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1. 본 안내서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된 하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규명하

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2. 본 안내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관리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된 하

천의 체계적인 진단 및 관리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3. 본 안내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훼손된 하천의 조사 및 진단 방법은 하천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

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안내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4. 본 안내서에서 제시된 하천의 조사 및 진단 방법은 예시적 방법으로, 실무

에서는 대상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안내서에서 제시된 방법을 변형하

거나 그 외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다.

5. 본 안내서는 국가 생물측정망(하천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본 안내서는 생태하천 복원 조사·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등 하천 

진단과 관련된 여타 매뉴얼을 보완한다.

7. 본 안내서의 내용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수생태 훼손하천 진단 실적, 그

리고 관련정책의 변화 등을 수용하여 주기적으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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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1. 하천 훼손에 대한 이해

가. 하천 훼손의 개념

하천의 훼손(impairment)이란 자연적,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해 하천의 구조 또는 기능

이 저하되어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하천의 훼손은 크게 생물학적 훼손과 비생물학적 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 

훼손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와 같은 수생생물군의 군집구조, 먹이

망, 종수, 개체수 등이 비정상적인 변화,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폐사 등을 의미

한다. 비생물학적 훼손은 이화학적인 원인이나 하천의 구조적 원인에 의해 교란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화학적 훼손은 수온, 유기물, 영양염류, 유해물질 등의 이화학적 지표가 

<그림 1-1> 하천의 훼손 유형 구분

훼손하천 진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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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상태를 뜻한다. 구조적 훼손은 하천의 형상, 폭, 수심, 경사, 그리고 하상 재

료와 같은 형태적 요인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유속 및 유량 

감소, 퇴적 및 침식, 세굴 등의 이차적 훼손까지도 포함한다 <그림 1-1>.

나. 하천 훼손의 전이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은 하천의 구조, 유속, 하상재료, 인공구조물의 설치여부 등 생물

의 서식환경이 되는 비생물학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서식하는 생물 종이 달

라진다. 따라서 생물학적 훼손과 비생물학적 훼손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림 1-2>와 같이 비생물학적 훼손이 일어나면 생물학적 훼손도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천 수생태계의 한 분야에서 일어난 훼손이 다른 분야의 훼손을 일으키는 일련의 연쇄적

인 과정을 ‘하천 훼손의 전이’라고 한다. 하천의 훼손 원인을 파악할 때는 하천 훼손의 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USDA-NCRS, 2001, 수정

<그림 1-2> 하천 훼손의 전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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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생태계 훼손하천 진단에 대한 이해

가. 수생태계 훼손하천 진단의 개념

수생태계 훼손하천의 진단(diagnosis)은 대상하천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하천이 훼손된 원인을 파악하며, 훼손의 가

능한 전이과정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생태계 훼손하천의 진단을 위해서는 <그림 1-3>과 같이 하천의 훼손 유형을 파악하

고, 그 유형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준 훼손 원인을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훼손 유형과 그 원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훼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변수인 잠재적 훼손 원인을 가능한 모두 목록화하여야 한다. 훼손 유

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은 국내외 기 진단 사례, 연구자 경험 등을 기초로 도출할 수 있다. 

잠재적 훼손 원인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위한 진단 등을 실시하여 훼손에 영향

을 미치는 주 훼손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검증을 위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도(p-value)를 통하여 하는 것

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

존 사례를 근거로 합리성, 논리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진단을 위한 

조사와 평가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하천의 훼손 원인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하천 복원 및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3> 훼손 유형과 훼손 원인의 인과관계 검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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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생태계 훼손하천 진단의 필요성

1) 기능측면에서의 필요성

수생태계 훼손하천의 진단을 통하여 훼손된 하천의 관리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천이 훼손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하천의 개선 및 관리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사업 후에도 주요 훼손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생태계 훼손하천의 진단을 통해 하천의 훼손 정도나 악화 원

인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하천의 개선 및 관리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과정측면에서의 필요성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같은 하천관리사업은 대상하천과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선행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 설계, 시공 및 사후 모니터링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때 

진단은 <그림 1-4>와 같이 조사 및 평가의 마지막 단계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복원 또는 

관리 사업의 실질적인 시작 단계이다. 즉, 진단은 조사와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결과

를 분석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천 복원 또는 관리를 계획

하고 설계를 시작한다. 따라서 수생태계 훼손하천 진단은 하천의 조사와 평가 과정과 실

질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사후 모니터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4> 훼손된 하천의 복원 및 관리 사업에서 진단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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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생태계 훼손하천 진단의 특성

1) 훼손 원인의 복잡성과 훼손진단 난이도의 관계

하천 수생태계의 훼손 원인은 단순할 수도, 다양할 수도 있다 <그림 1-5>. 훼손 원인이 

단순할 때는 훼손의 전이과정도 단순하기 때문에 진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진단 결과

의 해석도 쉬우며 대응 방안도 대체로 명료하다. 그러나 훼손 원인이 다양할 때는 그 전이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진단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공간적 자료가 필요하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훼손 원인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훼손의 시·공간적 규모로 결

정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하천 상류의 일부 구간 훼손은 훼손 유형도 단순하고 그 원인

도 한두 가지의 환경변수에 의한 것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하천 하류의 

훼손 유형은 보다 복잡하며, 그 원인에 해당하는 환경변수도 다수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5> 수생태계 훼손 유형과 그 원인간의 복잡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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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훼손 압력에 따른 훼손의 발생관계 

훼손 압력(stressor)은 하천의 훼손을 유발하는 힘으로, 하천의 구조적 수리학적 특성, 

유역의 토지이용, 점 및 비점 오염원의 분포, 인문·사회적 특성, 지역의 산업 유형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다.

훼손은 훼손 압력에 대한 하천의 반응(response) 결과로서 훼손 압력과 하천의 지형학

적,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훼손 압력에 따른 하천생태계 

훼손은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표출되며, 훼손 압력에 대한 하천의 저항 

또는 회복 능력에 따라 훼손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하천 수생태계는 동일한 훼손 압력을 받아도 하천의 규모와 수리수문학적 정도(하폭, 

수심, 유량, 유속)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하천의 저항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훼손이 발

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하천의 저항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훼손 압력

을 받아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천이 훼손 압력을 받은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하천이 동일한 훼손 압력을 받아도 갈

수기인 봄과 가을에는 유량이 적어 훼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유량이 풍부한 여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훼손된 것으로, 수온이 낮은 겨울에

는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하천은 호수 또는 저수지와는 다르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훼손 압력을 받은 위치와 훼

손이 나타나는 위치가 공간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 때 공간적 이격 정도는 하천 유속에 

따른 훼손 물질의 확산 또는 훼손 생물군의 이동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훼

손 압력은 공간적으로는 훼손이 발생한 지역보다 상류지역에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시점

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훼손 압력과 훼손 유형의 관계

서로 다른 하천에 동일한 훼손 압력이 가해져도 서로 다른 훼손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훼손 압력에도 같은 훼손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

한 훼손 유형에 대한 진단 사례는 잠재적인 훼손 원인 추정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훼손 원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기존사례에서 훼손 압력 A에 따라 훼손 유형 A가 발생했다면 훼손 압력 A와 훼손 



제1장 수생태계 훼손하천 진단의 이해

19

유형 A의 연관성이 다른 훼손 압력과 훼손 유형의 연관성보다 높다고 볼 수는 있다. 특히 

기존 진단 하천과 대상하천의 시·공간적 특성 등이 유사하다면 그 연관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상하천의 훼손 유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훼손 압력도 

다양할 수 있다. 또한 각 훼손 압력이 독립적으로 훼손 유형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여

러 가지 훼손 압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훼손 유형을 발생시킬 수도 있

다. 진단은 각 훼손 유형에 대하여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4) 훼손과 진단의 시·공간성

하천의 훼손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규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단은 훼손의 시·

공간적 규모와 위계에 상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천의 훼손 진단 시 진단 대상의 시·공

간적 규모는 실제 훼손 하천의 시·공간적 규모보다 항상 더 넓은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훼손 하천은 훼손 범위보다 넓은 공간 규모의 유역 및 하천환경에서 훼손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하천의 훼손진단 시에는 공간적 진단 범위를 훼손이 일어난 범위

보다 더 넓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

로 공간적 위계를 염두에 두고 상위 위계에서의 훼손 발생 여부 정도라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훼손 원인의 진단 시 시간적 범위도 하천 훼손에 대한 진단시점의 전과 후, 즉 과거시점

에서 미래시점까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훼손 후 미래의 변화에 대

하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생태계 훼손하천의 장래 변화를 추정하는 정도는 가

능하다. 따라서 훼손 원인이 하천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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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진단 방법

가.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진단 절차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진단 절차는 하천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훼

손 원인을 파악하고 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하천 건강성 

훼손진단은 기본적으로 국가 “생물측정망(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

에 기초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본 안내서에서의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훼

손진단은 <그림 1-6>과 같이 총 8단계에 걸쳐서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기초자료의 조사이다.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진단 대상하천의 대략적인 문

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진단 대상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하천을 선정하고, 참조하천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2단계는 하천 수생태계의 훼손판단이다. 국가 생물측정망(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진단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단

한다. 이때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대상 항목 중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에 대해서 수행한다.

3단계는 훼손구간의 설정이다. 진단 대상하천의 공간적 훼손구간을 설정한다.

4단계는 훼손 유형화 및 잠재적 훼손원인의 도출이다. 생물군별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

는지 훼손을 유형화하고, 각 훼손 유형별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훼손 원인들을 도출한다.

5단계는 개념적 훼손 모델의 설정이다. 4단계에서 도출한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을 개

념적 훼손 모델로 도식화한다.

6단계는 본 조사이다.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을 현장 조사하여 훼손원인의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한다.

7단계는 주 훼손 원인의 진단 및 최적 훼손 모델의 도출이다. 진단 대상하천의 복원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 훼손 원인을 파악하고, 개념적 훼손 모델을 

수정하여 최적 훼손 모델을 도출한다.

8단계는 종합분석 및 하천 복원방안의 제시이다. 진단 대상하천의 주 훼손 원인에 대한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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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초자료 조사
⚬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진단 대상하천의 

대략적인 문제점 파악
⚬ 참조하천의 선정 및 전반적인 특성 분석

2단계 하천 수생태계 훼손판단 ⚬ 진단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훼손 여부 판단

3단계 훼손구간 설정 ⚬ 진단 대상하천의 공간적 훼손구간 설정

4단계
훼손 유형화 및

잠재적 훼손원인 도출

⚬ 생물군별로 어떤 훼손이 일어났는지 훼손을 유
형화하고, 각 훼손 유형별로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훼손 원인들의 도출

5단계 개념적 훼손 모델 설정
⚬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을 개념적 훼손 모델로 시

각화

6단계 본 조사
⚬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을 현장 조사하여 훼

손원인 진단에 필요한 자료 구축

7단계
주 훼손 원인 진단 및
최적 훼손 모델 도출

⚬ 진단 대상하천의 복원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 훼손 원인 파악하고 최적 훼손 모델 
도출

8단계
종합분석 및

하천 복원방안 제시
⚬ 진단 대상하천의 주 훼손 원인에 대한 복원 및 

관리 방안 제시

<그림 1-6>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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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단 과정에서의 참조하천 선정과 활용

참조하천이란 인위적인 교란이 없거나 최소인 상태의 하천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상

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하천을 의미한다. 진단 대상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하천이 교란되기 이전의 모습과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

다. 따라서 참조하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하천과 대상하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진단 대상하천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복원 및 관리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 하천의 수생태

계 건강성 훼손진단 과정에서 참조하천과 진단 대상하천과의 관계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진단 과정에서의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의 관계



제2장

하천 수생태계 
훼손진단 과정





25

제2장

1. 1단계: 기초자료 조사

가. 개요

본 단계의 목표는 대상하천의 기후 및 유황, 수질, 인문·사회 자료, 수생태계 현황 조

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국가 생물측정망 자료), 지도, 항공사진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

고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대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표 2-1>.

목표
⚬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진단 대상하천의 대략적인 문제점 파악
⚬ 참조하천의 선정 및 전반적인 특성 분석

주요
내용

⚬ 훼손진단 대상하천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특성분석
- 강수량, 수질 및 퇴적물 내 오염물질 농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토지이용 현황 등

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 훼손 여부 판단, 훼손구간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대상하천의 특성을 분석

하고 진단 대상하천 특성 표 작성
⚬ 참조하천의 선정 및 특성분석

- 환경부 ‘수생태계 참조하천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선정된 참조지점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외 지점도 선정 가능

- 진단 대상하천과 동일한 항목의 기초자료를 조사
- 진단 대상하천의 교란·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수생태계 복원방향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참조하천의 특성을 분석하고 참조하천 특성표 작성

주요 
결과물

⚬ 진단 대상하천 및 참조하천의 기초자료
⚬ 진단 대상하천 및 참조하천의 특성표

<표 2-1> 1단계의 목표 및 주요 내용

하천 수생태계 훼손진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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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하천의 특징을 바탕으로 훼손진단과 복원방향을 제시할 때 기본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는 참조하천을 선정한다. 참조하천에 대해서도 진단 대상하천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인 특성을 분석한다.

나. 훼손진단 대상하천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특성분석

1) 훼손진단 대상하천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본 단계에서는 기존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둔다. 생물, 수질, 하천구조물 뿐만 

아니라 기상, 유역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집한 

자료는 다음 단계에서 진단을 위한 본 조사 시 조사항목 선정이나 공간적 범위 설정, 결과

분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사 자료는 진단 대상하천 뿐만 아니라 진단 대상하천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폭 

넓은 공간적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자료뿐만 아니라 하천 상태의 변화

를 이해할 수 있는 과거 자료의 분석도 중요하다. 최근 5~6년간의 자료는 특히 중요하므

로 가능하면 확보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하천의 상태는 단순히 하천 그 자체보다는 하천의 주변 및 유역 환경을 제어

하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련법과 규정, 계획 등은 진단의 시작단계에서 진단 대

상하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초자료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진단 대상하천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폭 넓은 공간적 범위의 자료를 포함할 것

⚬ 하천의 상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최근 5~6년 자료를 포함한 과거자료를 확보할 것

⚬ 진단 대상하천과 그 주변 환경에 관계되는 법이나 규정, 계획을 확인 할 것(주요 용

도지구 지정 및 관련법 등의 해당여부는 지적도에 표기되어 있음)

⚬ 법정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고유종, 외래종, 생태계교란야생생

물 등의 존재 여부를 포함할 것

⚬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택지 또는 산업단지, 유원지, 오·우수처리장 등의 

존재 여부 및 장래계획을 확인할 것

⚬ 물환경측정망(수질, 생물, 퇴적물 등) 조사지점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수

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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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표 2-2>, 검토해야 하는 관련 

법률은 <표 2-3>에 제시된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분야 자료 종류 관계기관 홈페이지

기본도

지형도 및 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토지이용도, 생태자연도 등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

유역도 및 수계도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하천환경

강수량, 기상, 수위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유량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수질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퇴적물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어도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어도정보시스템
(www.fishway.go.kr)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

인문·사회

하천의 문화, 역사, 지형지물, 
향토자료 등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염원 환경부
전국오염원조사온라인시스템

(http://wems/nier.go.kr)

토지이용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하천 이용 형태 및 이용자 특성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수자원공사
통계로 보는 한국의 수자원
(http://www.kwater.or.kr)

지방자치단체 하천 관련 
예산 규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lofin.moi.go.kr)

<표 2-2> 기초자료 조사 시 고려해야 하는 자료 종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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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령 주요 검토 내용

유역 계획

국토기본법 하천 및 그 주변의 용도지역 현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 주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 주변의 공원 및 녹지 지정 여부, 규모, 종
류 등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지정 여부, 규모, 유형
용도지구 지정 현황 등

산지관리법 산지 지정 및 유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개발사
업 대상지 여부 등 

유역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 상 사업계획 및 특별종합대
책 대상 여부 등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시행 
사항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기본 원칙과 보전 사항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 포획 및 채취 금지
에 대한 사항 등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

수질 및 
수생태계

하천법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

물환경보전법
물환경측정망 운영,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환경생태유량,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오염총량관리, 폐수시
설 등의 관리 사항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오염총량관리, 폐수시
설 등의 관리 사항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오염총량관리, 폐수시
설 등의 관리 사항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오염총량관리, 폐수시
설 등의 관리 사항 등

습지보전법 습지조사 및 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표 2-3> 기초자료 조사 시 고려해야 하는 관련 법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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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훼손진단 대상하천의 특성 분석

진단 대상하천의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대상하천의 특성을 분석한

다. 분석한 후에는 <표 2-5> 대상하천 특성 표를 작성한다. 이때 <표 2-5>는 필요에 따

라서 수정 가능하다. <표 2-5>를 작성할 때는 대상하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천훼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필요

에 따라서는 <표 2-5>에 예시로 제공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초자료 분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분석도를 작성할 때는 <표 2-4> 등을 참고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 

기호 등을 사용한다.

진단 대상하천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훼손 여부 판단, 훼손구간 설정 등에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물환경측정망 등의 

조사지점과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기술 할 것

⚬ 단순한 사실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추정하여 기

술하고, 그 연관성이 높은 경우 상세히 기술할 것

⚬ 필요에 따라 사진이나 지도를 추가할 것

⚬ 지도는 공간의 정확한 형태보다는 도표와 화살표 등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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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시설 색상
색상코드

R G B

단독주거지역 254 230 194

공동주거시설 233 193 111

농업지역 238 233 7

산림지역 42 75 45

초지 57 153 38

습지(수변식생) 124 34 126

나지 89 206 202

수역 6 2 250

도로 및 교통시설 247 65 42

공장 및 산업시설1)

환경기초시설

축사 및 목장

기타 점 오염원

<표 2-4> 기초자료분석도 작성 시 참고 가능한 토지이용특성별 색상 및 기호

1) 공장 및 산업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면적인 대상이므로 면 개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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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하천 특성표

하천 명 주소

대권역 명 중권역 명 소권역 명

연장 시점 종점

하천환경

하천유형

강수량

유량

수심

수질 지점명 수온 pH BOD

< 수질측정망의 OOOO년 측정 결과 >

퇴적물 지점명 Pb Zn Cu

< 퇴적물측정망의 OOOO년 측정 결과 >

수생태계 
건강성

지점명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식생

< 생물측정망의 OOOO년 평가 결과 >

서식생물

<표 2-5> 진단 대상하천 특성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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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조물

기타

유역환경

유역면적

토지이용 현황

총 면적 도심(%) 공장(%) 농경지(%) 산림(%)

< 토지이용 현황 >

환경기초시설

기타

종합 특성

(작성예시)⚬ OO천은 크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 1지역은 최상류 구간으로 00천의 발원지인 00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다. 제내지는 

농경지, 민박 및 팬션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질은 Ⅰ등급(BOD)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보

존이 우선되도록 인위적인 교란행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 2지역은 00천의 중류 구간으로 경작지 및 주거지역, 체육시설이 입지해 있다. 대상 

구간의 제방사면은 초본류 및 관목류가 발달되어 있으나 교목류의 발달은 미약하다. 홍

수터에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나 콘크리트 및 불투수층 재료로 건설하여 식

생활착이 어렵다.

⚬ 제 3지역은 하류 구간으로 자연 휴양림이 입지해 있다. 3지역의 상류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어 전체적으로 물색이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하상의 변화가 현저해 보인다. 또한, 침

식으로 인해 제방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콘크리트 제방으로 식생이 발달하지 못했다. 특

징적으로, 대상 구간 내에는 OO자연 휴양림이 위치하고 있다.

<표 2-5> 진단 대상하천 특성표 양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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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분석도

<표 2-5> 진단 대상하천 특성표 양식(계속)

다. 참조하천의 선정 및 특성분석

1) 참조하천의 선정

하천 훼손의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교란 및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하천 복원 방향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참조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참조하천은 환경부 ‘수

생태계 참조하천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선정된 참조지점을 활용하는 것을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진단 안내서

34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참조지점으로 고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위적 

교란이 없거나 교란이 최소인 상태의 하천 혹은 하천 구간을 참조하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생태계 훼손하천 진단을 위한 참조하천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진단 대상하천과 동일한 수계, 동일한 유형의 하천을 우선 선정할 것

⚬ 환경부 ‘수생태계 참조하천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선정된 참조지점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환경부 연구 결과 선정된 참조지점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하천 수생태

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 주변 유역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할 것

-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지점에서의 건강성 평가 결과가 3년 주

기로 조사하는 일반지점은 2회 연속, 매년 평가하는 상시지점은 3회 연속 모든 

생물군이 좋음(B) 등급 이상인 하천 또는 구간

- 하천 주변 토지이용과 하천 내 횡적구조물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간의 간섭

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하천은 피할 것

2) 참조하천의 특성분석

참조하천의 기초자료 조사는 진단 대상하천의 교란·훼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

단 대상하천과 동일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사 후에는 진단 대

상하천과 마찬가지로 그 특성을 분석하여 <표 2-6>의 참조하천 특성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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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천 특성표

하천 명 주소

대권역 명 중권역 명 소권역 명

연장 시점 종점

하천환경

하천유형

강수량

유량

수심

수질
지점명 수온 pH BOD

< 수질측정망의 OOOO년 측정 결과 >

퇴적물
지점명 Pb Zn Cu

< 퇴적물측정망의 OOOO년 측정 결과 >

<표 2-6> 참조하천 특성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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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건강성 지점명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식생

< 생물측정망의 OOOO년 평가 결과 >

서식생물

하천 구조물

기타

유역환경

유역면적

토지이용 현황

총 면적 도심(%) 공장(%) 농경지(%) 산림(%)

< 토지이용 현황 >

환경기초시설

기타

종합 특성

기초자료 분석도

<표 2-6> 참조하천 특성표 양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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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

가. 개요

본 단계의 목표는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대상하

천의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상하천에 생물측정망이 있는 경우에는 기

존 자료를 활용하고, 생물측정망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대상하천의 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목표 ⚬ 진단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훼손 여부 판단

주요 내용

⚬ 진단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급 확인
   - 생물측정망이 없는 경우 등에는 직접 조사하여 건강성 평가 등급 산정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연속으로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인 경우 등 상황별 

판단기준에 따라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훼손 여부 판단

주요 결과물 ⚬잠재적 훼손항목별 훼손판단 결과 표

<표 2-7> 진단 2단계의 목표 및 주요 내용

나. 하천 수생태계의 훼손 판단 기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는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수변식생의 다섯 가지 항목을 현장 조사하고,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

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항목별 수생태계 건강성을 매우 좋음(A), 좋음(B), 보통

(C), 나쁨(D), 매우 나쁨(E)의 5등급으로 평가한다.

본 안내서에서 하천 수생태계의 훼손 여부는 위의 다섯 가지 조사항목 중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의 세 가지 항목의 건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훼손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지점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다.

훼손 판단 기준은 대상하천에 생물측정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별로 다르다. 대상하

천에 생물측정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점의 조사주기가 3년인 일반지점과 1년 주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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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점별로 다르다.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자료가 훼손 판단하기에 부족한 생물측정망

의 신규지점이나 생물측정망이 없는 하천의 경우에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생물측정망 조사지점이 있는 경우의 훼손 판단 기준

가) 3년 주기의 일반 조사지점

일반 조사지점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3년 주기로 하는 지점이다. 일

반 조사지점은 최근 2회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사용한다.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중 한 생물군이라도 그 결과가 2회 연속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 

등급인 경우 그 지점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그림 2-1>에서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2회의 건강성 평가 

결과에 보통(C) 등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생물군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류는 2회 평가 결과가 모두 나쁨 또는 매우 나쁨(E) 등급이므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점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1> 일반 조사지점의 훼손 판단 예시

나) 1년 주기의 상시 조사지점

상시 조사지점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1년 주기로 하는 지점이다. 상

시 조사지점은 최근 3회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사용한다.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중 한 생물군이라도 그 결과가 3회 연속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 

등급인 경우 그 지점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그림 2-2>에서 부착돌말류의 경우 3회의 평가 결과가 모두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 등급이므로 해당 지점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과 어류는 3회 조사 결과에 좋음(B) 또는 보통(C) 등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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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생물군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어류의 경우 훼손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두 번의 결과에 매우 나쁨(E) 등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 단계

의 진단에서 주의 깊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 상시 조사지점의 훼손 판단 예시

다) 신규 조사지점

조사지점이 추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조사지점의 경우 훼손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평가 결과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최소 1년을 추가 조사하고 2회 이상의 평가 결과를 확보하여 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2) 생물측정망 조사지점이 없는 경우의 훼손 판단 기준

대상하천이나 구간에 생물측정망 조사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훼손 판단에 필요한 수생태

계 건강성 평가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 

등급인 경우 훼손으로 판단한다.

조사지점은 진단 대상하천 또는 대상구간의 최하류 지점을 포함하여 하천의 유속, 탁

도, 하천 구조물, 주변 토지이용, 지천의 합류 등 유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 진단 대상하천 또는 대상구간의 길이가 5 km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지점간 간격이 최

대 5 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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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훼손 판단 기준

생물측정망이 
있는 경우

일반지점 최근 2회 건강성 평가 결과가 연속으로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

상시지점 최근 3회 건강성 평가 결과가 연속으로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

신규지점
기존 평가 결과와 현재 기준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가 연속으로 나쁨(D) 
또는 매우 나쁨(E)

생물측정망이 없는 경우

진단 대상하천의 최하류 지점을 포함하여 유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나쁨(D) 또
는 매우 나쁨(E)
(단, 대상하천 길이가 5 km 이상이면 조사지점간 간격이 최대 5 km를 넘
지 않도록 선정)

<표 2-8> 진단 대상하천의 생물측정망 운영 상황에 따른 훼손 판단 기준

다.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 작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후에는 <표 2-9>와 같이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에 생물군별 

훼손 여부와 판단 근거, 간략한 훼손 특징 등을 기술한다.

진단 대상하천에 생물측정망 조사지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표 2-10>과 같이 하

나의 훼손 판단표에 지점별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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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

하천 명 주소

연장 시점 종점

조사기간 조사지점 수 훼손지점 수

비고

지점명 지점구분 훼손여부

주소 경위도(도분초)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훼손여부

특징

지점명 지점구분 훼손여부

주소 경위도(도분초)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훼손여부

특징

<표 2-9>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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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

하천 명 ○○천 주소 ○○시 ○○군 ○○면 ○○-○○

연장 ○○km 시점 000+000 종점 000+000

기조사기간 2015~2017년 조사지점 수 ○○개 훼손지점 수 ○○개

비고

지점명 B001 지점구분 일반지점 훼손여부 훼손

주소 ○○군 ○○면 ○○-○○ 경위도(도분초) 북위(N) 00°00′00″, 동경(E) 00°00′00″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2015년 나쁨(D) 나쁨(D) 보통(C)

2017년 매우나쁨(E) 보통(C) 매우나쁨(E)

훼손여부 훼손 비훼손 비훼손

특징

지점명 B002 지점구분 상시조사지점 훼손여부 훼손

주소 ○○군 ○○면 ○○-○○ 경위도(도분초) 북위(N) 00°00′00″, 동경(E) 00°00′00″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2015년 보통(C) 좋음(B) 나쁨(D)

2016년 매우나쁨(E) 보통(C) 나쁨(D)

2017년 매우나쁨(E) 나쁨(D) 매우나쁨(E)

훼손여부 비훼손 비훼손 훼손

특징

지점명 B003 지점구분 일반지점(신규) 훼손여부 훼손

주소 ○○군 ○○면 ○○-○○ 경위도(도분초) 북위(N) 00°00′00″, 동경(E) 00°00′00″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2016년 보통(C) 보통(C) 매우나쁨(E)

2017년(추가) 나쁨(D) 보통(C) 매우나쁨(E)

훼손여부 비훼손 비훼손 훼손

특징
2016년 신설된 신규지점으로 훼손 판단에 필요한 만큼의 평가결과가 부족하여 2017년 
추가 조사 실시

<표 2-10> 대상하천에 생물측정망이 있는 경우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의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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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

하천 명 ○○천 주소 ○○시 ○○군 ○○면 ○○-○○

연장 ○○km 시점 000+000 종점 000+000

기조사기간 2017년 조사지점 수 ○○개 훼손지점 수 ○○개

비고 대상하천에 생물측정망이 없어서 2017년(봄, 가을) 직접 조사

지점명 ○○○1 지점구분 직접 조사 훼손여부 훼손

주소 ○○군 ○○면 ○○-○○ 경위도(도분초) 북위(N) 00°00′00″, 동경(E) 00°00′00″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2017년 매우나쁨(E) 보통(C) 매우나쁨(E)

훼손여부 훼손 비훼손 훼손

특징

지점명 ○○○2 지점구분 직접 조사 훼손여부 훼손

주소 ○○군 ○○면 ○○-○○ 경위도(도분초) 북위(N) 00°00′00″, 동경(E) 00°00′00″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2017년 매우나쁨(E) 나쁨(D) 매우나쁨(E)

훼손여부 훼손 훼손 훼손

특징

지점명 ○○○3 지점구분 직접 조사 훼손여부 훼손

주소 ○○군 ○○면 ○○-○○ 경위도(도분초) 북위(N) 00°00′00″, 동경(E) 00°00′00″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조사년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2017년 보통(C) 보통(C) 나쁨(E)

훼손여부 비훼손 비훼손 훼손

특징

<표 2-11> 대상하천에 생물측정망이 없는 경우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표의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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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훼손구간 설정

가. 개요

본 단계의 목표는 진단 대상하천에서 훼손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훼손구간은 2단

계의 조사지점별로 훼손여부를 판단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목표 ⚬ 진단 대상하천의 공간적 훼손구간 설정

주요 내용

⚬ 2단계의 조사지점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구간 설정
⚬ 진단 대상하천 길이가 5 km 미만이면 조사지점 중 한 지점이라도 훼손일 경우 하천 전체

를 훼손구간으로 설정
⚬ 진단 대상하천 길이가 5 km 이상이면 훼손으로 판단된 조사지점이 연속적인지 불연속적

인지 여부에 따라 훼손구간 설정방법이 상이

주요 
결과물

⚬훼손구간 지도

<표 2-12> 진단의 3단계 목표 및 주요 내용

나. 하천의 구간 설정방법

기본적으로 하천의 구간을 설정할 때는 <그림 2-3>과 같이 하나의 조사지점을 기준으

로 하천 흐름의 상류방향으로 다음 조사지점까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훼손구간은 2단계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에서 판단한 조사지점별 훼손 여부를 활용하

여 설정한다. 진단 대상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이 대상하천에 훼손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천도 훼손구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훼손구간의 설정방법은 하천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그림 2-3> 조사지점별 해당구간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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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천의 훼손구간 설정방법

1) 대상하천의 길이가 5 km 미만인 경우

진단 대상하천의 길이가 5 km 미만인 경우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지점 중 한 지점

이라도 훼손이라고 판단한 경우 하천 전체를 훼손구간으로 설정한다.

2) 대상하천의 길이가 5 km 이상인 경우

하천 길이가 5 km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5 km 간격으로 조사지점이 존재하여야 훼

손구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 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사

용한 조사지점 수가 진단 대상하천의 길이에 비하여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지점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지점을 추가로 선정할 때는 하천의 유속, 탁도, 하천 구

조물, 주변 토지이용, 지천 유입 등 유역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에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수

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와 같이 각 지점의 훼손 여부를 판단

한다.

훼손구간의 설정은 각 조사지점의 훼손 여부가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에 따라 다

르다.

가) 훼손으로 판단한 조사지점이 연속적인 경우

훼손으로 판단한 조사지점이 연속적인 경우에는 <그림 2-4>와 같이 훼손으로 판단한 

하류방향 마지막 조사지점에서부터 하천 흐름 상류 방향으로 비훼손으로 판단한 첫 조사

지점까지의 구간을 훼손구간으로 설정한다.

<그림 2-4> 훼손으로 판정된 조사지점이 연속적인 경우의 훼손구간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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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훼손으로 판정한 조사지점이 불연속적인 경우

훼손으로 판정한 조사지점이 불연속적인 경우에는 <그림 2-5>와 같이 비훼손 지점의 

개수에 따라 훼손구간 설정방법이 다르다.

훼손으로 판단한 조사지점 사이에 비훼손으로 판단한 조사지점이 1개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포함하여 훼손구간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훼손으로 판단한 조사지점 사이에 비훼

손으로 판단한 조사지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지점들은 제외하고 훼손구간을 설정

한다.

<그림 2-5> 훼손으로 판정된 조사지점이 불연속적인 경우의 훼손구간 설정 예시

라. 훼손구간 지도 작성

훼손구간 설정방법에 따라 설정된 진단 대상하천의 훼손구간을 지도로 작성한다. 이때, 

진단 대상하천명과 함께 하천의 상하류 방향, 조사지점, 훼손 구간의 위치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진단 대상하천의 사례별 훼손구간 지도 작성은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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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길이가 5km 미만인 대상하천의 훼손구간 지도 작성 예시

 

<그림 2-7> 길이가 5km 이상인 대상하천에서 훼손으로 판단된 조사지점이
 연속적인 경우의 훼손구간 지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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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개의 비훼손 지점을 포함하는 경우

② 두 개 이상의 비훼손 지점을 포함하는 경우

<그림 2-8> 길이가 5km 이상인 대상하천에서 훼손으로 판단된 조사지점이
 불연속적인 경우의 훼손구간 지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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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훼손 유형화 및 잠재적 훼손원인 도출

가. 개요

본 단계의 목적은 진단 대상하천의 훼손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유형화하여 훼손 

유형별로 잠재적 훼손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훼손 유형화는 3단계에서 설정한 훼손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사지점에 대해서 

조사지점별로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의 각 생물군에 대하여 훼손 유형

을 판단하여야 한다.

잠재적 훼손 원인은 기 진단사례, 문헌, 경험 등을 활용하여 선정하여 목록화 한다. 잠

재적 훼손 원인 목록을 통하여 인과관계 분석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으며, 6단계 본 

조사 시 조사항목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에 훼손 원인

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진단에서 배제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원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목표
⚬ 생물군별로 어떤 훼손이 일어났는지 훼손을 유형화하고, 각 훼손 유형별로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훼손 원인들의 도출

주요 
내용

⚬ 생물군별로 훼손된 유형 판단
- 훼손구간에 포함된 훼손지점, 비훼손지점에 대하여 모두 수행
- 조사지점별로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에 대해 모두 수행

⚬ 훼손 유형에 대한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 작성
-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에 훼손 원인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진단에서 배제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원인을 선정

주요 
결과물

⚬ 훼손 유형 판단 표
⚬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

<표 2-13> 진단의 4단계 목표 및 주요 내용

나. 훼손 유형의 판단

1) 일반적인 훼손 유형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훼

손 유형은 <표 2-14>, <표 2-15>, <표 2-16>과 같으며,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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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제시된 훼손 유형 이외의 훼손 유형에 대한 훼손 판단기준은 그와 

관련된 국가 매뉴얼이나 생물측정망 자료의 백분위수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훼손 유형 판

단을 위한 각 생물군의 생태적 특성, 오염민감도, 섭식특성, 서식특성은 <부록 3>을 참고

한다.

훼손 유형 훼손 판단기준 특징

운동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전체 중 운동성 
부착돌말류의 세포밀도 

40% 이상

⚬종의 구성과 관련된 훼손 유형
⚬쪽배돌말속(Navicula), 등침돌말속(Nitzschia), 방패돌말속

(Surirella)의 모든 종을 포함
⚬하천에 토양 퇴적이 증가하면 운동성 부착돌말류 상대밀

도 증가

부영양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전체 중 부영양성 
부착돌말류의 세포밀도 

60% 이상

⚬종의 구성과 관련된 훼손 유형
⚬부영양성 돌말류는 하천의 영양염 또는 유기물 농도가 증

가하면 상대밀도가 증가하므로 영양염 또는 유기물에 의
해 교란된 하천 평가에 사용

⚬출현종 중 오염민감도가 4, 5인 종을 포함(하천 건강성 평
가의 부착돌말지수(TDI)에 이용하는 항목)

※ 오염민감도 4, 5인 종은 국내 하천 중 PO4-P 농도 0.1
mg/L 이상인 곳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므로 부영양성 
종으로 판단

민감성 돌말류의
낮은 상대밀도

전체 중 민감성 
부착돌말류 세포밀도 

20% 미만

⚬종의 구성과 관련된 훼손 유형
⚬영양염과 유기물 농도가 증가하면 호청수성 돌말류의 상

대밀도 감소
⚬출현종 중 오염민감도가 1인 종을 포함(하천 건강성 평가

의 부착돌말지수(TDI)에 이용하는 항목)
※ 오염민감도 1인 종은 국내 하천 중 PO4-P 농도 0.01

mg/L 미만인 곳에서 높은 빈도와 상대밀도로 출현하므로 
부영양화에 민감한 종으로 판단

엽록소의
높은 농도

⚬측정 자료가 일회성인 
경우 : Chl-a 농도 
10 μg/cm2 이상

⚬측정 자료가 지속적인 
경우: 평균 7 μg/cm2

이상 또는 최대 20 μ
g/cm2 이상

⚬생물량과 관련된 훼손 유형으로 부착돌말류 뿐만 아니라 
모든 부착성 조류를 포함

⚬엽록소 농도는 하천의 부영양화 평가에 사용
⚬Chl-a 농도가 10 μg/cm2 이상이면 유기물이나 영양염의 

농축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인 측정데이터가 
있다면 평균 7 μg/cm2 또는 최대 20 μg/cm2를 경계로 부
영양화의 평가 가능

기질의
높은 부패도

AFDM 5 mg/cm2 이상
⚬영양염과 유기물 농도가 높을수록 기질 축적으로 인한 부

패도 증가

※ 훼손 판단기준은 운동성 돌말류, 부영양성 돌말류, 민감성 돌말류, 기질의 경우 2012~2015년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결과, 엽록소는 US EPA; Bahls 2002, Kutka and Richards 1996, Barbour et al. 1999 등을 
근거로 설정

<표 2-14> 부착돌말류의 일반적인 훼손 유형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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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훼손 판단기준 특징

우점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우점종의 
개체수 비율 70% 이상

⚬종 풍부도와 관련 훼손 유형
⚬환경이 악화될수록 특정종의 점유율이 높아지므로 환경

변화에 대한 지표로 활용 가능

국내종의
낮은 개체수

국내종 개체수 85개체 
이하

⚬국내종의 개체수 감소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외래종 유
입과 먹이 및 서식처의 감소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어종부터 감소

비정상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비정상종의 
개체수 비율 1% 이상

⚬어류의 외향적 건강상태와 관련한 훼손 유형
⚬기형, 지느러미 손상, 피부 손상, 종양 등 4부류로 구분
⚬비정상종의 발생원인은 기생충, 박테리아 등에 의한 질병, 

수질오염(암모니아성 질소 증가, 용존산소 감소 등), 독성
물질 유입 등 다양

민감종 부재 민감종의 미출현
⚬하천의 교란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 민감종, 중간종, 내

성종 중 민감종의 개체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

내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내성종의 
개체수 비율 35% 이상

⚬어종의 개체수 구성과 관련된 훼손 유형
⚬오염에 내성이 강한 잉어, 붕어 등의 내성종은 수질오염

이 심해질수록 상대풍부도 증가

잡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잡식종 70% 
이상

⚬어종의 영양단계와 관련한 훼손 유형
⚬잡식종 중에는 내성종의 비율이 높으므로 잡식종이 증가

하면 내성종도 증가하는 상관관계 존재

충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충식성종의 
개체수 비율 20% 이하

⚬어종의 영양단계와 관련한 훼손 유형
⚬서식지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질 저하에 따라 수중 무

척추동물을 섭식하는 충식종의 개체수 비율 감소

여울성 저서종 
부재

여울성 저서종의 미출현

⚬유속 감소, 하천 내 유기물 축적 등에 따라 여울성 저서종
의 수 감소

⚬수심이 50cm 이내의 물의 흐름이 빠르고, 하상에 자갈이 
많아 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여울로 인하여 오
염물질이 퇴적되지 않는 서식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활
용 가능

어류 부재 어류의 미출현
⚬어류는 생활사가 길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생태계 및 서식지 교란으로 서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서식처로 이동 가능

치어 부재 치어 미출현

⚬치어 개체수로 어류의 산란 가능 여부를 판단
⚬물리·화학·생물학적 교란요인이 다양하게 발생할수록 

치어의 종수 및 개체수가 감소
⚬치어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어류의 재생산이 활발하게 일

어나는 것으로 판단

어류 폐사
하천 길이 1km 당 
100개체 이상 폐사

⚬독성물질의 유입 등 환경상태가 악화되면 어류 폐사 발생 
가능

※ 훼손 판단기준은 내성종 개체수 비율의 경우 US EPA, 1993, Fish field and laboratory methods for evaluating 
the biological integrity of surface waters, EPA 600-R-92-111, Cincinnati, Ohio 45268와 국립환경과학원, 2016, 
수질관리를 위한 생물학적 평가 지침서를, 그 외의 훼손 유형은 국립환경과학원, 2015, 수질관리를 위한 생물학적 
평가 지침서 등을 근거로 설정

<표 2-15> 어류의 일반적인 훼손 유형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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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훼손 판단기준 특징

낮은 전체 
출현 종수

전체 출현 종수
10종 이하

⚬종 다양성과 관련된 훼손 유형
⚬하상교란, 유기물 증가 등 다양한 훼손 원인으로 서식환

경이 악화되면 출현 종수 감소

우점·아우점종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전체 중 우점·
아우점종의 개체밀도 

비율 75% 이상

⚬환경이 악화될수록 특정종의 점유율이 우세하므로 우점
종의 상대적 점유율을 환경변화에 대한 지표로 활용 가능 

낮은 EPT종의
개체밀도 비율

전체 중 EPT 종의 
개체밀도 비율

35% 이하

⚬종의 구성과 관련된 훼손 유형
⚬전체군집 중 하루살이, 강도래, 날도래의 구성비를 수질 

지표로 사용
⚬EPT종의 수 또는 개체수는 환경이 양호한 하천에서 상대

적으로 높고 탁도가 높거나 준설로 서식처가 교란된 하천
에서 낮음

낮은 다양도 지수
셰넌(Shannon)

다양도 지수 2 이하
(로그 밑수 2 기준)

⚬종 다양성과 관련 훼손 유형
⚬서식처 단순화, 정수화 등 서식처의 다양성 훼손은 다양

한 종의 출현을 억제하여 다양도 지수 감소

주워먹는 무리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전체 중 주워먹는 
무리의 개체밀도 비율 

75% 이상

⚬종의 구성과 관련된 훼손 유형
⚬주어먹는 무리는 유기물의 유입량이 많은 평지하천 또는 

농경지를 관류하는 하천에서 일반적으로 점유율이 높음
⚬유속 감소로 유기물의 퇴적이 증가하면 주어먹는 무리의 

개체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

내성종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전체 중 내성종의 
개체밀도 비율 

60% 이상

⚬환경이 교란되어 그 상태가 악화될수록 민감종이 감소하
고, 내성종의 비율이 증가

※ 훼손 판단기준은 US EPA, 2013, Jun et al., 2012, Matouŝková et al., 2010 등을 근거로 설정
※ 내성종의 훼손 판단기준의 경우 공동수 등, 2018. 한국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 개선. 한국물환경학회지, 

34,3,251-269.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환경질 점수 목록에서 환경질 점수 1과 2를 가진 종류를 내성종으로 분류

<표 2-16>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일반적인 훼손 유형 및 판단 기준

2) 훼손 유형의 판단 및 훼손 유형 표 작성

훼손 유형의 판단은 3단계에서 설정한 훼손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조사지점에 대하여 

조사지점별로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에 대하여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훼손구간에 포함된 비훼손지점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훼손 유형의 판단은 

2단계와 3단계에서 사용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 등을 사용한다. <표 

2-17>의 예시와 같이 사용 자료의 기간 중 한번이라도 훼손 유형별 훼손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 훼손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각 조사지점별, 생물군별로 훼손 유형

을 판단 한 후에는 <표 2-18>의 훼손 유형 판단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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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판단 기준
조사결과 훼손

여부2013년 2014년 2015년

운동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40 % 이상 71.1 % 57.4 % 54.8 % ○

부영양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60 % 이상 70.6 % 59.6 % 56.3 % ○

민감성 돌말류의
낮은 상대밀도

20 % 미만 25.8 % 33.9 % 31.9 % ×

엽록소의 높은 농도
평균 7 μg/cm2 이상, 

최대 20 μg/cm2 2.82 9.20 5.52 ×

기질의 높은 부패도 5 mg/cm2 이상 1.56 mg/cm2 2.96 mg/cm2 1.88 mg/cm2 ×

<표 2-17> 부착돌말류의 훼손 유형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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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판단표

하천명 조사지점 수 훼손구간

지점명 지점구분 경위도(도분초)

생물군 훼손 유형 판단 기준
조사결과 해당 

여부년 년 년

부착돌말류

운동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전체 중 40% 이상

부영양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전체 중 60% 이상

민감성 돌말류의
낮은 상대밀도

전체 중 20% 미만

엽록소의 높은 농도
일회성 자료: 10 μg/cm2 이상
지속적 자료: 평균 7μg/cm2 이상 

또는 최대 20μg/cm2 이상

기질의 높은 부패도 AFDM 5 mg/cm2 이상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낮은 전체 출현 종수 10종 이하

우점·아우점종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전체 중 75% 이상

낮은 EPT종의
개체밀도 비율

전체 중 EPT종 35% 이하

낮은 다양도 지수 Shannon 다양도 지수 2 이하
주워먹는 무리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주워먹는 
무리 개체 75% 이상

내성종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전체 중 60% 이상

어류

우점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70% 이상

국내종의 
낮은 개체수

85개체 이하

비정상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1% 이상

민감종 부재 미출현

내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35% 이상

잡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70% 이상

충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전체 중 20% 이하

여울성 저서종 부재 미출현

어류 부재 미출현

치어 부재 미출현

어류 폐사 하천 1km 당 100개체 이상

비고

<표 2-18> 훼손 유형 판단표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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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 파악

1) 일반적인 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

생물군별 각 훼손 유형에는 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훼손 원인이 존재한다. 훼손 원

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그 훼손 원인을 제거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킬 수 있

기 때문에 훼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훼손 원인을 한 

번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잠재적 훼

손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조사 등 다음 단계들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훼손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다.

잠재적 훼손 원인은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따라서 훼

손 원인, 중간변수, 훼손 원인의 근원으로 그 위계를 나눌 수 있다. 훼손 원인은 훼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하천에 훼손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훼

손 원인을 제거하더라도 훼손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훼손 

원인의 근원은 하천에 훼손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훼손 원인의 근원을 제거하면 훼

손 원인, 중간변수 등의 문제도 사라질 수 있다. 중간변수는 훼손 원인의 근원이 훼손 원

인을 일으키기 전에 하천 환경 또는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훼손 원인의 근원과 훼손 원인 사이에는 다양한 중간변수들이 존재하며, 훼손 원인의 

근원에서 중간변수, 그리고 훼손 원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친다. 각 생물군별 훼손 유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잠재적 훼손 원인의 예시는 

<표 2-19>, <표 2-20>, <표 2-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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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운동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 감소 ⚬유속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정체수역 증가 ⚬유사퇴적 증가

⚬침식 증가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투수성 감소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토양 내 유기물 증가

⚬토양노출 증가 ⚬하천으로의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기질 매몰도 증가 ⚬세립질 하상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탁도 증가

부영양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속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침식 증가

⚬지표·지표지하 유출수 내 질소, 인 증가

⚬습식·건식 강하물 내 질소, 인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영양염류 증가

⚬수온 변화 완충능력 감소

⚬영양염 농축 증가

⚬하천으로의 영양염,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수온 증가 ⚬광조도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하천 내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증가

민감성 돌말류의

낮은 상대밀도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속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침식 증가

⚬지표·지표지하 유출수 내 N/P 증가

⚬습식·건식 강하물 내 질소, 인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영양염류 증가

⚬수온 변화 완충능력 감소

⚬영양염 농축 증가

⚬하천으로의 영양염,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수온 증가 ⚬광조도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하천 내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증가

<표 2-19> 부착돌말류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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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엽록소의

높은 농도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속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침식 증가

⚬지표·지표하 유출수 내 질소, 인 증가

⚬습식·건식 강하물 내 질소, 인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영양염류 증가

⚬수온 변화 완충능력 감소

⚬영양염 농축 증가

⚬하천으로의 영양염,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수온 증가 ⚬광조도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하천 내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증가

기질의

높은 부패도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속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침식 증가

⚬지표·지표하 유출수 내 질소, 인 증가

⚬습식·건식 강하물 내 질소, 인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영양염류 증가

⚬영양염 농축 증가

⚬하천으로의 영양염,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기질 매몰도 증가 ⚬세립질 하상 증가 ⚬탁도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하천 내 총 질소, 총 인 증가

<표 2-19> 부착돌말류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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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낮은 전체 출현 종수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침식 증가 ⚬정체수역 증가 ⚬유사퇴적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토양노출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하천으로의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유속 감소 ⚬세립질 하상 증가 ⚬입자성 유기물 증가

우점·아우점종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침식 증가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토양 내 유기물 증가 ⚬유사퇴적 증가

⚬유기물·유사·부유물 증가

⚬수온 변화 완충능력 감소

⚬하천으로의 유기물, 유사, 부유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하상 교란 증가 ⚬하상 단순화 ⚬수온 증가

⚬탁도 증가

낮은 EPT종의

개체밀도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침식 증가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토양 내 유기물 증가 ⚬유사퇴적 증가

⚬유기물·유사·부유물 증가

⚬수온 변화 완충능력 감소

⚬하천으로의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유속 감소 ⚬하상 단순화 ⚬수온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표 2-20>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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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낮은 다양도 지수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수변 토지피복 변경

⚬하천공사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로 단절 ⚬침식 증가

⚬투수성 감소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유사퇴적 증가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증가

⚬수온 변화 완충능력 감소

⚬하천으로의 영양염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수온 증가 ⚬유속 감소 ⚬하상 단순화

⚬부유물 증가 ⚬세립질 하상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주워먹는 무리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변수

⚬유량 감소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침식 증가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투수성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캐노피 감소 ⚬토양 내 유기물 증가 ⚬유사퇴적 증가

⚬유기물·유사·부유물 증가

⚬하천으로의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유속감소 ⚬세립질 하상 증가 ⚬부유물 증가

내성종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수변 토지피복 변경

⚬하천공사

중간변수

⚬유량 감소 ⚬침식 증가 ⚬투수성 감소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캐노피 감소

⚬수변식생 감소 ⚬수변습지 감소 ⚬유사퇴적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증가

⚬수온 변화 완충능력 감소

⚬하천으로의 영양염 유기물 전달성 증가

훼손 원인 ⚬물리적 서식처 교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표 2-20>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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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우점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상류저수 ⚬생물 유입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유사퇴적 증가 ⚬토양노출 증가 ⚬탁수유입 증가

⚬정체수역 증가 ⚬수변습지 감소

⚬하천 내 유기물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산란처 감소 ⚬이입종 증가 ⚬서식처 교란 증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세립질 하상 증가 ⚬독성물질 증가

국내종의 

낮은 개체수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저수

⚬생물 유입 ⚬하천공사

중간 변수

⚬유량 변동 ⚬유로 변경 ⚬유로 단절

⚬유사퇴적 증가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탁수유입 증가 ⚬횡구조물 건설

훼손 원인
⚬수서곤충 감소 ⚬산란처 감소 ⚬간헐적 건천화

⚬외래종 증가 ⚬하상 교란 증가

비정상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하천 이용 ⚬상류 저수 ⚬생물 유입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유사퇴적 증가 ⚬수변습지 감소 ⚬정체수역 증가

⚬토양노출 증가 ⚬탁수유입 증가 ⚬먹이원 감소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물리적 상해 증가 ⚬서식처 교란 증가

⚬어류의 스트레스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질병 증가 ⚬기생충 감염 ⚬독성물질 증가

<표 2-21> 어류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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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민감종 부재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상류저수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유사퇴적 증가 ⚬토양노출 증가 ⚬정체수역 증가

⚬탁수유입 증가 ⚬수변습지 감소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횡구조물 건설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수온 변화 증가 ⚬유속 감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급격한 수위변동 ⚬하상 교란 증가 ⚬간헐적 건천화

⚬독성물질 증가

내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공사 ⚬생물 유입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수변토지피복변경

중간 변수

⚬유량 변동 ⚬유로 변경 ⚬유로 단절

⚬탁수유입 증가 ⚬정체수역 증가 ⚬수변습지 감소

⚬유사퇴적 증가 ⚬토양노출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내성이입종 증가 ⚬서식처 교란 증가 ⚬세립질 하상 증가

⚬독성물질 증가

잡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상류 저수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 변동 ⚬유로 변경 ⚬유로 단절

⚬토양노출 증가 ⚬탁수유입 증가 ⚬유사퇴적 증가

⚬물리적 상해 증가 ⚬수변습지 감소 ⚬정체수역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서식처 교란 증가 ⚬급격한 수위변동 ⚬독성물질 증가

<표 2-21> 어류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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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충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상류저수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토양노출 증가 ⚬탁수유입 증가 ⚬유사퇴적 증가

⚬수변습지 감소 ⚬정체수역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수서곤충 감소 ⚬서식처 교란 증가 ⚬급격한 수위변동

⚬세립질 하상 증가 ⚬독성물질 증가

여울성 저서종 부재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상류저수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유사퇴적 증가 ⚬토양노출 증가 ⚬정체수역 증가

⚬탁수유입 증가 ⚬수변습지 감소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횡구조물 건설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유속 감소 ⚬급격한 수위변동 ⚬하상 교란 증가

⚬하천 흐름의 단순화 ⚬독성물질 증가

어류 부재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하천이용 ⚬상류저수 ⚬생물 유입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유사퇴적 증가 ⚬토양노출 증가 ⚬정체수역 증가

⚬탁수유입 증가 ⚬수변습지 감소

⚬어류의 스트레스 증가 ⚬토양 내 유기물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물리적 상해 증가 ⚬서식처 교란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용존산소(DO) 감소 ⚬유량 감소 ⚬수온 변화 증가

⚬질병 증가 ⚬하상 교란 증가 ⚬간헐적 건천화 증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독성물질 증가

<표 2-21> 어류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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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예시

치어 부재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상류저수 ⚬생물 유입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토지피복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유사퇴적 증가 ⚬토양노출 증가 ⚬탁수유입 증가

⚬수변습지 감소 ⚬정체수역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훼손 원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수온 변화 ⚬급격한 수위변동 ⚬산란처 감소

⚬외래종 증가 ⚬하상 교란 증가 ⚬독성물질 증가

어류 폐사

원인의 근원

⚬홍수 ⚬가뭄 ⚬하천공사

⚬하천 이용 ⚬상류저수 ⚬생물 유입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수변 토지 피복 변경 ⚬훼손된 지천의 합류

중간 변수

⚬유량변동 ⚬유로변경 ⚬유로단절

⚬유사퇴적 증가 ⚬토양노출 증가 ⚬탁수유입 증가

⚬수변습지 감소 ⚬정체수역 증가

⚬유출수 내 유기물 증가

⚬물리적 상해 증가 ⚬서식처 교란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어류의 스트레스 증가

훼손 원인

⚬용존산소(DO) 감소 ⚬수온 변화 증가 ⚬질병 증가

⚬간헐적 건천화 증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

⚬독성물질 증가

<표 2-21> 어류의 훼손 유형에 따른 잠재적 훼손 원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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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 작성

<표 2-19>, <표 2-20>, <표 2-21>을 참고하여 <표 2-22>와 같이 훼손 유형별 잠재

적 훼손 원인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에는 가능한 모든 잠재적 훼손 원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에 훼손 원인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진단에서 배제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원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도 확실히 원인이 될 수 없는 항목은 제거할 수 있다.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을 작성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물리·화학·생물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일반적 훼손 원인을 포함할 것

⚬ 토지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모든 원인을 포함할 것

⚬ 유역 내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에 의한 훼손 원인을 포함할 것

⚬ 오염원 위치 등은 위성사진이나 지도로 확인하고 훼손구간의 특이점을 파악할 것

⚬ 데이터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이 곤란하다고 원인에서 제거하지 말 것

⚬ 훼손 유형과의 연결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원인에서 제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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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

하천명 시점 종점
조사년도 조사지점 수 훼손지점 수
훼손지점별 훼손 생물군

지점명 지점구분 훼손 생물군
조사년도 경위도(도분초)

훼손 유형 잠재적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표 2-22> 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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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개념적 훼손 모델 설정

가. 개요

본 단계의 목표는 4단계에서 작성한 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을 활용하여 

훼손 원인과 중간변수, 훼손 원인의 근원 등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개념적 훼손 

모델로 도식화 하는 것이다

개념적 훼손 모델은 훼손 원인의 근원으로부터 훼손이 발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그래

픽으로 묘사한 시각 정보이다. 개념적 훼손 모델 통하여 훼손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검증해야 할 잠재적 훼손 원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훼손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목표 ⚬4단계에서 작성한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을 개념적 훼손 모델로 도식화

주요 내용
⚬기존 사례,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여 훼손 원인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훼손 항목과 훼손 원인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최종 훼손 모델 작성

주요 결과물 ⚬개념적 훼손 모델

<표 2-23> 진단의 5단계 목표 및 주요 내용

나. 잠재적 훼손 원인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개념적 훼손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4단계에서 작성한 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

손 원인 목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기존 사례,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여 파악한다. 이때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간에 알려진 인과관계는 가능하면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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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념적 훼손 모델의 작성

4단계에서 작성한 훼손 유형별 잠재적 훼손 원인 목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이를 개념적 훼손 모델로 도식화하여야 한다. 개념적 훼손 모델은 <그림 2-9>과 같이 화

살표를 이용하여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개념적 훼손 모델은 처음부터 하나의 형태만 있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훼손 원인

과 중간변수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여러 형태로 작성해보고 이 중 가정 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모델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록 1>에 생물군별로 대표적인 개념적 훼손 모델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예시에 모든 개념적 훼손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정 등을 통해 개념

적 훼손 모델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9> 개념적 훼손 모델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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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부착돌말류의 개념적 훼손 모델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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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단계: 본 조사

가. 개요

본 단계의 목적은 5단계에서 작성한 개념적 훼손 모델을 바탕으로 진단 대상하천에 실

제로 훼손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 조사하는 것이다. 본 조

사는 훼손이 발생한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의 1단계 기초자료 조사와 6단계 본 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사의 목적에 있다. 

1단계의 기초자료 조사는 주로 기존 자료를 통하여 대상하천과 유역환경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6단계의 본 조사는 잠재적인 훼손 원

인, 중간변수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주요 훼손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

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기초자료 조사는 조사의 시·공간적 범위나 항목의 

일반성이 중요하지만, 본 조사는 조사의 구체성이 중요하다.

진단을 위한 본 조사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어떤 진단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되어 있을 때 보다 명확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개략적인 진단 방법을 

설정한 후에 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때 대상하천과 훼손 유형이 유

사한 기존 사례 등에서 사용한 진단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목표 ⚬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을 현장 조사하여 훼손원인 진단에 필요한 자료 구축

주요 내용

⚬ 조사지점 선정
- 3단계에서 설정한 훼손구간을 기본 조사구간으로 하되 필요시 확장 가능
- 지천의 합류, 하천 교란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훼손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지

점을 선정
⚬ 조사항목 선정

- 5단계에서 설정한 개념적 훼손 모델에 나타난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조사항목
을 선정

- 훼손 정도와 그 원인 분석을 위해 참조하천도 진단 대상하천과 같은 항목을 조사

주요 결과물
⚬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의 조사지점 선정 표
⚬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의 본 조사결과 표

<표 2-24> 진단의 6단계 목표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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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를 수행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정보

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

보를 수집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훼손상태를 바라볼 수 있다.

나. 조사지점의 선정

1) 진단 대상하천의 조사지점 선정

진단 대상하천의 조사지점은 개념적 훼손 모델을 염두에 두고 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범위는 3단계에서 설정한 훼

손구간을 기본으로 하되, 훼손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경우 그 이외 구간도 

조사할 수 있다. 하천은 물과 수변간, 생물과 무생물간 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

다. 따라서 훼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적 조사뿐만 아니라 유

역환경을 포함하는 횡적 조사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지점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외에도 조사자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훼손진단의 2단계 훼손판단과 3단계 훼손구간 설정에서 사용한 조사지점 중 훼손구

간 내에 포함된 지점

⚬ 훼손구간의 최상류부 1 km 이격된 하류 방향의 지점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교란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 훼손구간에 유입되는 지천과 그 합류부의 상·하류 지점

⚬ 수처리시설 등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상·하류 지점

2) 참조하천의 조사지점 선정

참조하천은 진단 대상하천의 규모를 고려하여 생물측정망 참조지점의 상류방향으로 5

~ 10 km 구간을 조사구간으로 설정한다. 조사지점은 적어도 5 km 단위로 이격하여 최

소 2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참조하천의 조사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생

물측정망의 참조지점은 필수적으로 조사지점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조하천은 교란이 없거나 최소인 상태에서 최상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하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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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단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정도와 그 원인을 비교,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한다. 따라서 참조하천의 조사지점은 주변에 오염원 유입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선정하

여야 한다.

3) 본 조사지점 선정표 작성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의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에는 <표 2-25>, <표 2-26>과 같

이 본 조사지점 선정표를 작성한다. 진단 대상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는 <표 2-27>

에, 참조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는 <표 2-28>에 각각 그 예시가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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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하천명 주소

훼손구간 구간거리 km 시점: 종점:

본 조사지점 수 필수 조사지점 개 선택 조사지점 개

필수 조사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선택 조사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조사지점 현황도

<표 2-25> 대상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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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하천명 주소

참조구간 구간거리 km 시점: 종점:

구간 내 생물측정망 참조지점 명

본 조사지점 수 참조지점 개 선택 조사지점 개

생물측정망
참조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선택 조사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조사지점 현황도

<표 2-26> 참조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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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하천명 ○○천 주소 ○○시 ○○군 ○○면 ○○-○○

훼손구간 구간거리 ○○ km 시점: 000 + 000 종점: 000 + 000

본 조사지점 수 총 ○○개 필수 조사지점 ○○개 선택 조사지점 ○○개

필수 조사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1, 4, 13 기존 생물측정망 조사지점

2, 3 환경기초시설의 상하류 지점
5,6,7,8,9,
10,11,12

훼손구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지점

7
훼손구간 내 훼손 정도의 변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 훼손구
간의 중앙 지점

10, 11 하천환경이 주변 지역과 현저하게 다른 지역

선택 조사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1
필수 조자시점 사이에 하천 환경이 현격하게 다른 지역이 포
함되어 있을 경우

2
문헌으로는 지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현장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점

조사지점 현황도

<표 2-27> 대상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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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하천명 ○○천 주소 ○○시 ○○군 ○○면 ○○-○○

참조구간 구간거리 ○○ km 시점: 000 + 000 종점: 000 + 000

구간 내 생물측정망 참조지점 명 B001

본 조사지점 수 참조지점 ○○개 선택 조사지점 ○○개

생물측정망
참조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3 기존 생물측정망 조사지점

선택 조사지점

지점번호 선정이유

1, 2 5 km 단위로 이격하여 최소 2지점 이상을 선정

조사지점 현황도

<표 2-28> 참조하천의 본 조사지점 선정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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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항목의 선정

본 조사항목을 선정할 때는 1단계에서 조사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생

물측정망, 수질측정망, 퇴적물측정망 등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자료를 활용하면 진단에 필

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1) 진단 대상하천의 조사항목 선정

조사항목은 5단계의 개념적 훼손 모델에 나타낸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야 한다. 이때 현장상황에 따라서 개념적 훼손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로 조

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훼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훼손 원인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항목에는 하폭, 수폭, 수심, 유속, 수온, 수질 등의 물환경과 토지이용, 오염원, 시

설물, 하천 연속성 등의 유역 및 인문사회 환경, 그리고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 어류 등 수생생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항목은 <표 2-29>를 참고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훼손과 관련된 항목이 충분히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5단계의 개념적 훼손 모델에 포함된 잠재적 훼손 원인과 그 근원, 중간변수 등이 검

증 가능한지 여부

⚬ 현장상황에 따라서 개념적 훼손 모델에 포함된 원인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인과 관계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훼손과 훼손 원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적 범위와 조사횟수가 반

영되었는지 여부

⚬조사 대상지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참조하천의 조사항목 선정

참조하천은 진단 대상하천의 훼손 원인분석을 위하여 진단 대상하천의 조사항목과 동일

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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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사이유 조사내용

수리·수문
⚬수리 및 수문 자료를 통하여 조사구간

의 흐름 특성 파악

⚬유속
⚬수심
⚬유량
⚬강수량
⚬기상상황 등

수질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생활환경 기준 

등 하천의 수질기준에 제시된 항목을 
기초로 수질상태를 파악

⚬BOD, COD, DO, SS, pH, 수온, 대장균군수 
등

 ※ 필요시 비소, 크롬, 카드뮴, 수은, 납 등 중
금속 농도 분석 수행

 ※ 조사방법은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참고

부착돌말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질변
화나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부착돌말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등
급은 종 풍부도, 인산염(PO4-P)에 대한 
종별 오염민감도, 지표가중치 등에 영향

⚬종 수, 종별 세포밀도
⚬우점종, 지표종
⚬운동성 돌말류의 상대밀도
⚬민감성 종의 상대밀도
⚬부영양성 종의 상대밀도
⚬엽록소(Chl-a) 농도
⚬AFDM농도
 ※ 조사방법은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 

참고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

⚬수질과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종 분포
가 달라져서 지표생물로 많이 활용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
강성 평가등급은 종 풍부도, 유기물
(BOD)에 대한 오탁지수, 지표가중치 등
에 영향

⚬종 수, 종별 개체밀도
⚬우점종 및 아우점종, 지표종
⚬군집지수(우점도, 다양도, 풍부도, 균등도)
⚬내성종 개체밀도 비율
 ※ 조사방법은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 

참고

어류

⚬어류는 장기간의 환경 영향을 나타내는 
생물로서, 비교적 오래 살고 이동성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서식지 상태를 대표

⚬어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등급은 하
천의 물리적 구조와 수질 등에 영향

⚬종 수, 개체수
⚬우점종, 지표종
⚬국내종 개체수
⚬비정상종 개체수 비율
⚬민감종 개체수
⚬내성종 개체수 비율
⚬잡식성종 개체수 비율
⚬충식성종 개체수 비율
⚬여울성 저서종 수
⚬치어 개체수
⚬비만도 분석
⚬생식소 질량지수
⚬간 질량지수
 ※ 이상징후에 따라 혈액 내 코르티솔(cortisol) 

분석, 기생충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 분석, 
중금속 농도 분석 등 수행

 ※ 조사방법은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 
참고

<표 2-29> 본 조사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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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내용 조사내용 예시

서식 및 
수변환경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서식 및 수변환경의 변화는 생
물종 다양성 및 풍부도에 영향

⚬종횡 사주의 자연성
⚬하도의 자연성
⚬유속 다양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토지이용
⚬제내지 토지이용
※ 조사방법은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 참고

수생태계 
연속성

⚬하천의 횡적·종적 연속성 파악

⚬댐, 보, 어도, 농업수로, 관거 등 하천 시설물 설치현황
⚬하천변 식생분포 현황
⚬하천의 종적, 횡적 구조적 형태
⚬드론 또는 사진촬영 필요
※ 조사방법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지침’ 참고
※ 식생 분포 현환 등은 식생 자연도 평가 등급 결과 

등의 활용 가능

토지이용

⚬하천주변의 도시화 등의 경관 
특성 및 토지이용도 파악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상황 
재확인 등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현장조사
⚬평면도, 단면도 등 작성
⚬사진촬영
※ 육안 상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지적편집도 등을 참고

오염원
조사

⚬하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축
사, 수처리시설 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의 파악

⚬유역 내 가축사육, 경작물 재배 현황
⚬수처리시설 등 점오염원의 위치와 운영현황
⚬비점오염원 유입 가능성, 위치, 성분 등
⚬사진촬영 및 지도작업 필요

인문사회 
환경 등

⚬하천 복원 및 관리 방안 수립 시 
필수적인 고려사항 파악

⚬하천의 이용 행태와 이용자 특성
⚬주변 도로 차량 통행량
⚬축제, 물놀이 등 하천 이용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등
⚬현장 설문 및 인터뷰 등

※ 기타 조사방법은 <부록 2>, 생태하천 복원 조사·평가 및 진단 매뉴얼(환경부, 2014) 등을 참고

<표 2-29> 본 조사 항목 예시(계속)

라. 조사결과표 작성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에 대하여 본 조사를 한 후에는 <표 2-30>, <표 2-31>과 

같이 조사결과표를 조사지점별로 작성한다. 제시된 양식이 아니더라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조사항목별 자료를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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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대상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대상하천 지점 번호 조사자 조사일

종합평가

수리·수문

유속 강수량

수심 기상상황

유량 기타

수질

수온(℃) 경도(mg/L)

용존산소(DO)(mg/L) 알칼리도(mg/L)

산성도(pH) 엽록소(Chl-a)(mg/m3)

전기전도도(μS/cm) *카드뮴(mg/L)

탁도(NTU) *비소(mg/L)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mg/L) *시안(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mg/L) *수은(mg/L)

부유성고형물(SS)(mg/L) *납(mg/L)

암모니아성질소(NH3-N)(mg/L) *6가크롬(mg/L)

질산성질소(NO3-N)(mg/L)

총질소(T-N)(mg/L)

인산염(PO4-P)(mg/L)

총인(T-P)(mg/L)

부착돌말류

종수 총 세포밀도

우점종 지표종

운동성 돌말류의 상대밀도 부영양성 종의 상대밀도

민감성 종의 상대밀도 엽록소(Chl-a) 농도

유기물건중량(AFDM)

<표 2-30> 진단 대상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양식

* 필요시 중금속 항목 분석 수행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진단 안내서

80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종수 총 개체밀도

우점종 우점비율

아우점종 아우점비율

EPT종수 EPT종 개체비율

우점도 다양도

풍부도 균등도

내성종의 상대밀도 섭식기능군

어류

종수 총 개체밀도

우점종 우점비율

국내종 개체수 비정상종 개체비율

민감종 개체수 내성종의 개체비율

잡식성종 개체비율 충식성종 개체비율

여울성 저서종 개체수 치어 개체수

*비만도 *생식소 질량지수

*간 질량지수 *체내 중금속 분석

서식 및 수변환경

종횡사주의 자연성

하도의 자연성

유속 다양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저질 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토지 이용

제내지 토지 이용

수생태계
연속성

위치 좌안 우안

식생폭원(m)

산림까지 거리(m)

산림사이 장애요소

수변식생 연결성(%)

인공구조물

어도

기타

토지 이용

농경지(%)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녹지(%) 기타(%)

오염원 및 시설물

환경기초시설(개) 농업용 수로(개)

가축사육(두수) 관거 시설(개)

양식장(m2) 기타

<표 2-30> 진단 대상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양식(계속)

* : 이상증후에 따라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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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환경 등

이용 행태

이용자 특성

주변 차량 통행량

축제, 물놀이 등 현황

설문 및 인터뷰

하천 사진

상류 하류

평면도

단면도

<표 2-30> 진단 대상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양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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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대상하천 지점 번호 조사자 조사일

종합평가

수리·수문

유속 강수량

수심 기상상황

유량 기타

수질

수온(℃) 경도(mg/L)

용존산소(DO)(mg/L) 알칼리도(mg/L)

산성도(pH) 엽록소(Chl-a)(mg/m3)

전기전도도(μS/cm) 카드뮴(mg/L)

탁도(NTU) *비소(mg/L)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mg/L)

*시안(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mg/L) *수은(mg/L)

부유성고형물(SS)(mg/L) *납(mg/L)

암모니아성질소(NH3-N)(mg/L) *6가크롬(mg/L)

질산성질소(NO3-N)(mg/L)

총질소(T-N)(mg/L)

인산염(PO4-P)(mg/L)

총인(T-P)(mg/L)

부착돌말류

종수 총 세포밀도

우점종 지표종

운동성 돌말류의 상대밀도 부영양성 종의 상대밀도

민감성 종의 상대밀도 엽록소(Chl-a) 농도

유기물건중량(AFDM)

<표 2-31> 참조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양식

* : 필요시 중금속 항목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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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종수 총 개체밀도

우점종 우점비율

아우점종 아우점비율

EPT종수 EPT종 개체비율

우점도 다양도

풍부도 균등도

내성종의 상대밀도 섭식 기능군

어류

종수 총 개체밀도

우점종 우점비율

국내종 개체수 비정상종 개체비율

민감종 개체수 내성종의 개체비율

잡식성종 개체비율 충식성종 개체비율

여울성 저서종 개체수 치어 개체수

*비만도 *생식소 질량지수

*간 질량지수 *체내 중금속 분석

서식 및 수변환경

종횡사주의 자연성

하도의 자연성

유속 다양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저질 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토지 이용

제내지 토지 이용

수생태계
연속성

위치 좌안 우안

식생폭원(m)

산림까지 거리(m)

산림사이 장애요소

수변식생 연결성(%)

인공구조물

어도

기타

토지 이용

농경지(%)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녹지(%) 기타(%)

오염원 및 시설물

환경기초시설(개) 농업용 수로(개)

가축사육(두수) 관거 시설(개)

양식장(m2) 기타

<표 2-31> 참조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양식(계속)

* : 이상증후에 따라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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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환경 
등

이용 행태

이용자 특성

주변 차량 통행량

축제, 물놀이 등 현황

설문 및 인터뷰

하천 사진

상류 하류

평면도

단면도

<표 2-31> 참조하천의 본 조사결과표 양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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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단계: 주 훼손 원인 진단 및 최적 훼손 모델 도출

가. 개요

본 단계의 목표는 6단계의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대상하천의 훼손에 상대적으

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주 훼손 원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 훼손 원인이 선정

되면 5단계에서 설정한 개념적 훼손 모델을 수정하여 최종 훼손 모델을 도출하여야 한다. 

7단계는 훼손 유형과 그 원인간의 인과관계 분석이 수행되는 단계로, 진단의 핵심 과정으

로 볼 수 있다.

목표
⚬ 진단 대상하천의 복원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 훼손 원인 파악하고 최적 훼

손 모델 도출

주요 내용

⚬ 6단계의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잠재적 훼손 원인 중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훼손 원인 제거

⚬ 보다 명확하게 주 훼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적 동시성 분석, 시간적 관계 분석, 
참조하천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 등 심화분석 수행

⚬ 비 훼손 원인을 제거하고 주 훼손 원인을 반영하여 최적 훼손 모델 도출

주요 결과물
⚬ 주 훼손 원인 진단 표
⚬ 최적 훼손 모델

<표 2-32> 진단의 7단계 목표 및 주요 내용

나. 잠재적 훼손 원인 중 심화분석 대상 선정

잠재적 훼손 원인 중에서 진단 대상하천에 실제로 훼손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먼저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잠재적 훼손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6

단계의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잠재적 훼손 원인 중 확실하게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훼손 원인을 제거한다. 확실하게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판단되지 않는 잠재적 훼

손 원인에 대해서는 심화분석을 통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잠재적 훼손 원인과 그 근원, 중간변수 중 훼손 원인의 근원이 진단 대상하천

에서 발생하는지를 판단해보면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다. 훼손 원인의 근원이 발생하

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훼손 원인과 중간변수 등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같이 제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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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잠재적 훼손 원인의 근원의 발생 여부는 6단계 본 조사결과 중 주로 수생태계 연속

성, 토지이용, 오염원 조사, 인문사회 환경 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 주 훼손 원인 파악을 위한 심화분석

필요한 경우 보다 명확하게 주 훼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화분석을 수행할 수 있

다. 심화분석 방법에는 공간적 동시성 분석, 시간적 관계 분석, 참조하천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공간적 동시성 분석방법

공간적 동시성 분석방법은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또는 공간의 상·하류

의 지점에서 훼손 원인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하여 그 결과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 결과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훼손 원인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또는 공간이 

하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공간적 동시성 분석방법의 예시는 <표 

2-33>과 같다.

2) 시간적 관계 분석방법

시간적 관계 분석방법은 진단 대상하천에 훼손이 발생하기 전에도 잠재적 훼손 원인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또는 공간의 오염

물질 배출 시기와 훼손이 발생한 시기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시설 또는 공간의 입지 

전·후의 진단 대상하천의 상태를 비교한다.

훼손은 해당 시설 또는 공간이 입지한 시기 직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적 차이를 

두고 나타나기도 하므로 비교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훼손과 잠재적 훼

손 원인 중 무엇이 먼저 발생했는지 불확실하다면 시간적 관계 분석방법이 아닌 공간적 

동시성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시간적 관계 분석방법의 예시는 <표 2-34>와 같다.

3) 참조하천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방법

진단 대상하천과 참조하천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조사 횟수가 30회 

이상인 경우 비모수통계검정 방법 중 만-휘트니 유 검정(Mann–Whitney U test)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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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현장조사 결과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최근 연도의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상 하천과 참조하천의 조사결과 값을 비교하도록 한다.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의 전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인 잠재

적 훼손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값의 백분위수(25 배분위수, 75 백분위수) 기준을 계상한

다. 계상된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참조하천과 진단 대상하천의 결과 값이, 예를 들어 참조

하천은 25 백분위수 이하이고 진단 대상하천은 75 백분위수 이상인 경우와 같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주 훼손 원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참조하천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

방법의 예시는 <표 2-35>와 같다.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진단 안내서

88

공간적 동시성 분석

하천명 ○○천 조사일 조사자

추정 훼손 원인 ○○하수처리장 위치

조사위치 상류 하류

조사항목 총 인산염 농도 조사결과 상류 : 0.057 mg/L 하류 : 0.034 mg/L

차이 0.023 mg/L 감소 영향 긍정적

조사항목 총 인 농도 조사결과 상류 : 0.051 mg/L 하류 : 0.085 mg/L

차이 0.034 mg/L 증가 영향 부정적

조사항목 총 질소 농도 조사결과 상류 : 3.624 mg/L 하류 : 7.357 mg/L

차이 3.733 mg/L 증가 영향 부정적

총평
훼손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설 혹은 ○○천 공간 주변의 훼손항목에 의한 변화로 

영양염(인, 질소)과 관련된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33> 공간적 동시성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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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유형 어류 폐사 잠재적 훼손 원인 공장 폐수

긍정적 근거

▪공장폐수(오염물질) 유입이 일어난 후 어류 폐사가 발생 
▪공장폐수(오염물질) 유입이 어류 폐사에 영향을 줌

부정적 근거

▪공장 폐수의(오염물질) 유입 전부터 어류 폐사가 관측 됨
▪공자 폐수의 유입은 어류 폐사에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어류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

<표 2-34> 시간적 관계분석 예시

※ US EPA, 2017 수정

잠재적
훼손 원인

전국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참조하천 진단 대상하천

25 
백분위

50 
백분위

75 
백분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기질매몰도(%)
거의 
없음

거의 
없음

10~
20

거의 
없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10~
20

10~
20

10~
20

10~
20

세립질하상(%) 10 30 60 0 0 0 0 0 5 5 10

수온(℃) 20.0 22.0 23.5 8.45 13.52 9.90 14.94 17.86 14.18 18.85 14.66

탁도(NTU) 2 4 10 0.0 0.0 0.0 0.0 1.3 0.0 1.3 2.2

전기전도도
(μS/cm)

121 193 299 38 43 96 83 127 161 111 15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1.1 1.6 2.2 2.0 0.7 0.9 0.8 2.4 1.1 2.2 1.0

주 훼손 원인  기질 매물도, 세립질 하상

<표 2-35> 참조하천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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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 훼손 원인 분석 표 작성 및 최적 훼손 모델의 도출

6단계 본 조사결과와 심화분석을 통하여 잠재적 훼손원인 중 주 훼손원인이 파악되면 

<표 2-36>과 같이 주 훼손 원인 분석표를 작성한다. 작성된 주 훼손 원인 분석표를 바탕

으로 <그림 2-11>과 같이 최적 훼손 모델을 도출한다.

주 훼손 원인 진단표

하천명 시점 종점

조사년도 조사지점 수 훼손지점 수

훼손지점별 훼손 생물군

지점명 지점구분 훼손 생물군

조사년도 경위도(DMS)

훼손 유형 구분 훼손 원인 비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원인의 근원

중간변수

훼손 원인

<표 2-36> 주 훼손 원인 진단표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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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단계 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비 훼손 원인 제거

② 심화분석을 통하여 주 훼손 원인 도출

<그림 2-11> 최적 훼손 모델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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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적 훼손 모델 도출

<그림 2-11> 최적 훼손 모델 도출 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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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단계: 종합분석 및 하천 복원방안 제시

가. 개요

본 단계의 목적은 7단계에서 설정한 최적 훼손 모델을 바탕으로 종합분석도를 작성하

고, 진단 대상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목표 ⚬진단 대상하천의 주 훼손 원인에 대한 복원 및 관리 방안 제시

주요 내용
⚬7단계에서 도출한 최종 훼손 원인 등을 표기하여 종합분석도 작성
⚬훼손 원인에 대한 복원 및 관리방안 제시

주요 결과물 ⚬종합분석 표

<표 2-37> 진단의 8단계 목표 및 주요 내용

나. 종합분석도 작성

종합분석도는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훼손 원인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 대상하천

의 지도에 최종 훼손 원인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표기한 것이다. 종합분석도는 하천

의 복원 및 관리방안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종합분석도 작성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작성한다.

⚬ 1단계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된 진단 대상하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도를 

준비한다.

⚬ 왼쪽 하단에 축척과 방위표를 표기한다. 

⚬ 지도 위에 진단 대상하천의 훼손구간 시점과 종점을 표기한다. 이때, 기호는 <표 

2-39>를 참고한다.

⚬ 진단 대상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피복 상태를 작성한다. 이때, 토지피복 

분류 및 표기 색상은 <표 2-38>을 참고한다.

⚬ 7단계에서 최종 훼손 원인으로 판단된 오염원 등을 표기한다. 이때, 오염원 등의 기

호는 <표 2-39>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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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에서 도출한 최종 훼손 원인을 바탕으로 훼손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기

입한다.

지역 및 시설 색상
색상코드

R G B

단독주거지역 254 230 194

공동주거시설 233 193 111

농업지역 238 233 7

산림지역 42 75 45

초지 57 153 38

습지(수변식생) 124 34 126

나지 89 206 202

수역 6 2 250

도로 및 교통시설 247 65 42

<표 2-38> 토지피복 분류 및 표기 색상

구분 기호 구분 기호

조사 지점 공장 및 산업시설

훼손 구간 환경기초시설

하천 축사 및 목장

하천 훼손 구간 기타 점 오염원

<표 2-39> 종합분석도에 활용 가능한 기호

다. 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안 제시

7단계에서 도출한 최종 훼손 모델과 종합분석도, 참조하천을 토대로 훼손 원인을 제어

할 수 있는 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하천의 복원 및 관리방안은 훼손 원인

과 중간변수뿐만 아니라 훼손 원인의 근원에 대한 방안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라. 종합분석표 작성

종합분석도와 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안이 정해지면 <표 2-40>과 같이 종합분석 표를 

작성한다. 종합분석표 작성 예시는 <표 2-4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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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표

하천명 주소

훼손구간 구간거리 km 시점: 종점:

훼손 원인

복원 및 관리 방안

종합분석도

<표 2-40> 진단 대상하천의 종합분석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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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표

하천명 ○○천 주소 ○○군 ○○면 ○○리

훼손구간 구간거리 8.3 km 시점: 000 + 000 종점: 000 + 000

훼손 원인 토지이용도, 높은 질소농도

복원 및 관리 방안

  상류와 다르게 하류 지역은 다수의 주거지와 농경지, 공사 구간이 분포하고 이에 따라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하여 하천 내 질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하천의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구간의 시점에 위치한 ㅇㅇ하수처리장

의 배출수는 BOD 1.8mg/L, COD 5.9mg/L, SS 4.6 mg/L, T-N 6.118 mg/L, T-P 0.198 mg/L로 특

히 총 질소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근 농경지에서 영양염과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종합분석도

<표 2-41> 진단 대상하천의 종합분석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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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물군별 개념적 훼손 모델 예시

1. 부착돌말류

가. 운동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운동성 돌말류는 퇴적물의 지표로 사용되며 하천의 퇴적이 증가하면 운동성 부착돌말류

의 상대밀도가 증가한다. 높은 운동성 돌말류 상대밀도를 야기하는 잠재적 훼손 원인은 

탁도 증가, 세립질 하상 증가, 기질매몰도 증가, 하천 내 유기물 증가 등이 있다. 홍수나 

가뭄에 의한 유량 변화와 상류 저수, 하천 공사 등으로 인한 침식과 유사퇴적은 세립질 

하상을 증가 시키며 기질의 매몰도를 증가 시킨다. 토지피복 변경으로 인한 투수성 감소

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증가와 함께 하천으로의 유기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수변부 

침식과 하천내 유기물 증가로 인해 하천의 탁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서식 환경에 적

응이 쉬운 운동성 돌말류의 상대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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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영양성 돌말류의 높은 상대밀도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부영양성 돌말류는 영양염에 의해 교란된 하천의 평가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천의 

영양염과 유기물 농축이 증가함에 따라 부영양성 돌말류 상대밀도가 증가한다. 높은 부영

양성 돌말류 상대밀도를 야기하는 잠재적 훼손 원인은 하천 내 높은 인, 질소 농도 및 높

은 유기물량, 높은 전기전도도, 높은 온도에 의한 조류성장 등이다. 홍수, 가뭄, 상류 저

수, 하천 공사, 토지피복변경으로 인한 유량 및 유로의 변경, 수변식생 감소는 유속감소, 

유로 단절, 수변부 토양노출, 투수성 감소의 원인이 되며 정체수역 증가와 침식의 증가로 

하천 내 영양염 및 유기물 증가를 일으킨다. 또한 유량의 감소는 영양염을 농축하여 하천

내 영양염 증가의 원인이 되며 온도완충능력을 저감시켜 하천 수온 증가의 원인이 된다. 

수변식생의 감소는 캐노피(canopy)를 감소시켜 하천의 광조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이 또

한 수온 증가로 이어진다. 점오염과 비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과 

영양염, 전기전도도의 증가는 하천내 유기물, 영양염, 전기전도도를 증가시켜 조류 성장

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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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감성 돌말류의 낮은 상대밀도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민감성 돌말류는 유기물 및 영양염에 의해 교란된 하천의 평가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천의 영양염과 유기물 농축이 증가함에 따라 민감성 돌말류 상대밀도가 감소한다. 낮은 

민감성 돌말류 상대밀도를 야기하는 잠재적 훼손 원인은 하천 내 높은 인, 질소 농도 및 

높은 유기물량, 높은 전기전도도, 높은 온도에 의한 조류성장 등이다.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 공사, 토지피복변경으로 인한 유량 및 유로의 변경, 수변식생 감소는 유속감

소, 유로 단절, 수변부 토양노출, 투수성 감소의 원인이 되며 정체수역 증가와 침식의 증

가로 하천 내 영양염 및 유기물 증가를 일으킨다. 또한 유량의 감소는 영양염을 농축하여 

하천내 영양염 증가의 원인이 되며 온도완충능력을 저감시켜 하천 수온 증가의 원인이 된

다. 수변식생의 감소는 캐노피(canopy)를 감소시켜 하천의 광조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이 또한 수온 증가로 이어진다. 점오염과 비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유기

물과 영양염, 전기전도도의 증가는 하천내 유기물, 영양염, 전기전도도를 증가시켜 부영

양화 하천에서 주로 생육하는 부영양성 조류의 성장을 촉진 시켜 상대적인 민감성 돌말류

의 밀도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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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엽록소의 높은 농도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부착조류 엽록소 농도는 하천의 영양염 농축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광

조도 및 수온 증가와 하천의 영양염, 전기전도도가 증가함에 따라 엽록소가 증가한다. 하

천 공사와 수변토지피복변경 등에 의한 수변식생 감소는 하천의 캐노피(canopy)를 감소

하여 광조도를 증가시키고 가뭄으로 인한 유량 감소는 하천의 온도 완충 능력을 저감시켜 

하천의 수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 

변경은 하천의 유량 및 유로의 변경을 야기하며 수변식생의 감소로 인한 토양 노출을 증

가는 수변 토지의 침식 증가와 함께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증가 시킨다. 수

온, 광조도 영양염 증가는 조류 성장을 촉진시켜 부착조류 엽록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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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질의 높은 부패도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부착조류 기질의 높은 부패도를 야기하는 훼손 원인은 하천 내 질소, 인 농도 및 전기전

도도의 증가, 유기물 증가, 기질매몰도 및 세립질 하상, 탁도의 증가 등이다. 가뭄과 상류

저수, 하천공사 등으로 인한 유로 단절은 정체수역을 증가시키며 하천 내 유사퇴적을 증

가시킨다. 또한 하천공사와 수변토지피복 변경 증가로 인한 수변식생 감소는 수변 토양의 

노출과 침식을 증가시킨다. 침식과 유사퇴적의 증가는 하천내 탁도와 세립질 하상을 증가

시키고 기질의 매몰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변토지피복 변경으로 인한 수변 토지의 투수

성 감소와 비점오염원 및 점오염원 증가는 하천으로의 영양염, 유기물 전달성을 증가시켜 

하천내 유기물과 영양염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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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가. 낮은 전체 출현 종수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낮은 총 출현종수의 훼손 원인은 크게 유속 감소, 세립질 하상의 증가, 입자성 유기물의 

증가 등이다. 홍수, 상류 저수, 하천 공사 등으로 인한 유로변경으로 인한 유로 단절 및 

정체수역 증가, 가뭄으로 인한 유속감소, 하천공사로 인한 토양 토출은 유사퇴적과 침식

의 원인으로 세립질 하상의 증가로 다양한 저서생물의 서식공간을 제한한다. 하천 내 유

기물 증가는 민감종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며, 특히 민감종의 경우 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체수 감소가 빠르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총출현종의 감소

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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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점·아우점종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높은 우점종 비율을 야기하는 훼손 원인은 크게 수온의 증가, 세립질 하상의 증가, 유기

물의 증가 등이다. 도시 개발 및 산업화, 농업, 임업 등 자연적, 인위적 교란은 유로 변경, 

수변 식생의 감소로 수온은 올라가고 부유율이 증가하게 되어 다양한 저서생물의 서식처

가 유실되고 하천 전체적으로 하상교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같이 단순한 하상에서 서식하

는 특정종만 남게 되고 오염내성이 강한 종의 점유율이 증가하여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의 군집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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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EPT종의 개체밀도 비율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낮은 EPT종의 총 개체밀도 비율을 야기하는 훼손 원인은 하상의 단순화, 유속감소, 수

온 증가, 유기물의 증가 등이다.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로 인한 유로변경 및 유

로 단절은 정체수역을 증가시키고 침식 및 유사의 퇴적을 증가시켜 하상을 단순화 시키고 

가뭄으로 인한 유량의 감소 및 유속의 감소 역시 EPT종들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된다. 수변식생감소 유량 감소로 인한 하천의 온도완충능력저하로 인한 수온 증가와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증가로 인한 하천 내 유기물 증가는 환경변화에 민감한 EPT종의 개

체밀도 감소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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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낮은 다양도 지수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낮은 다양도 지수를 유발하는 훼손원인은 유속의 감소, 부유물 증가로 인한 세립질 하

상의 증가 및 하천내 유기오염물질의 증가 등이다. 하천 공사 등 인위적 교란과 가뭄, 홍

수 등의 자연적 교란으로 인한 유로 단절, 토양 노출, 정체수역 증가는 퇴적의 원인으로,  

이는 세립질 하상의 증가로 인한 하상 구조의 단순화를 유발한다. 비점오염원 및 점오염

원의 증가는 하천 내 오염유기물 증가의 원인이 된다. 유속의 감소, 세립질 하상의 증가로 

인한 하상 구조의 단순화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을 위한 물리적 서식처의 다양성

을 훼손시키고, 하천 내 유기오염물질의 증가는 민감종의 서식환경을 악화시켜 다양한 종

의 출현을 제한하고 특정종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다양도 지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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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워먹는 무리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하천의 유기물의 성상이 변함에 따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 기능군의 구성비도 

달라진다. 큰 입자성 유기물, 부착돌말류가 주요 유기물인 하천은 걸러먹는 무리 및 긁어

먹는 무리의 개체밀도 비율이 높지만 미세유기물이 주요 유기물인 하천에서는 주워먹는 

무리 등의 비율이 높아진다. 

주워먹는 무리의 높은 개체밀도 비율은 유속의 감소, 세립질 하상의 증가, 부유물의 증

가로 인해 나타난다. 홍수, 가뭄, 상류 저수, 하천 공사 등으로 인한 유량감소와 유로변경

은 유속 감소와 수변부 침식 및 유사퇴적의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하천과 하상의 미세 

유기물이 증가되어 저질층의 퇴적물에서 주워먹는 무리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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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내성종의 높은 개체밀도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하천의 유기물의 성상이 변함에 따라 물리적 서식처의 교란이 지속되게 되고 저서성 대

형무척추동물의 내성종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물리적 서식처의 교란은 유속감소, 수

온증가, 세립질 하상 및 하상단순화, 부유물 증가에 의해 일어난다. 가뭄으로 인한 유량 

감소는 하천의 온도 완충 능력을 저감시키고 하천공사로 인한 수면식생의 감소는 캐노피

를 감소시켜 수온을 증가시킨다. 하천 공사 등 인위적 교란과 가뭄, 홍수 등의 자연적 교

란으로 인한 유로단절, 토양노출, 정체수역 증가는 침식과 유사 퇴적의 원인이 되며 세립

질의 하상을 증가시키고 하상을 단순화 시키고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된 

부유물과 함께 하천내 부유물 증가의 원인이 된다.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 내 미세 

유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 물리적 서식처 교란이 지속되게 되고, 저서성대

형무척추동물의 서식처 변화로 인하여 민감종은 감소하고 내성종의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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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류

가. 우점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우점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 훼손은 어식성 이입종인 끄리, 강준치, 배스 등의 어류가 이

입된 지역과, 수질환경이 악화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배스의 상대 풍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배스에 의해 기존 서식종이 피식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서식

종의 감소와 함께 배스의 상대 풍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해당지역의 유속 및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수체가 정체되어 정수화가 진행되고, 하상이 퇴적이 되면서, 하상이 

단조로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먹이원의 감소 및 서식처, 산란처의 감소가 발생하여 기존 

서식종의 재생산이 제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인위적교란에 의

해 서식종의 상대풍부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지역의 환경적 요인에 적응할 수 있

는 어종의 상대풍부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생물유입,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변경의 증가로 인해 생물학적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며,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증가로 인해 물리 화학적 교란요소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간변수의 

변화가 발생되며, 이입종의 증가, 세립질 하상의 증가, 서식처교란, 산란처 감소, BOD의 

증가, 독성물질의 증가 원인으로 인해 특정종의 상대풍부도를 증가시킨다. 특정종의 증가는 

우점종 비율을 증가시키고 풍부도 지수를 감소시키며 어류훼손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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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종의 낮은 개체수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국내종의 낮은 개체수는 육식성 이입종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으며, 다양한 환경적 교

란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종의 경우 대부분이 배스가 쉽게 포식할 수 있으며, 국내 

이입종 또한 중식성어종의 경우 쉽게 기존의 서식종을 포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식성 

이입종에 의해 기존 어류 군집의 변화가 발생한다. 또한 유속, 유량의 감소에 의한 서식처 

다양성 및 서식면적의 감소는 기존 서식종의 서식처 및 산란장의 감소를 야기하고, 산란

율을 감소시켜 국내종 개체수의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한 일부 내

성종의 우점화 역시 기존 서식종의 감소와 함께 발생한다. 낮은 국내종 총 개체수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생물 유입에 의한 외래종의 증가와,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

공사로 인한 물리적 교란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외래종의 유입은 국내종 총 개체수

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며, 외래종 비율의 증가와 함께 국내종 총 개체수의 비율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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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상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비정상종은 이입종에 의해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에 의한 생물학적·

물리적 손상, 유속, 유량, 수온, 탁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에 의한 다양한 오염원에 의

한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성체계의 붕괴와 면역체계의 이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정상종은 기형(deformity), 지느러미의 손상(erosion), 피부손상(lesions), 및 종양

(tumors)등 4개 부류로 분류되며, 장기적인 자극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

다. 이와 같은 비정상종의 경우 수질이 매우 나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비정상

종은 상대적으로 상류 하천에 비해 수질이 나쁜 하류지역이나, 대형 하천의 하구언, 독립

하천의 방조제 및 수문, 공단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 생활하수 유입이 많은 지역

에서 주로 발생하며, 비정상종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내성종의 채집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

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내성종의 경우 수질에 대한 내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

인이 나쁘더라도 서식이 가능하지만, 내성종의 내성범위에서 벗어난 수질 환경에서는 비

정상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비정상종은 생물유입과 하천이용에 따른 물리적, 생물학

적 상해와,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인교란,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로 인한 유기물 및 오염물질에 의한 

화학적인 교란등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원이 주요 발생원인이다. 중간변수의 변화로 

인해 기생충감염의 증가, 질병의 증가BOD의 증가, 독성물질의 증가가 발생하고, 다양한 

교란요인에 영향을 받은 어류의 어체에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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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감종 부재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민감종 부재는 기타 훼손유형과 동시에 발생하며, 복합적인 교란요인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민감종은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물리적 교란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 유속 및 유량 감소에 의한 정수화와 건천화에 따른 서식처 및 산란장의 감소, 수온감

소에 의한 생리적인 변화 및 순응 실패, 먹이원 감소, 오염원 유입에 의한 교란 등에 의해 

민감종이 감소한다. 민감종의 감소시 내성종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특정종이 우점하게 

되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감종의 비율이 감소할 경우 어류훼손의 지표

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인의 근원은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

지피복변경의 증가에 따른 물리적인 요소와,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증가와 같은 물리·화학적요소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민감종의 경우 환경변화에 의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온변화, 급격한 수위변동, 하상교란, 간헐적 건천화의 증가와 유

속 감소와 같은 물리적 변화에 내성도가 약하다. 또한 BOD증가, 독성물질 유입과 같은 

화학적 교란에 의한 내성도 또한 약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훼손원인은 민감종의 부재를 발

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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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내성종 어류는 환경변화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다양한 교란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

며, 생식능력과 적응력이 뛰어나다. 내성종의 경우 잡식종 및 육식성어류가 대부분을 차

지한다. 이입종중 비어식성 어종의 경우 서식처 및 먹이 경쟁에서 교란을 발생시키고 어

식성 어종의 경우 직접 포식을 통해 영향을 끼친다. 홍수와 가뭄의 경우 직접적인 유량변

동과 탁수유입을 발생시킨다. 상류저수와 하천공사는 유로변경과 토양노출을 증가시키

며, 이는 유로 단절과 정체수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유사퇴적을 증가시

킨다. 하천공사와 수변토지피복변경의 증가는 수변습지를 감소시키고, 비점오염원, 점오

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는 유출수내 유기물을 증가시켜, 하천내 유기물을 증가시킨다. 

중간변수의 변화로 인해 내성이입종의 증가, 세립질 하상의 증가, 서식처교란의 증가, 

BOD의 증가, 독성물질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기존서식처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환

경에 내성도가 높은 내성종 개체수 비율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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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잡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에 대한 훼손 모델

잡식종은 다양한 먹이원을 섭식하기 때문에 먹이원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으며, 잡식종 

중 상당수는 내성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잡식종 개체수 비율과 내성종의 개체수 

비율은 유사한 경향성을 지니며,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 양상이 유사하다. 홍수, 가뭄, 상

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변경의 증가는 유량변동과 유로변경, 탁수유입, 유로단

절, 토양노출, 정체수역, 유사퇴적을 증가시키고 수변습지를 감소시킨다. 또한 비점오염

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의 증가는 유출수내 유기물을 증가시켜, 하천내 유기물

을 증가시킨다. 중간변수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수위변동의 증가, 서식처교란의 증가, 

BOD의 증가, 독성물질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훼손원인의 발생은 교란요인으로

서 작용하고, 물리적, 화학적 교란에 강한 내성종 계열의 어류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잡식

종은 내성종에 포함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적 교란 요인에 내성이 있는 잡식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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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충식성종의 높은 개체수 비율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충식종은 먹이원이 대부분 수서곤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먹이원이 부족한 경우 개체수

가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충식종 중에는 민감종 및 중간종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환경적 교란요인에 의해 개체수 변화가 빠르게 발생한다.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변경의 발생 및 증가는 유량변동, 유로변경, 탁수유입, 유로단절, 

토양노출, 정체수역, 유사퇴적을 증가시키고 수변습지를 감소시킨다. 비점오염원, 점오염

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에 의해 유출수내 유기물이 증가하고 하천내 유기물이 증가한다. 

중간변수의 변화로 인해, 수서곤충의 감소, 급격한 수위변동의 증가, 세립질 하상의 증가, 

서식처교란의 증가, BOD의 증가, 독성물질의 증가가 발생한다. 먹이원의 감소화 서식환

경의 다양도 감소, 수질악화로인해 충식성종의 개체수 비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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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울성 저서종 부재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여울성 저서종 부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속 및 유량의 감소에 의한 서식

처 및 산란장의 부재이다. 여울성 저서종은 여울이 확보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집이 

되며, 정수환경에서는 채집율이 감소된다. 따라서 보와 댐과 같은 하천내의 횡적구조물은 

유속을 감소시키고, 정수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울성 저서종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

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하천내의 유량 감소는 소(pool)와 소를 연결하는 여울부의 면적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지적인 절멸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여울성 저서종의 경우 서식

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비 내성종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영향 또한 

크게 받으며, 오염원에 의해서 개체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여울성저서종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의 근원은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지

피복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인 교란요소와,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교란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다양한 중간변수의 변화

로 인해 하상교란이 증가하고, 급격한 수위변동의 증가, 하천흐름의 단순화, 유속의 감소, 

BOD의 감소, 독성물질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적 요소의 변화는 여울성 저서종의 

종수 및 개체수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어류 훼손의 지표로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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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류 부재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어류 부재는 어류의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류 폐사로 인한 

부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어류의 부재는 소규모 지역에서의 폐사사건 직후에 발생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공사, 가뭄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어류의 부재는 

생물유입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홍수, 가뭄, 상류저

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변경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요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증가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입이 심각하게 발생했을 경우 어류의 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중간

변수로 인해 질병의 증가, 수온의 변화증가, 하상교란의 증가, 유량의 감소, 간헐적 건천

화의 증가, DO의 감소, BOD의 증가, 독성물질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의 증가의 

경우 일시적인 개체수의 급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간헐적 건천화가 발생하는 동해수

계의 하천의 경우 건천 후 일시적인 강우로 인해 하천이 다시 형성되는 경우 어류의 부재

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류의 부재는 어류 서식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는 교란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어류 훼손의 지표로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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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치어 부재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치어 부재는 어류의 재생산 및 생식이 억제되는 것을 나타내며, 육식성 어종에 의한 산

란 가능한 개체의 피식, 유속 및 유량 감소에 의한 서식처 및 산란장의 단순화, 빈번한 

수위 변동에 의한 수변식생의 미발달, 먹이부족, 오염원 증가에 의한 산란율 감소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치어의 경우 성어에 비해 내성도가 낮기 때문에 수질에 의한 영향을 다소 

받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성어의 부재와 치어서식환경의 교란에 의해 치어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며, 이는 어류 훼손의 지표로서 사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치어 개체수

는 생물·물리·화학적 교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생물유입에 의한 외래종의 증가

는 생물학적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며, 홍수, 가뭄, 상류저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변경

에 의한 물리적 교란요인은 수온변화, 급격한 수위변동, 하상교란, 산란처 감소를 발생시

킨다.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증가로 인해 물리·화학적 교란이 발생

하며, 이는 BOD의 증가 및 독성물질의 증가로 나타나 치어 서식에 교란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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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어류 폐사에 대한 개념적 훼손 모델

어류 폐사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에 의한 질병적 요인과 독극물 중독에 의한 폐사가 

주로 발생한다.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에 의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폐사는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독극물 중독의 경우 다수 보고되었다. 2014년 11월 5일 석포제련

소 인근에서 황산을 실은 차량이 전복되어, 황산 일부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수 백 마리

가 폐사한 사고가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지속적인 폐수유입 등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폐사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건천화, 수온의 급격한 변화, 먹이원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류 폐사에 대한 메커니즘적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양식분야에서 실시되었다. 어류 폐사는 생물유입, 

하천의 이용에 의한 생물학적 물리적 교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홍수, 가뭄, 상류저

수, 하천공사, 수변토지피복변경에 의한 물리적 교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점오

염원, 점오염원, 훼손된 지천의 합류 증가로 인해 유출수내 과량의 유기물 및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중간변수의 변화로 인해 질병의 증가, 수온의 급격한 변화, 

간헐적 건천화 증가, DO감소, BOD증가, 독성물질 증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어류의 

폐사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인위적 교란요인에 의해 어류의 일시적으로 사망했을 

때 어류훼손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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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역 및 인문사회환경 조사 안내서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인원의 구성

조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인원은 각 조

사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되도록 분야 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조사 도구

유역 및 인문사회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는 <표 1>과 같다.

필요장비 및 물품 용도

위성항법장치(GPS) 조사지점 위치에 대한 좌표 확인

카메라 조사지점 전경 및 시설물 등의 촬영

지형도 조사지점 및 주변 환경 파악 및 현장 조사 결과 기록

현장조사야장 현장조사 항목의 확인 및 결과 기록

레이저 거리측정기 하천 표준 단면 거리 측정

표간 폴대 하천 표준 단면 높이 측정

<표 1> 조사 도구 및 용도

다. 사진촬영

각 경관 조사지점의 하천 중앙에서 상류와 하류를 바라보며 각 1장씩 총 2장을 촬영한

다.

35 mm 카메라기준, 표준화각대인 50 mm 설정, 하천 수면을 기준으로 눈높이인 1.6 m

에서 수평을 유지하여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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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가. 하천 표준 평면도

1) 작성 구간

하천 표준 단면도는 각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 각각 500 m를 포함하여 총 

1 km에 대해서 작성한다. 단, 하천차수가 5차 이상일 경우 상류와 하류 각각 1 km씩, 

총 2 km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작성 방법

하천 표준 평면도는 물환경측정망 등의 지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지도는 하천 표준 

평면도 작성구간인 1 km 또는 2 km가 모두 포함되는 범위이어야 한다.

지도에 하천과 수변 식생대의 대략적 형태를 표시하고 하천 주변의 토지피복을 표시한

다. 토지피복의 분류기준은 위성사진을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육안

으로 토지피복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편집도를 참고하여 구분한다. 신도

시 예정지구, 공장의 유형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도에 기입한다.

<그림 2> 하천 표준 평면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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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 표준 단면도

1) 하천 표준 단면도 작성범위

하천 표준 단면도는 각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상류 500 m내에서 작성한다. 이때 각 조

사지점에서 가급적 교량 등 인공적 요소가 적고 하천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

한다. 하천 표준 단면도는 하천의 상류를 바라보고 작성한다.

2) 작성방법

하천 표준 단면도는 조사지점별로 제시된 하천 표준 단면도 조사 야장을 활용하여 <그

림 2>와 같이 작성 한다.

높이 및 거리측정을 위한 거리 측정기와 표간 폴대를 준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략적 

하천 표준 단면과 함께 수로 좌우안간 거리 및 제방 좌우 상단간 거리를 측정하여 야장에 

기록한다.

하천은 표준 단면을 그린 후 제방 하안 재료, 저질 상태, 수심 등을 대략적으로 기록한

다. 이때 제외지와 제내지의 대략적 단면도도 함께 작성하고 하천 주변의 도로, 산림, 식

생 등을 기록한다.

하천 표준 단면도를 작성한 곳을 촬영하여 본 안내서 부록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지에 

하천 표준 단면도와 함께 첨부한다.

<그림 3> 하천 표준 단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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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 이용도

1)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그림 3>과 같이 각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 km 내의 토지 이용도를 

조사한다. 단, 하천차수가 5차 이상일 경우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

경 1 km에서 최대 2 km 범위에 대해 조사한다.

<그림 4> 토지 이용도 조사범위

2) 조사방법

토지 이용도는 위성지도를 참고하여 주거지, 농경지(생산 녹지), 녹지(자연녹지, 농림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상업지, 공업지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토지 이

용의 분류는 위성사진을 육안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육안으로 구분

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편집도를 참고하여 구분한다.

토지 이용 항목별 면적은 <수식 1>에서 <수식 5>와 같이 총 면적에서 농경지, 주거지, 

녹지, 상업지, 공업지의 각각의 토지 이용면적의 비율을 구한다. 이때, 그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한다.

농경지 비율   반경  내 토지면적 총 합  

반경  내 농경지면적 총 합  
×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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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비율   반경  내 토지면적 총 합  

반경  내 주거지 면적 총 합  
× <수식 2>

녹지 비율   반경  내 토지면적 총 합  

반경  내 녹지 면적 총 합  
× <수식 3>

상업지 비율   반경  내 토지면적 총 합  

반경  내 상업지 면적 총 합  
× <수식 4>

공업지 비율   반경  내 토지면적 총 합  

반경  내 공업지 면적 총 합  
× <수식 5>

라. 오염원 및 시설물

오염원 및 시설물의 조사항목과 그 조사범위는 <표 2>와 같다.

조사항목 조사범위

환경기초시설
조사지점이 위치한 리 또는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에 위치한 
모든 환경기초시설의 수

축산계
조사지점이 위치한 리 또는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에 위치한 
축사의 가축별 사육 두수

양식장
조사지점이 위치한 리 또는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에 위치한 
양식장의 총 시설면적(m2)

농업용 수로
조사지점의 상류와 하류 방향으로 각 100 m씩 총 200 m 구간범위에서 하천으로 직
접 유입되는 농업용수로의 개수

관거 시설
조사지점의 상류와 하류 방향으로 각 100 m씩 총 200 m 구간범위에서 하천으로 직
접 유입되는 오·폐수 관거의 개수

<표 3> 오염원 및 시설물 조사항목

1) 환경기초시설

전국 오염원 조사의 공개 자료 중 가장 최신의 환경기초시설 기초 현황 자료를 활용한

다. 이때, 각 조사지점이 위치한 리 또는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에 

위치한 모든 환경기초시설의 개수를 조사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정의 및 개념은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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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정의 및 개념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에 근거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에 근거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보전 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
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 ‘분뇨처리시설’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이며, ‘축산폐수처리시설’
은 가축을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의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쓰레기, 폐산, 폐알카리, 동물
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물을 중간
처리시설과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시설

공공하수도
「하수도법」 제2조에 근거한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
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수도시설
「수도법」 제3조에 의한 ‘수도시설’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정
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

<표 4> 환경기초시설의 정의 및 개념

2) 축산계

전국 오염원 조사의 공개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축산계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각 조사

지점이 위치한 리 또는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에 위치한 모든 축사

의 가축별 사육 두수를 조사한다.

현장에서는 조사지점의 반경 1 km 구간 내에 미신고 축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 인터뷰 시 축사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 km 구간 외라도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한다.

3) 양식장

전국 오염원 조사의 공개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양식계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각 조사

지점이 위치한 리 또는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에 위치한 모든 양식

장의 시설면적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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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용수로

조사지점의 상류와 하류 방향으로 각 100 m씩 총 200 m 구간범위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농업용수로의 개수를 조사한다.

5) 관거 시설

조사지점의 상류와 하류 방향으로 각 100 m씩 총 200 m 구간범위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폐수 관거의 개수를 조사한다.

마. 인문사회 환경 등

하천 복원 및 관리방안 수립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

문사회 환경 등을 조사한다.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주로 이용하는 행태(산책 및 휴식, 자전거, 낚시, 물놀이 등)를 조

사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차량 통행량 등을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조사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 km로 한다.

주민 인터뷰는 조사지점별로 5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은 소형 녹음기 등을 활용

하여 녹음하고 조사 야장에는 간략히 기록한다.

인터뷰는 하천 원경관, 하천 관련 역사, 하천 훼손 원인 등을 파악하고 하천의 복원방향 

또는 관리방안을 설정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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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중심돌말목
Centrales

체돌말과
Cosinodiscaceae

체돌말속
Coscinodiscus Coscinodiscus 2 1 -

반원반돌말과
Hemidiscaceae

바퀴돌말속
Actinocyclus

Actinocyclus normanii 1 1 -

Actinocyclus 1 1 -

원통돌말과
Melosiraceae

원통돌말속
Melosira

Melosira nummuloides 5 2 -

Melosira varians 4 3 -

Melosira 5 2 -

Pleurosira Pleurosira 3 1 -

사슴돌말속
Stephanopyxis Stephanopyxis 3 1 -

끈원반돌말과
Thalassiosiraceae

골편돌말속
Skeletonema Skeletonema costatum 1 1 -

대롱돌말속
Aulacoseira

Aulacoseira alpigena 2 1 -

Aulacoseira ambigua 2 1 -

Aulacoseira distans 2 1 -

Aulacoseira granulata 5 3 -

Aulacoseira granulata var. angustissima 2 1 -

Aulacoseira italica 2 1 -

Aulacoseira 2 1 -

왕관돌말속
Cyclostephanos

Cyclostephanos 4 1 -

Cyclostephanos dubius 4 1 -

Cyclostephanos invisitatus 4 1 -

단추돌말속
Cyclotella

Cyclotella asterocostata 3 3 -

Cyclotella atomus 3 1 -

Cyclotella cistula 3 3 -

Cyclotella cryptica 3 3 -

Cyclotella meneghiniana 4 3 -

Cyclotella ocellata 3 3 -

Cyclotella pseudostelligera 4 1 -

Cyclotella radiosa 5 3 -

Cyclotella stelligera 1 1 -

Cyclotella woltereckii 3 3 -

Cyclotella 3 3 -

< 부착돌말지수(Trophic Diatom Index, TDI)에 사용된
부착돌말류의 종별 오염민감도(sensitivities, S), 지표가중치(indicator values, Va >

<부록 3> 생물 종 목록

1. 부착돌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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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고리돌기돌말속
Stephanodiscus

Stephanodiscus hantzschii 5 3 -

Stephanodiscus rotula 5 3 -

Stephanodiscus 5 3 -

끈원반돌말속
Thalassiosira

Thalassiosira bramaputrae 4 3 -

Thalassiosira weissflogii 4 3 -

Thalassiosira 4 3 -

실패돌말과
Biddulphiaceae

Hydrosera Hydrosera 3 1 -

깃돌말목
Pennales

김발돌말과
Fragilariaceae

별돌말속
Asterionella

Asterionella formosa 1 1 -

Asterionella 1 1 -

막돌말속
Diatoma

Diatoma ehrenbergii 5 1 -

Diatoma mesodon 5 1 -

Diatoma moniliformis 5 1 -

Diatoma tenuis 5 1 -

Diatoma vulgaris 4 2 -

김발돌말속
Fragilaria

Diatoma 5 1 -

Fragilaria berolinensis 5 3 -

Fragilaria bidens 5 3 -

Fragilaria brevistriata 5 3 -

Fragilaria capitellata 2 2 -

Fragilaria capucina 4 1 -

Fragilaria capucina var. gracilis 3 2 -

Fragilaria capucina var. mesolepta 5 1 -

Fragilaria capucina var. rumpens 1 1 -

Fragilaria capucina var. vaucheriae 5 1 -

Fragilaria construens 5 3 -

Fragilaria construens f. binodis 2 3 -

Fragilaria construens f. venter 2 1 -

Fragilaria crotonensis 4 1 -

Fragilaria crotonensis var. oregona 5 3 -

Fragilaria delicatissima 5 3 -

Fragilaria elliptica 1 1 -

Fragilaria exigua 5 3 -

Fragilaria famelica 5 3 -

Fragilaria fasciculata 5 3 -

Fragilaria nana 5 3 -

Fragilaria parasitica 5 3 -

Fragilaria perminuta 5 3 -

Fragilaria pinnata 4 1 -

Fragilaria pulchella 5 3 -

Fragilaria robusta 5 3 -

Fragilaria tenera 5 3 -

Fragilaria ulna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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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Fragilaria ulna var. acus 5 3 -

Fragilaria ulna var. angustissima 5 3 -

Fragilaria vaucheriae 5 3 -

Fragilaria 5 3 -

낫돌말속
Hannaea

Hannaea arcus var. subarcus 2 2 -

Hannaea 2 2 -

부채돌말속
Meridion

Meridion circulare 5 2 -

Meridion circulare var. constrictum 4 1 -

Meridion 5 2 -

뭉치돌말속
Opephora Opephora 4 1 -

Punctastriata Punctastriata linearis 3 1 -

Punctastriata 3 1 -

붕어돌말속
Rhaphoneis Rhaphoneis 5 1 -

대바늘돌말속
Synedra

Synedra inaequalis 2 3 -

Synedra 5 1 -

볼록뼈돌말속
Tabellaria

Tabellaria fenestrata 5 1 -

Tabellaria flocculosa 5 1 -

Tabellaria 5 1 -

땅콩돌말과
Achnanthaceae

땅콩돌말속
Achnanthes

Achnanthes alteragracillima 1 3 -

Achnanthes bioretii 5 2 -

Achnanthes brevipes 5 2 -

Achnanthes clevei 5 2 -

Achnanthes confervacea 5 2 -

Achnanthes conspicua 5 2 -

Achnanthes convergens 1 3 -

Achnanthes crenulata 5 2 -

Achnanthes delicatula 5 2 -

Achnanthes exigua 5 3 -

Achnanthes hungarica 5 2 -

Achnanthes imperfecta 5 2 -

Achnanthes impexa 5 2 -

Achnanthes inflata 5 2 -

Achnanthes japonica 5 2 -

Achnanthes kolbei 5 2 -

Achnanthes laevis 4 3 -

Achnanthes lanceolata 1 1 -

Achnanthes lanceolata ssp. dubia 5 2 -

Achnanthes lanceolata ssp. robusta 5 2 -

Achnanthes lanceolata ssp. rostrata 5 2 -

Achnanthes laterostrata 5 2 -

Achnanthes linearis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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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Achnanthes longipes 5 2 -

Achnanthes microcephala 5 2 -

Achnanthes minutissima 1 3 -

Achnanthes minutissima var. jackii 5 2 -

Achnanthes minutissima var. saprophila 5 2 -

Achnanthes minutissima var. scotica 5 2 -

Achnanthes montana 5 2 -

Achnanthes oblongella 5 2 -

Achnanthes subatomoides 5 2 -

Achnanthes subhudsonis 1 1 -

Achnanthes subhudsonis var. kraeuselii 5 2 -

Achnanthes 5 2 -

낟알돌말속
Cocconeis

Cocconeis neothumensis 2 1 -

Cocconeis pediculus 2 3 -

Cocconeis placentula 2 3 -

Cocconeis placentula var. euglypta 2 1 -

Cocconeis placentula var. lineata 1 3 -

Cocconeis scutellum 2 1 -

Cocconeis 2 1 -

윷돌말과
Bacillariaceae

윷돌말속
Bacillaria Bacillaria paradoxa 4 1 -

밀알돌말속
Denticula

Denticula subtilis 3 1 -

Denticula tenuis 1 2 -

Denticula 3 1 -

마름돌말속
Hantzschia

Hantzschia amphioxys 5 3 -

Hantzschia 5 3 -

등침돌말속
Nitzschia

Nitzschia acicularis 4 3 O

Nitzschia amphibia 5 3 O

Nitzschia calida 5 3 O

Nitzschia capitellata 5 3 O

Nitzschia communis 5 3 O

Nitzschia constricta 5 3 O

Nitzschia dissipata 4 3 O

Nitzschia filiformis 5 3 O

Nitzschia fonticola 1 2 O

Nitzschia frustulum 4 3 O

Nitzschia gessneri 5 3 O

Nitzschia gracilis 4 1 O

Nitzschia hantzschiana 5 3 O

Nitzschia hungarica 5 3 O

Nitzschia inconspicua 1 2 O

Nitzschia lanceolata 5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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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Nitzschia lanceolata 5 3 O

Nitzschia levidensis 5 3 O

Nitzschia levidensis var. victoriae 5 3 O

Nitzschia linearis 5 3 O

Nitzschia lorenziana 5 3 O

Nitzschia microcephala 5 3 O

Nitzschia nana 5 3 O

Nitzschia palea 5 1 O

Nitzschia palea var. debilis 5 3 O

Nitzschia paleacea 3 1 O

Nitzschia perminuta 5 3 O

Nitzschia recta 5 3 O

Nitzschia sigma 5 3 O

Nitzschia sinuata 5 3 O

Nitzschia sinuata var. tabellaria 1 3 O

Nitzschia subacicularis 5 3 O

Nitzschia sublinearis 5 3 O

Nitzschia terrestris 5 3 O

Nitzschia thermalis 5 3 O

Nitzschia tryblionella 5 3 O

Nitzschia tryblionella var. salinarum 5 3 O

Nitzschia umbonata 5 3 O

Nitzschia 5 3 O

피각돌말과
Epithemiaceae

피각돌말속
Epithemia

Epithemia adnata 2 1 -

Epithemia 2 1 -

활돌말속
Rhopalodia

Rhopalodia constricta 3 3 -

Rhopalodia gibba 3 3 -

Rhopalodia operculata 3 3 -

Rhopalodia 3 3 -

눈썹돌말과
Eunotiaceae

가시막대돌말속
Actinella

Actinella brasiliensis 2 1 -

Actinella 2 1 -

눈썹돌말속
Eunotia

Eunotia arcus 2 1 -

Eunotia bilunaris 2 1 -

Eunotia bilunaris var. linearis 2 1 -

Eunotia exigua 2 1 -

Eunotia flexuosa 2 1 -

Eunotia formica 2 1 -

Eunotia incisa 2 1 -

Eunotia intermedia 2 1 -

Eunotia lapponica 2 1 -

Eunotia minor 2 1 -

Eunotia monodon 2 1 -

Eunotia monodon var. bidens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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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Eunotia muscicola 2 1 -

Eunotia muscicola var. tridentula 2 1 -

Eunotia pectinalis 2 1 -

Eunotia 2 1 -

쪽배돌말과
Naviculaceae

버들돌말속
Amphipleura

Amphipleura pellucida 5 1 -

Amphipleura 5 1 -

보리돌말속
Amphora

Amphora angusta 4 3 -

Amphora coffeaeformis 4 3 -

Amphora copulata 4 3 -

Amphora inariensis 4 3 -

Amphora montana 4 3 -

Amphora oligotraphenta 4 3 -

Amphora ovalis 4 3 -

Amphora pediculus 1 2 -

Amphora veneta 4 3 -

Amphora 4 3 -

짝배돌말속
Anomoeoneis

Anomoeoneis gomphonemacea 5 1 -

Anomoeoneis vitrea 5 1 -

Anomoeoneis 5 1 -

Brachysira Brachysira brebissonii 1 3 -

오이돌말속
Caloneis

Caloneis bacillum 3 2 -

Caloneis molaris 3 2 -

Caloneis silicula 3 2 -

Caloneis 3 2 -

Craticula Craticula ambigua 5 3 -

반달돌말속
Cymbella

Cymbella affinis 2 2 -

Cymbella amphicephala 3 3 -

Cymbella amphioxys 3 3 -

Cymbella aspera 3 3 -

Cymbella cistula 3 3 -

Cymbella cuspidata 3 3 -

Cymbella cymbiformis 3 3 -

Cymbella delicatula 1 3 -

Cymbella elginensis 3 3 -

Cymbella incerta 3 3 -

Cymbella japonica 3 3 -

Cymbella lacustris 1 3 -

Cymbella lanceolata 3 3 -

Cymbella lancettula 3 3 -

Cymbella leptoceros 1 1 -

Cymbella mesiana 3 3 -

Cymbella minuta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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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Cymbella naviculiformis 3 3 -

Cymbella prostrata 3 3 -

Cymbella proxima 3 3 -

Cymbella silesiaca 1 3 -

Cymbella tumida 1 2 -

Cymbella tumidula 3 3 -

Cymbella turgidula 1 3 -

Cymbella turgidula var. nipponica 3 3 -

Cymbella 3 3 -

악기돌말속
Didymosphenia

Didymosphenia geminata 3 1 -

Didymosphenia 3 1 -

도관돌말속
Diploneis

Diploneis interrupta 3 1 -

Diploneis oblongella 3 1 -

Diploneis ovalis 3 1 -

Diploneis smithii var. rhombica 3 1 -

Diploneis subovalis 3 1 -

Diploneis 3 1 -

버선코반달돌말속
Encyonema

Encyonema neogracile 5 1 -

Encyonema 5 1 -

좁은반달돌말속
Encyonopsis

Encyonopsis leei 2 1 -

Encyonopsis 2 1 -

쪽잎돌말속
Frustulia

Frustulia amphipleuroides 5 1 -

Frustulia rhomboides 5 1 -

Frustulia rhomboides var. crassinervia 5 1 -

Frustulia vulgaris 5 1 -

Frustulia 5 1 -

작은쐐기돌말속
Gomphoneis Gomphoneis 5 1 -

쐐기돌말속
Gomphonema

Gomphonema acuminatum 5 2 -

Gomphonema affine 5 2 -

Gomphonema angustatum 5 2 -

Gomphonema angustum 5 1 -

Gomphonema apuncto 5 2 -

Gomphonema augur 5 2 -

Gomphonema augur var. sphaerophorum 5 2 -

Gomphonema augur var. turris 5 2 -

Gomphonema clavatum 5 2 -

Gomphonema clevei 1 3 -

Gomphonema dichotomum 5 2 -

Gomphonema entolejum 5 2 -

Gomphonema globiferum 5 2 -

Gomphonema gracile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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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Gomphonema intricatum 5 2 -

Gomphonema intricatum var. vibrio 5 2 -

Gomphonema minutum 4 1 -

Gomphonema olivaceum 5 3 -

Gomphonema olivaceum var. olivaceoides 5 2 -

Gomphonema parvulum 5 2 -

Gomphonema productum 5 2 -

Gomphonema pseudoaugur 5 3 -

Gomphonema pseudosphaerophorum 5 2 -

Gomphonema pumilum 2 3 -

Gomphonema quadripunctatum 1 2 -

Gomphonema subclavatum 5 2 -

Gomphonema truncatum 2 1 -

Gomphonema 5 2 -

나선돌말속
Gyrosigma

Gyrosigma acuminatum 3 2 -

Gyrosigma attenuatum 3 2 -

Gyrosigma fasciola 3 2 -

Gyrosigma obscurum 3 2 -

Gyrosigma scalproides 3 2 -

Gyrosigma spencerii 3 2 -

Gyrosigma 3 2 -

쪽배돌말속
Navicula

Navicula acceptata 5 3 O

Navicula accomoda 5 3 O

Navicula americana 5 3 O

Navicula angusta 5 3 O

Navicula atomus 5 3 O

Navicula bacillum 5 3 O

Navicula capitata 4 1 O

Navicula capitata var. rectangular 5 3 O

Navicula capitatoradiata 5 2 O

Navicula cari 5 3 O

Navicula caterva 5 3 O

Navicula charlatii 5 3 O

Navicula cincta 2 3 O

Navicula clementioides 5 3 O

Navicula clementis 5 3 O

Navicula cocconeiformis 5 3 O

Navicula cohnii 5 3 O

Navicula concentrica 5 3 O

Navicula confervacea 5 3 O

Navicula cryptocephala 5 3 O

Navicula cryptocephala var. exilis 5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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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Navicula cryptotenella 4 2 O

Navicula cuspidata 5 3 O

Navicula decussis 4 1 O

Navicula elginensis 5 3 O

Navicula elginensis var. cuneata 5 3 O

Navicula erifuga 5 3 O

Navicula exigua 5 3 O

Navicula germainii 5 3 O

Navicula goeppertiana 4 1 O

Navicula gregaria 4 1 O

Navicula intermedia 5 3 O

Navicula lanceolata 5 3 O

Navicula lundii 5 3 O

Navicula medioconvexa 5 3 O

Navicula menisculus 5 3 O

Navicula meniscus 5 3 O

Navicula microcephala 5 3 O

Navicula minima 1 3 O

Navicula minuscula 3 1 O

Navicula minuscula var. muralis 5 3 O

Navicula mutica 5 3 O

Navicula neoventricosa 5 3 O

Navicula notha 5 3 O

Navicula peregrina 5 3 O

Navicula perminuta 4 1 O

Navicula protracta 5 3 O

Navicula pseudolanceolata 5 3 O

Navicula pupula 5 3 O

Navicula pygmaea 5 3 O

Navicula radiosa 5 3 O

Navicula radiosafallax 5 3 O

Navicula recens 5 3 O

Navicula reichardtiana 5 3 O

Navicula rhynchocephala 5 3 O

Navicula saprophila 4 1 O

Navicula schroeteri 5 3 O

Navicula seminuloides 5 3 O

Navicula seminuloides 5 3 O

Navicula seminulum 4 1 O

Navicula stroemii 5 3 O

Navicula subminuscula 4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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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Navicula subtilissima 5 3 O

Navicula symmetrica 5 3 O

Navicula tenelloides 5 3 O

Navicula tenera 5 3 O

Navicula tripunctata 5 3 O

Navicula trivialis 4 2 O

Navicula tuscula 5 3 O

Navicula veneta 5 3 O

Navicula viridula 2 2 O

Navicula viridula var. linearis 5 3 O

Navicula viridula var. rostellata 3 1 O

Navicula yuraensis 5 3 O

Navicula zanoni 5 3 O

Navicula 5 3 O

베틀북돌말속
Neidium

Neidium affine 5 3 -

Neidium ampliatum 5 3 -

Neidium iridis 5 3 -

Neidium 5 3 -

빗살돌말속
Pinnularia

Pinnularia anglica 5 3 -

Pinnularia appendiculata 5 3 -

Pinnularia borealis 5 3 -

Pinnularia braunii 5 3 -

Pinnularia braunii var. amphicephala 5 3 -

Pinnularia divergens 5 3 -

Pinnularia gibba 5 3 -

Pinnularia interrupta 5 3 -

Pinnularia maior 5 3 -

Pinnularia microstauron 5 3 -

Pinnularia microstauron var. brebissonii 5 3 -

Pinnularia subcapitata 5 3 -

Pinnularia viridis 5 3 -

갯나선돌말속
Pleurosigma

Pleurosigma angulatum 5 1 -

Pleurosigma 5 1 -

볼록반달돌말속
Reimeria Reimeria sinuata 1 3 -

가지돌말속
Rhoicosphenia

Rhoicosphenia abbreviata 3 1 -

Rhoicosphenia 5 2 -

십자돌말속
Stauroneis

Stauroneis acuta 5 3 -

Stauroneis anceps 5 3 -

Stauroneis javanica 5 3 -

Stauroneis nobilis 5 3 -

Stauroneis phoenicenteron 5 3 -

Stauroneis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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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오염

민감도(S)
지표

가중치(V)
운동성
돌말류

방패돌말과
Surirellaceae

깍지돌말속
Cymatopleura

Cymatopleura elliptica 4 1 -

Cymatopleura solea 4 1 -

Cymatopleura 4 1 -

지렁이돌말속
Stenopterobia Stenopterobia 4 1 O

방패돌말속
Surirella

Surirella amphioxys 4 3 O

Surirella angusta 4 1 O

Surirella biseriata 4 3 O

Surirella brebissonii 4 3 O

Surirella linearis 4 3 O

Surirella minuta 5 3 O

Surirella ovalis 4 3 O

Surirella pantocsekii 4 3 O

Surirella robusta 4 3 O

Surirella splendida 4 3 O

Surirella tenera 4 3 O

Surirella 4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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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물군 학명 오탁지수
(S)

지표가중치
(g)

환경질점수
(Qi) 섭식특성

편형동물문
Platyhelminthes

플라나리아속 Dugesia 0.7 3 3 Pe

산골플라나리아속 Phagocata 0.5 4 4 Pe

유선형동물문
Nematomorpha 연가시 Gordius aquaticus 0.6 3 4 PA

연체동물문
Mollusca

복족강
Gastropoda

논우렁이속 Cipangopaludina 1.8 3 3 SC

왕우렁이 Pomacea canaliculata 1.6 3 3 SC

염주쇠우렁이 Gabbia misella 2.6 4 3 SC

쇠우렁이 Parafossarulus manchouricus 1.6 3 2 SC

둥근입기수우렁이 Stenothyra glabra 2.2 4 2 SC

알다슬기속 Koreanomelania 1.3 3 4 SC

띠구슬다슬기속 Koreoleptoxis 1.2 3 4 SC

참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0.5 4 4 SC

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forticosta 0.5 3 4 SC

곳체다슬기 Semisulcospira gottschei 0.5 3 3 SC

다슬기 Semisulcospira libertina 0.4 4 4 SC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tegulata 0.5 4 4 SC

기타 다슬기속 Other Semisulcospira 0.9 4 3 SC

애기물달팽이 Austropeplea ollula 2.0 3 2 SC

물달팽이 Radix auricularia 1.6 2 3 SC

기타 물달팽이과 Other Lymnaeidae 1.2 3 3 SC

왼돌이물달팽이 Physa acuta 2.7 2 2 CG

또아리물달팽이 Gyraulus convexiusculus 2.4 3 2 CG

수정또아리물달팽이 Hippeutis cantori 2.5 3 2 CG

배꼽또아리물달팽이 Polypylis hemisphaerula 2.9 2 2 SC

민물삿갓조개 Laevapex nipponica 1.7 4 3 SC

뾰족쨈물우렁이 Oxyloma hirasei 2.5 3 2 SC

이매패강
Bivalvia

민물담치 Limnoperna fortunei 1.9 5 3 CF

말조개속 Unio 1.8 2 3 CF

재첩속 Corbicula 0.9 3 3 CF

산골조개과 Sphaeriidae 0.8 4 5 CF

다모강
Polychaeta 갯지렁이과 Nereidae 1.7 4 3 CG

빈모강
Oligochaeta

줄지렁이속 Eisenia 2.1 2 1 CG

물지렁이 Chaetogaster limnaei 3.5 4 1 CG

아가미지렁이 Branchiura sowerbyi 3.8 5 1 CG

실지렁이 Limnodrilus gotoi 3.5 4 1 CG

<저서동물지수(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BMI)에 사용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의 오탁지수(S), 지표가중치(g), 환경질 점수(Q), 섭식특성>

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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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물군 학명 오탁지수
(S)

지표가중치
(g)

환경질점수
(Qi) 섭식특성

거머리강
Hirudinea

넙적거머리과 Glossiphoniidae 3.0 2 - Pe

말거머리속 Whitmania 1.7 1 - Pe

참거머리 Hirudo nipponia 3.3 3 1 Pe

돌거머리 Erpobdella lineata 2.6 2 - Pe

- Barbronia weberi 2.8 4 - Pe

절지동물문
Arthropoda

갑각강
Crustacea

잔벌레속 Gnorimosphaeroma 0.3 5 4 CG

물벌레속 Asellus 2.3 2 2 CG

옆새우속 Gammarus 0.6 4 4 Sh

새뱅이과 Atyidae 1.9 3 3 Sh

징거미새우속 Macrobrachium 2.7 3 2 Sh

줄새우 Palaemon paucidens 1.5 2 3 Sh

참게속 Eriocheir 2.4 3 2 CG

내구강
Entognatha 톡토기목 Collembola 0.0 5 5 CG

곤충강
Insecta

하루살이목
Ephemerop-
tera

옛하루살이 Siphlonurus chankae 0.2 5 - CG

피라미하루살이속 Ameletus 0.1 5 5 CG

깨알하루살이 Acentrella gnom 0.7 3 - CG

콩알하루살이 Acentrella sibirica 0.2 4 - CG

길쭉하루살이 Alanites muticus 0.9 4 - 알려지지 않음

애하루살이속 Baetiella 0.3 4 - CG

개똥하루살이 Baetis fuscatus 1.8 1 3 CG

나도꼬마하루살이 Baetis pseudothermicus 2.1 2 2 CG

감초하루살이 Baetis silvaticus 0.1 5 - CG

방울하루살이 Baetis ursinus 0.7 3 - CG

연못하루살이 Cloeon dipterum 2.5 3 2 CG

입술하루살이 Labiobaetis atrebatinus 1.7 3 3 CG

깜장하루살이속 Nigrobaetis 0.2 4 - CG

작은갈고리하루살이 Procloeon maritimum 0.5 3 - CG

갈고리하루살이 Procloeon pennulatum 0.8 3 - CG

빗자루하루살이속 Isonychia 0.0 5 5 CF

봄처녀하루살이속 Cinygmula 0.0 5 5 Sc

몽땅하루살이 Ecdyonurus bajkovae 0.0 5 - Sc

참납작하루살이 Ecdyonurus dracon 0.1 5 - Sc

꼬리치레하루살이 Ecdyonurus joernensis 0.6 3 - Sc

두점하루살이 Ecdyonurus kibunensis 0.1 5 - Sc

네점하루살이 Ecdyonurus levis 0.6 3 - Sc

흰부채하루살이 Epeorus nipponicus 0.0 5 5 Sc

점박이부채하루살이 Epeorus latifolium 0.0 5 5 Sc

부채하루살이 Epeorus pellucidus 0.1 5 5 Sc

중부채하루살이 Eperous aesculus 0.0 5 5 Sc

긴부채하루살이 Eperous maculatus 0.0 5 5 Sc

납작하루살이속 Heptagenia 0.1 5 5 Sc

산납작하루살이 Rhithrogena na 0.0 5 5 Sc

세갈래하루살이 Choroterpes altioculus 0.4 4 -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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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물군 학명 오탁지수
(S)

지표가중치
(g)

환경질점수
(Qi) 섭식특성

두갈래하루살이 Paraleptophlebia japonica 0.1 5 5 CG

작은강하루살이 Potamanthus formosus 0.7 3 - CG

금빛하루살이 Potamanthus yooni 1.0 4 - 　

가람하루살이 Potamanthus luteus oriens 0.9 4 - CG

강하루살이 Rhoenanthus coreanus 0.7 4 - CF

흰하루살이 Ephoron shigae 0.2 4 - CG

동양하루살이 Ephemera orientalis 0.8 3 - CG

가는무늬하루살이 Ephemera separigata 0.1 5 5 CG

사할린하루살이 Ephemera sachalinensis 0.7 3 - CG

무늬하루살이 Ephemera strigata 0.1 5 5 CG

민하루살이속 Cincticostella 0.1 5 5 Sc

뿔하루살이속 Drunella 0.0 5 　 Sc

긴꼬리하루살이 Ephacerella longicaudata 0.0 5 - 알려지지 않음

범꼬리하루살이 Ephemerella setigera 0.4 4 - CG

쇠꼬리하루살이 Ephemerella ignita 0.8 3 - CG

기타 알락하루살이속 Other Ephemerella 0.3 4 - CG

등줄하루살이속 Uracanthella 0.5 3 - CG

방패하루살이 Potamanthellus chinensis 0.2 4 - CG

등딱지하루살이 Caenis nishinoae 1.2 3 3 CG

등딱지하루살이 KUa Caenis KUa 0.8 3 3 CG

잠자리목
Odonata

작은등줄실잠자리속 Cercion 2.3 3 2 CG

아시아실잠자리속 Ischnura 2.7 3 2 Pe

자실잠자리 Copera annulata 2.3 3 2 Pe

방울실잠자리 Platycnemis phillopoda 2.3 3 2 Pe

검은물잠자리 Calopteryx atrata 1.2 4 3 Pe

물잠자리 Calopteryx japonica 0.9 3 4 Pe

마아키측범잠자리속 Anisogomphus 0.2 4 4 Pe

쇠측범잠자리 Davidius lunatus 0.7 3 - Pe

어리측범잠자리 Shaogomphus postacularis 
epophthalmus 1.3 4 3 Pe

푸른측범잠자리속 Nihonogomphus 0.6 4 4 Pe

노란측범잠자리 Lamelligomphus ringens 0.4 4 4 Pe

측범잠자리 Ophiogomphus obscura 0.3 4 4 Pe

어리장수잠자리 Sieboldius albardae 0.1 5 4 Pe

호리측범잠자리 Stylurus annulatus 1.6 3 3 Pe

가시측범잠자리속 Trigomphus 0.8 4 4 Pe

잔산잠자리속 Macromia 0.9 3 4 Pe

밀잠자리속 Orthetrum 2.5 3 2 Pe

좀잠자리속 Sympetrum 2.5 3 2 Pe

밀잠자리붙이 Deielia phaon 1.3 4 3 Pe

강도래목
Plecoptera

민강도래속 Nemoura 0.1 5 5 Sh

기타 강도래목 Other Plecoptera 0.0 5 5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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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물군 학명 오탁지수
(S)

지표가중치
(g)

환경질점수
(Qi) 섭식특성

노린재목
Hemiptera

물벌레속 Hesperocorixa 2.9 4 2 Pi

꼬마물벌레속 Micronecta 2.2 2 2 Pi

물자라 Muljarus japonicus 3.1 3 - Pi

뱀잠자리목
Megaloptera

얼룩뱀잠자리 Parachauliodes asahinai 0.2 4 4 Pi

노란뱀잠자리 Protohermes xanthodes 0.2 5 4 Pe

딱정벌레목
Coleoptera

점박이물땡땡이 Berosus signaticollis punctipennis 3.5 3 - 알려지지 않음

좀물땡땡이속 Helochares 3.0 3 2 알려지지 않음

점물땡땡이속 Laccobius 2.9 3 2 알려지지 않음

무늬여울벌레 Optioservus variabilis 0.2 4 4 CG

긴다리여울벌레속 Stenelmis 0.6 3 4 CG

기타 여울벌레과 Other Elmidae 0.7 4 4 CG

넓은물삿갓벌레 KUa Mataeopsephus KUa 0.4 4 4 Sc

기타 물삿갓벌레과 Other Psephenidae 0.5 3 4 Sc

파리목
Diptera

명주각다귀 KUa Antocha KUa 0.4 3 4 CG

무늬애기각다귀 KUa Dicranomyia KUa 0.3 4 4 알려지지 않음

애기각다귀 KUa Dicranota KUa 0.5 4 4 Pe

검정날개각다귀속 Hexatoma 0.0 5 5 Pe

각다귀속 Tipula 1.4 2 3 Sh

나방파리속 Psychoda 3.5 4 1 CG

별모기과 Dixidae 2.8 3 2 CG

모기과 Culicidae 3.5 3 1 CG

먹파리속 Simulium 0.2 4 4 CF

등에모기과 Ceratopogonidae 0.7 3 4 Pe

깔따구과(non-red type) Chironomidae(non-red type) 1.7 1 2 CG

깔따구과(red type) Chironomidae (red type) 3.4 3 2 CG

물멧모기 KUa Bibiocephala KUa 0.1 5 5 Sc

멧모기 KUa Philorus KUa 0.6 4 5 Sc

개울등에 KUa Atherix KUa 0.1 5 5 Pe

긴개울등에속 Suragina 0.1 5 5 Pe

동애등에 KUa Stratiomyia KUa 3.0 3 2 CG

춤파리과 Empididae 0.8 3 4 Pe

장다리파리과 Dolichopodidae 0.9 3 4 Pe

여린황등에 Tabanus kinoshitai 0.9 3 4 Pe

기타 등에과 Other Tabanidae 1.7 2 3 Pe

꽃등에과 Syrphidae 3.9 5 1 CG

물가파리과 Ephydridae 3.3 3 1 CG

집파리과 Muscidae 3.2 3 1 Pe

날도래목
Trichoptera

넓은머리물날도래 Rhyacophila brevicephala 0.4 5 4 Pe

물날도래 KUa Rhyacophila KUa 0.1 5 4 Pe

물날도래 KUb Rhyacophila KUb 0.7 4 4 Pe

기타 물날도래속 Other Rhyacophila 0.0 5 4 Pe

애날도래 KUa Hydroptila KUa 0.8 3 4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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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물군 학명 오탁지수
(S)

지표가중치
(g)

환경질점수
(Qi) 섭식특성

긴발톱물날도래 KUa Apsilochorema KUa 0.0 5 - Pe

큰광택날도래 KUa Agapetus KUa 0.0 5 - Sc

광택날도래 KUa Glossosoma KUa 0.1 5 - Sc

넓은입술날도래 KUa Dolophilodes KUa 0.0 5 4 CF

입술날도래 KUa Wormaldia KUa 0.4 4 4 CF

연날개수염치레각날도래 Stenopsyche bergeri 0.0 5 - CF

수염치레각날도래 Stenopsyche marmorata 0.0 5 - CF

곰줄날도래 Arctopsyche ladogensis 0.1 5 4 CF

꼬마줄날도래 Cheumatopsyche brevilineata 0.6 3 4 CF

기타 꼬마줄날도래속 Other Cheumatopsyche 0.8 3 4 CF

줄날도래 Hydropsyche kozhantschikovi 0.8 3 4 CF

동양줄날도래 Hydropsyche orientalis 0.4 4 4 CF

흰점줄날도래 Hydropsyche valvata 0.9 3 4 CF

줄날도래 KD Hydropsyche KD 0.0 5 5 CF

큰줄날도래 Macrostemum radiatum 0.8 4 4 CF

깃날도래 KUa Plectrocnemia KUa 0.1 5 - CF

별날도래 Ecnomus tenellus 1.9 2 3 CF

통날도래 KUa Psychomyia KUa 0.7 3 4 CG

띠무늬우묵날도래 Hydatophylax nigrovittatus 0.0 5 5 Sh

갈색우묵날도래속 Notopsyche 0.1 5 - Sh

일본가시날도래 Goera japonica 0.1 5 - Sc

가시우묵날도래 Neophylax ussuriensis 0.0 5 - Sc

애우묵날도래속 Apatania 0.2 4 - Sc

네모집날도래속 Lepidostoma 0.1 5 - Sh

털날도래 KUa Gumaga KUa 0.3 4 4 Sh

날개날도래 Molanna moesta 0.5 3 4 Sc

바수염날도래속 Psilotreta 0.0 5 5 Sc

나비날도래속 Ceraclea 0.6 3 4 CG

청나비날도래 KUa Mystacides KUa 0.4 4 4 CG

나비목
Lepidoptera 나비목 Lepidoptera 2.5 4 - Sh

CF = 걸러먹는무리, CG = 주워먹는무리, PA = 기생하는무리, Pe = 잡아먹는무리, Pi = 찔러먹는무리, Sh = 썰어먹는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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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학명
내성도 
특성

섭식 
특성

서식지 
특성

두갑강 칠성장어목 칠성장어과 칠성장어 Lethenteron camtschaticum Tilesius IS O -

다묵장어 Lethenteron reissneri Dybowski SS O -

조기강 뱀장어목 뱀장어과 뱀장어 Anguilla japonica Temminck and Schlegel IS C -

무태장어 Anguilla marmorata Quoy and Gaimard IS C -

청어목 멸치과 웅어 Coilia nasus Temminck and Schlegel IS C -

청어과 전어 Konosirus punctatus Temminck and Schlegel IS H -

잉어목 잉어과 잉어 Cyprinus carpio Linnaeus TS O -

이스라엘잉어 Cyprinus carpio Linnaeus TS O -

붕어 Carassius auratus Linnaeus TS O -

떡붕어 Carassius cuvieri Temminck and Schlegel TS O -

초어 Ctenopharyngodon idellus Cuvier and Valenciennes TS H -

흰줄납줄개 Rhodeus ocellatus Kner IS O -

한강납줄개 Rhodeus pseudosericeus Arai, Jeon and Ueda SS O -

각시붕어 Rhodeus uyekii Mori IS O -

떡납줄갱이 Rhodeus notatus Nichols IS O -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Temminck and Schlegel IS O -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Berg SS O -

칼납자루 Acheilognathus koreensis Kim and Kim IS O -

임실납자루 Acheilognathus somjinensis Kim and Kim IS O -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Mori IS O -

큰줄납자루 Acheilognathus majusculus Kim and Yang IS O -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us Temminck and Schlegel IS O -

큰납지리 Acanthorhodeus macropterus Bleeker IS O -

가시납지리 Acanthorhodeus gracilis Regan IS O -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Temminck and Schlegel TS O -

돌고기 Pungtungia herzi Herzenstein IS I -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Mori SS I -

가는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a Jeon and Choi SS I RB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Mori SS I RB

새미 Ladislabia taczanowskii Dybowski SS H RB

참중고기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Mori IS I -

중고기 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 Jordan and Hubbs IS I -

줄몰개 Gnathopogon strigatus Regan IS I -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Jordan and Hubbs IS I -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Berg TS O -

참몰개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Jordan and Hubbs IS O -

점몰개 Squalidus multimaculatus Hosoya and Jeon IS O -

< 어류생물지수(Fish Assessment Index, FAI)에 사용하는 어류의 종별 
내성도특성 및 섭식특성, 서식지특성 >

3.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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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학명
내성도 
특성

섭식 
특성

서식지 
특성

누치 Hemibarbus labeo Pallas TS I -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Regan IS I -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Berg SS I -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Temminck and Schlegel IS I -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Basilewsky TS O -

왜매치 Abbottina springeri Banarescu and Nalbant TS O -

꾸구리 Gobiobotia macrocephala Mori SS I RB

돌상어 Gobiobotia brevibarba Mori SS I RB

흰수마자 Gobiobotia nakdongensis Mori SS I RB

모래주사 Microphysogobio koreensis Mori SS O RB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Mori IS O RB

여울마자 Microphysogobio rapidus Chae and Yang SS O RB

됭경모치 Microphysogobio jeoni Kim and Yang IS I -

배가사리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Mori SS H RB

두우쟁이 Saurogobio dabryi Bleeker IS O -

백련어 Hypophthalmichthys molitrix Cuvier and Valenciennes IS H -

대두어 Aristichthys nobilis Richardson IS H -

조기강 잉어목 잉어과 황어 Tribolodon hakonensis Günther IS O -

대황어 Tribolodon brandtii Dybowski IS I -

연준모치 Phoxinus phoxinus Linnaeus SS I -

버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Slauvage and Dabry SS I -

버들개 Rhynchocypris steindachneri Dybowski SS I -

금강모치 Rhynchocypris kumgangensis Kim SS I -

버들가지 Rhynchocypris semotilus Jordan and Starks SS I -

왜몰개 Aphyocypris chinensis Günther TS O -

갈겨니 Zacco temminckii Temminck and Schlegel SS I -

참갈겨니 Zacco koreanus Kim, Oh and Hosoya SS I -

피라미 Zacco platypus Temminck and Schlegel IS O -

끄리 Opsar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Berg TS C -

눈불개 Squaliobarbus curriculus Richardson IS O -

강준치 Erythroculter erythropterus Basilewsky TS C -

백조어 Culter brevicauda Günther TS C -

치리 Hemiculter eigenmanni Jordan and Metz TS O -

살치 Hemiculter leucisculus Basilewsky TS I -

종개과 종개 Orthrias toni Dybowsky SS I RB

대륙종개 Orthrias nudus Bleeker SS I RB

쌀미꾸리 Lefua costata Kessler IS I -

미꾸리과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Cantor TS O -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Günther TS O -

새코미꾸리 Koreocobitis rotundicaudata Wakiya and Mori SS O RB

얼룩새코미꾸리 Koreocobitis naktongensis Kim, Park and Nalbant SS O RB

참종개 Iksookimia koreensis Kim IS I -

부안종개 Iksookimia pumila Kim and Lee SS O -

미호종개 Iksookimia choii Kim and Son SS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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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학명
내성도 
특성

섭식 
특성

서식지 
특성

왕종개 Iksookimia longicorpa Kim, Choi and Nalbant IS I -

남방종개 Iksookimia hugowolfeldi Nalbant SS I -

동방종개 Iksookimia yongdokensis Kim and Park IS I -

기름종개 Cobitis hankugensis Kim, Park, Son and Nalvant IS I -

점줄종개 Cobitis lutheri Rendahl IS I -

줄종개 Cobitis tetralineata Kim, Park and Nalbant IS I -

북방종개 Cobitis pacifica Kim, Park and Nalbant IS I -

수수미꾸리 Niwaella multifasciata Wakiya and Mori SS O RB

좀수수치 Kichulchoia brevifasciata Kim and Lee SS I RB

메기목 동자개과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Richardson TS I -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Uchida IS I RB

꼬치동자개 Pseudobagrus brevicorpus Mori SS I RB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Dybowski IS I -

밀자개 Leiocassis nitidus Sauvage and Babryi TS I -

메기과 메기 Silurus asotus Linnaeus TS C -

미유기 Silurus microdorsalis Mori SS C RB

퉁가리과 자가사리 Liobagrus mediadiposalis Mori SS I RB

섬진자가사리 Liobagrus somjinensis Park and Kim SS I RB

퉁가리 Liobagrus andersoni Regan SS I RB

퉁사리 Liobagrus obesus Son, Kim and Choo SS I RB

바다빙어목 바다빙어과 빙어 Hypomesus nipponensis McAllister IS I -

바다빙어 Osmerus eperlanus mordax Mitchill IS I -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Temminck and Schlegel IS H -

연어목 연어과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Li SS C -

연어 Oncorhynchus keta Walbaum SS C -

산천어/송어 Oncorhynchus masou masou Brevoort SS C -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Walbaum SS C -

숭어목 숭어과 숭어 Mugil cephalus Linnaeus TS H -

등줄숭어 Chelon affinis Günther IS H -

조기강 숭어목 숭어과 가숭어 Chelon haematocheilus Temminck and Schlegel TS H -

동갈치목 송사리과 송사리 Oryzias latipes Temminck and Schlegel TS O -

대륙송사리 Oryzias sinensis Chen, Uwa and Chu TS O -

학공치과 줄공치 Hyporhamphus intermedius Cantor IS H -

학공치 Hyporhamphus sajori Temminck and Schlegel IS H -

큰가시고기목 큰가시고기과 큰가시고기 Gasterosteus aculeatus Linnaeus IS I -

가시고기 Pungitius sinensis Guichenot IS I -

잔가시고기 Pungitius kaibarae Tanaka IS I -

드렁허리목 드렁허리과 드렁허리 Monopterus albus Zuiew TS C -

쏨뱅이목 양태과 양태 Platycephalus indicus Linnaeus IS I -

둑중개과 둑중개 Cottus koreanus Heckel SS I RB

한둑중개 Cottus hangiongensis Mori SS I RB

개구리꺽정이 Myoxocephalus stelleri Tilesius IS C -

꺽정이 Trachidermus fasciatus Heckel TS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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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학명
내성도 
특성

섭식 
특성

서식지 
특성

농어목 농어과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Cuvier IS C -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McClelland IS C -

꺽지과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Steindachner IS C -

꺽지 Coreoperca herzi Herzenstein SS C -

꺽저기 Coreoperca kawamebari Temminck and Schlegel IS C -

검정우럭과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TS I -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TS C -

주둥치과 주둥치 Nuchequula nuchalis Temminck and Schlegel IS I -

시클리과 나일틸라피아 Oreochromis niloticus Linnaeus TS O -

돛양태과 강주걱양태 Repomucenus olidus Günther TS I -

구굴무치과 구굴무치 Eleotris oxycephala Temminck and Schlegel IS C -

동사리과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Iwata and Jeon SS C -

얼룩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Iwata and Jeon IS C -

남방동사리 Odontobutis obscura Temminck and Schlegel IS C -

좀구굴치 Micropercops swinhonis Günter TS O -

망둑어과 날망둑 Chaenogobius castaneus O'Shaughnessy IS I -

꾹저구 Chaenogobius urotaenia Hilgendorf IS I -

문절망둑 Acanthogobius flavimanus Temminck and Schlegel TS I -

흰발망둑 Acanthogobius lactipes Hilgendorf IS O -

풀망둑 Synechogobius hasta Temminck and Schlegel TS I -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Rutter TS O -

밀어 Rhinogobius brunneus Temminck and Schlegel IS I RB

민물두줄망둑 Tridentiger bifasciatus Steindachner TS I -

검정망둑 Tridentiger obscurus Temminck and Schlegel TS I -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spinis Katsuyama, Arai and Nakamura IS I RB

줄망둑 Acentrogobius pflaumii Bleeker IS C -

짱둥어 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Linnaeus IS H -

말뚝망둥어 Periophthalmus modestus Cantor IS I -

미끈망둑 Luciogobius guttatus Gill IS O -

버들붕어과 버들붕어 Macropodus ocellatus Cantor TS I -

가물치과 가물치 Channa argus Cantor TS C -

복어목 참복과 까치복 Takifugu xanthopterus Temminck and Schlegel IS I -

복섬 Takifugu niphobles Jordan and Snyder IS I -

황복 Takifugu obscurus Abe IS I -

내성도: SS = 민감종, IS = 중간종, TS = 내성종
섭식특성:  O = 잡식성, C = 육식성, I = 충식성, H = 초식성
서식지특성: RB = 여울성저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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