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38호

지정(등록)일 1972. 05. 01.

소재지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35

금강에 살다, 어름치

우리나라 고유어종인 어름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분포지역이 국한되어 있으므

로 멸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5월 1일 천연기념물 제238호로 지정하여 보

호하고 있다.

동물 22 	금강의	어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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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를	방류하다

정약용의 『아언각비』(1819)에는 우리나라에 어름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평창군신지지』(1826~1909)에서

도 평창군에서 ‘반어(斑魚)’의 출현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있는데, 어

름치를 뜻하는 이 같은 표현은 지금도 강원도 평창과 정선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지방에 따라 그림치·드름치·어둠치·어램치·어름치

기·절음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어름치는 한국 고유종으로 금강에 분포하는 수역이 본 종의 최남한

지이고 출현 개체 수가 희소하여 1972년 5월 1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으로부터 금강상류 전역을 천연기념물 제238호 ‘금강의 어름치’로 

지정하였다. 이후 한강 등지에서도 점차 수가 줄어들자 1978년 8월 18

일에는 전국의 어름치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 259호로 지정하여 보호

하고 있다.

계속해서 수가 줄어드는 어름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국토해양

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생태계 복원 사업의 하나로 8일 북

한강 수계인 홍천강에 어름치 치어 3천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한

강수계에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치어를 대거 풀어준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날 어름치를 방류한 곳은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화촌체

육공원 아래 홍천강으로, 예전에 어름치가 서식하고 산란한 곳과 생

태환경이 비슷하고 먹이생물인 다슬기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4대강본

부는 설명했다. 홍천강 수계는 어름치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1990년대 말 이후 개체 수가 확인되지 않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원

지로 선정됐다.

•어름치가 과학적으로 그 학명이 처

음 제정된 것은 1907년 러시아의 유

명한 어류학자 베르그(L. S. Berg)박

사가 우리나라 금강에서 채집한 어름

치를 ‘잉어과의 바버스 미로돈(Barbus 

mylodon)’이라는 학명으로 학계에 발

표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현재, 계통에 

대한 연구에서 어름치는 ‘잉어과의 모

래무지아과 참마자속(Hemibarbus)’

으로 정리되어 ‘헤미바버스 미로돈

(Hemibarbus mylodon)’라는 학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금강의	어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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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다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어름치는 1906년 L.S.베르크가 한강산(漢江

産)을 표본으로 발표한 담수어의 1종이다.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 임

진강·한강·금강에서만 서식하는 분포 지역이 매우 좁은 어종이다.

몸길이는 20∼30cm이며, 몸 표면에 검은 점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

다. 몸의 생김새는 원통형에 가까우며 몸통 앞부분이 굵고 뒤로 갈수

록 가늘고 옆으로 납작하다. 주둥이는 길지만 뾰족하지 않고 끝은 위

턱 앞 끝을 넘지 않는다. 아래턱이 짧고 입 구석에 한 쌍의 입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이지만 등 쪽은 짙은 갈색이며 배는 하얗다. 옆구리

에는 7∼8줄의 검은 점이 세 줄로 나열되어 있다.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있는 곳에서 서식한다. 산란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깊은 

물속에서 생활하며,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갑각류, 작은 동물 등을 먹

고 산다.

4∼5월이면 수심이 50∼70cm의 자갈이 깔리고 물이 맑은 강바닥에 

웅덩이를 파고 산란한다. 산란 후에는 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잔

돌을 모아 5∼18cm의 산란탑을 쌓는데,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면 번식할 수 없다.

어름치는 한강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알려졌으나, 1972년 금강의 

중·상류에도 분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언제 종분화(種分化)가 이

루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강의 특산종이라고 알려졌던 어름

치가 금강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두 강이 과거에 서로 연결

되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진강과 남한강, 북한강의 상류에서는 아직도 많은 개체가 서식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강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름치가 

분포하는 남한계선이나, 대청호의 출현으로 옥천군 이원 부근까지 물

이 괴게 되어 번식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획과 농약 등의 피해

로 격감되었다. 최근에는 확인된 바 없으나 1978년 무렵에만 해도 전

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및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에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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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 1962. 12. 07.

제207호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1968. 06. 27.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 1필 - 1988. 04. 30.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5호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조선시대 1962. 12. 20.

국보 제64호 보은 법주사 석련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9, 법주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보물 제15호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