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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둔치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 도
래지로 낙동강 일대를 월동지로 이용하는 철새들의 채식, 휴식, 잠자리제공과 같은 조류 서식지 제공의 측면
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둔치도를 제외한 주변지역으로 부산시 시민들의 편의와 여가, 산업 활동 등을 위한 개발 사
업이 계획·진행되고 있는 등 자연생태계가 감소하고 아울러 낙동강 하류 조류의 서식지 훼손, 단절, 고립으로
이어져 겨울철새의 월동지인 평야나 둔치, 모래섬 등의 협소화의 진행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철새의 월동지로서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간섭 요인이 작은 둔치도의 조류상을 파악하고 기존 낙
동강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서 인공생태계(도시녹지시설)로 바뀐 일웅도의 조류상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철새 월동지로서 둔치도의 보전가치를 입증하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
(ESSD)을 통하여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2. 자료 및 방법
둔치도 일원 조류상 현지조사는 둔치도를 중심으로 육상과 수역(조만강)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육상은 조류종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한 후 육로를 따라 걸으면서 선조사법과 정점조사법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역은 육안, 쌍안경, 망원경에 의해 직접 관찰이 가능한 범위까지 조사를 실
시였다.
문헌조사는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낙동강하구생태계모니터링 등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일대 구역별,
년도별로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년간의 조사결과를 누적하여 본 조사지역인 둔치도
일대 조류상과 비교·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겨울철 번식이 끝나고 따뜻한 우리나라에 충분한 휴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도래하는 겨울철새는 풍부한 수
자원(낙동강, 서낙동강, 조만강 등)과 넓은 평야지역이 확보되어 있는 낙동강 하류 일대를 월동지로서 이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지역에 대한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 둔치도는 논 및 밭 비오톱이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낙동강 하류
일대 철새들이 도래하여 채식 및 휴식활동을 위한 생태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유지되고 있다. 반면 과거
둔치도와 함께 다양한 조류가 출현하였던 일웅도는 현재 토지이용현황도 상 도시녹지 시설로 과거(2008년
～ 2010년) 보다 15종 이상의 조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발이나 인위적인 간섭도가 낮은 둔치도가 낙동강 하류 일대 철새도래지의 중요한 입지적 거점역
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철새의 보존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
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부산광역시 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광역시. 부산생활지리정보, 낙동강하구생태계모니터링. 부산광역시. 부산
발전연구원. 2003년 ~ 2005년.

- 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