰입배스가

높은 서식밀도로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석문호 유역
고풍저수지(호소)는 정체성 수역의 서식환경이 형성되었다.

탐문조사에서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이 확인되었고, 돼지풀이

발견되었다(표 4 참조).

역천 소하천은 서식지 내 하천정비공사(하상 및 제방)가 시

행되어 인위적인 교란이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 저수로 내 유

량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상류 방향에 유량이 정체된 수환경

이 형성되어 고풍저수지에서 유입된큰입배스 서식밀도가 높았

고, 돼지풀, 가시상추가 확인되었다. 하상 및 제방공사가 시행

됨에 따라 척박한 토양에서 흔히 서식하며 번식하는 생태계교

란식물의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명 국명

문헌조사 현지조사

비고석문

방조제

고풍

저수지
역천 고산천 갈산천 좌세천

Order� Cypriniformes 잉어목

Family� Cyprinidae 잉어과

Carassius� auratus 붕어 ● +a + + + 일b

Carassius� cuvieri 떡붕어 + ++ 외 ․이
Cyprinus� carpio 잉어 ● + + 일

Acheilognathus� chankaensis 가시납지리 ● 일,�고

Rhodeus� notatus 떡납줄갱이 ● 일

Rhodeus� ocellatus 흰줄납줄개 ● 일

Gnathopogon� strigatus 줄몰개 ● 일

Pseudogobio� esocinus 모래무지 ● 일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 + + + 일

Squalidus� gracilis� majimae 긴몰개 ● + + 일,�고

Zacco� platypus 피라미 ● ++ ++ ++ 일

Zacco� temminckii 갈겨니 + 일

Zacco� koreanus 참갈겨니 ● +++ 일,�고

Hemiculter� eigenmammi 치리 ● ++ ++ 일

Family� Cobitidae 미꾸리과

Cobitis� lutheri 점줄종개 ● 일

Ikslakimia� koreensis 참종개 ● 일,�고

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리 ● + + 일

Order� Siluriformes 메기목

Family� Siluridae 메기과

Silurus� asotus 메기 ● 일

표 4. 어류 목록(일부: 석문호 유역)



구본학・박미옥 : 생태기능 평가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확산추세종 8종 분포 특성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4호(2021년 12월)� � 319

고산천 소하천의 경우, 상․하류 방향으로횡적 구조물(콘크

리트 수직 보)이 형성됨에 따라 상류 방향은 정수성 수역, 보

아래쪽으로는낙차공으로 인한 유수성 수역이 일부 형성되었으

며, 하류 방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정체성 수역이 형성되었다. 저

수로 내 풍부한 유량으로 단절없이(양호한 수생태계) 정수 서

식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큰입배스 서식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갈산천 소하천은 넓은 하폭에 비해 하도폭이 좁으나 저수로

내 유량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정수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큰

입배스가 확인되었으나, 서식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소개구리 올챙이도 발견되었다.

좌세천소하천은서상류방향에서하류방향까지하천내유량

이 단절되지 않고 양호한 수생태계가 형성되었으나, 여울부가 하

류 방향에좁은범위로 형성되었으며, 상․하류 방향으로는 다양

한 서식환경(유수역과 정수환경)이 형성되었다. 돼지풀이농경지

와 인접한 나지지역에서 발견되었고, 큰입배스가 확인되었다.

4) 부남호 유역
부남호(호소)는 넓은 하폭과 수폭으로 유량이 풍부하고 전

반적으로 정체수역이 형성되었다. 서산B지구 방조제 인근사면

과 좌측 농경지와 인접하여 가시상추 1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큰입배스 미성어가 다수 발견되었다.

장검천 소하천의 경우, 넓은 하폭과 수폭으로 유약이 풍부하

고 전반적으로 정체수역이 형성됨에 따라 큰입배스 미성어가

확인되었다.

5) 반계천 유역
솔감저수지 내에서 낚시꾼 탐문으로 통해 큰입배스 서식밀

도가 타 저수지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은천에서는 큰입배스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동일 수

계지점에서 서식하는 어종 가운데유수환경보다 정수환경을선

호하는 어종들이 주로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명 국명

문헌조사 현지조사

비고석문

방조제

고풍

저수지
역천 고산천 갈산천 좌세천

Order� Beloniformes 등갈치목

Family� Adrianichthyidae 송사리과

Oryzias� latipes 송사리 ● 일

Order� Perciformes 농어목

Family� Moronidae 농어과

Lateolabrax� maculatus 점농어 ● 주

Family� Centrachidae 검정우럭과

Lepomis� macrochirus 파랑볼우럭(블루길) ● 탐문c 외,�교란

Micropterus� salmoides 큰입우럭(배스) ● 탐문 ++ ++ + ++ 외,�교란

Family� Odontobutidae 동사리과

Odontobutis� interrupta 얼룩동사리 ● + + + 일,�고

Odontobutis� platycephala 동사리 일,�고

Family� Gobiidae 망둑어과

Rhinogobius� brunneus 밀어 ● 육

Synechogobius� hasts 풀망둑 ● 주

Tridentiger� brevispinis 민물검정망둑 ● 일

Tridentiger� obscurus 검정망둑 ● 주

출현종수 25 3 4 5 10 7 -

a� +:� 10개체�미만,� ++:� 10개체�이상∼20개체�미만,� +++:� 20개체�이상.
b� 일:� 일차담수어,�고:�한국고유종,�외 ․이:�외래이입종,�주:�주연성�어종,�육:�육봉형�어종,�외:�외래종,�교란:�생태계교란�생물(어류).
c�탐문:�저수지(호소)�내�낚시하는�사람들에게�탐문조사를�실시하여�생태계교란�생물(어류)�유무�확인.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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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서산시 총 46개 주요 호 저수지 및 하천에 대한 조사 결과,

생태계교란종 어류는 31개 지점에서 확인하였는데, 중하류 하

천 정수구간에 주로 서식하며, 상류 구간호저수지에서 강우시

에 지방하천으로 내려오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태계교란식물

은총 122개지점에서 가시상추, 돼지풀, 가시박이 분포하고 있

으며, 가시상추는 하천 제방 위에 전반적으로 서식하고 돼지풀

은 주요 저수지 인공지반 부근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가시박은

대호방조제일대에부분적으로 분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상추와 큰닙배스가 가장 광번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제

거, 포획 및 관리대책이 시급하였다(그림 7, 그림 8, 표 5 참

조).

2. 집중관리지역 선정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각 유역의 하류지역이 아닌 중하류 일

대의 합류부 지점과 출현종의 개체수를 고려하여 집중관리지

역을 선정하였다. 간월호 유역에서는 신장천, 해미천, 둔당천

등 평지형 하천으로 유량이 감소, 강우 후 떠내려온 큰입배스

알, 미성어와황소개구리 유생 등 서식, 교란종 확산율높은 지

역을 선정하였다(그림 9 참조).

대호호 유역에서는 원천천이 하천 정비 및 만수위 시 유입되

는큰입배스/황소개구리등관리가필요한지역으로선정되었다.

석문호 유역에서는 좌세천 일대 경작지 주변에서 다수 군락

의 돼지풀이 확인되었으며, 합류부 유수역과 정수환경 형성으

로 인해 큰입배스 서식 환경이 조성되어 관리지역으로 선정하

였으며, 주변 운산/성연/당진 합덕 주변 농경지 및 가야산 산

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돼지풀, 가시박 서식 확산이 우려

되는 곳으로 단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최근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규모 생활권습

지에 적합한 기능평가항목의 타당성을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산시 주요 하천 및 저수지

에 분포하는 야생생물 중 특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기능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생태적 관리방향을 제안하였다. 충남도의 경우, 물통

합관리 전략 중 자연성 회복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강화 전

략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그림 7. 생태계교란식물 분포

그림 8.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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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조사지점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대호호

유역

고남지 ○

운산지 ○

화곡지 ○

원천천 ○ ○ ○ ○ ○

마중천 ○ ○

고남천 ○ ○

성연천 ○ ○ ○

오사천 ○

갈현천 ○

사동천 ○ ○

명천천

간월호

유역

풍전지 ○ ○ ○

잠홍지 ○ ○ ○

성암지 ○ ○ ○ ○ ○

고북지 ○ ○ ○

간월호 ○ ○ ○

모월지 ○

화수천 ○ ○

야당천 ○

석남천

청지천 ○ ○ ○ ○ ○ ○

도당천 ○ ○ ○ ○ ○

신장천 ○ ○

태봉천 ○ ○

홍천천 ○ ○

동암천 ○

반양천 ○

신상천 ○

기포천 ○ ○

도간천 ○ ○ ○

소정천 ○ ○ ○

와룡천 ○

석문호

유역

고풍지 ○ ○ ○

역천 ○ ○ ○

고산천 ○

갈산천 ○ ○

좌세천 ○ ○

부남호
부남호 ○ ○

장검천 ○

반계천
솔감지 ○

어은천 ○

표 5. 생태계 교란생물 (8종) 출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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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 하천의 횡적 연결성 회복을 위한 수변지역 보전 및

복원을 제시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강화

를 위한 생태계교란 생물 기초조사로 수행되었다.

서산시 관내 5개 유역을 중심으로 지방하천 48개소와 호저

수지 49개소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결과와 지형과 서식환경 특

성을 고려하여 46개소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여 문헌 및 답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46개 대상지는 읍면별로 대산읍 4개소, 석남

동 2개소, 지곡면 2개소, 팔봉면 1개소, 성연면 8개소, 음암면 4

개소, 운산면 7개소, 해미면 5개소, 고북면 4개소, 부석면 3개소,

인지면 5개소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생태계교란종 어류는 31개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큰입배

스는 저수지 중하류 하천 정수구간에서 주로 서식하는것을 확

인하였다. 식물은 주요군락지점을추가하여총 122개지점에서

확인하였으며, 확산추세종 9종 중에서 연구대상지에서 나타나

지 않은 도깨비가지를 제외한 8종에 대한 분포현황을 분석하였

다. 가시상추는 하천 제방위 전반적으로 분포하였고, 돼지풀은

주요저수지인공지반부근과가시박이대호방조제일대부분적

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집중관리지역인 간월호방조제

유역과 대호방조제 유역의 원천천, 석문방조제 유역의좌세천과

해미천일대의단기적관리계획을수립하고, 지속적인모니터링

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를 위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수단 등을 고려하되, 비교적 실용적인 방법은 예초, 파쇄, 제초

제처리 등이며, 단독처리보다는병행하는것이효과적이다. 종

별 관리시기 및 생태적 특성, 위해성, 관리방법별로 차별화된

관리기술을 도출하여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 아울러하천별저

수지별서식환경에 대한후속연구를 통해 종별, 서식지별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결과는 소규모 생활권습지의 기능평가와더불어 비

오톱정원 등의 생활권생태공간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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