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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has influenced strongly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ssues of species diversity in the islands. The theory has not limited to islands in

the ocean, but expanded to isolated and fragmented areas in the forests and urban. This study

has a rare opportunity to explore the species diversity and abundance of birds in the islands of

Korea. A total of 151 islands in the west and south areas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examined. The number of species and the area of islands were highly significant (P <0.000) and

the number of species and the distance from the mainland showed not so strong relationship.

This indicated that bird species diversity has more influenced by the size of the islands not the

distance. This can be from the study species of birds that can fly long distance, and also natural

characteristics of migratory and resident status. Species-area curve showed that the z-value was

0.21 indicating the area and the bird species are strongly correlated. The long-term monitoring

of bird species presence in the islands should be followed for a proper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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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도서란 수면으로 둘러싸이고 만조시 수면위에 자
연히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서
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환해성, 내륙과 사
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격리
성, 그리고 토지면적이 좁은 협소성 등의 특성을 가
지고있는곳이다.
도서는 민간인이 생활근거를 두고 연중 계속적으

로 생업을 위하고 살고 있는 섬을 유인도, 사람이
살지 않거나 농업, 어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
주하거나 전략상 군경만이 주둔하고 있는 섬은 무
인도로 구분한다(환경부, 2003) 우리나라에는 반도
라는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무인도 2,689개와 유인
도 464개를 포함해 총 3,153개의 도서가 있으며,
그 중 전라남도에 1,969개, 경상남도에 432개, 인
천광역시에 152개로 대부분이 서해와 남해에 분포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1996). 이 중에서 큰 규모의
섬이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무인도로 남아
있는 곳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지 인간이 거주하
기어려울정도로작은섬만이무인도로남아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도서지역에는 해양 환경적 특

성으로 인하여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
나 인간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서식
지가 점차 파괴되어 지금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간척사업과 주변 개발 사업, 발전소, 화학공단 및
일부 무인도에 염소방목, 희귀 동식물 채취, 쓰레기
투기 등으로 훼손이 심각하여 환경이 급속히 파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인도나 육
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은 인간이나 육상 포
식동물의 향을 적게 받아 독특하고 안정된 도서
생태계를유지하고있다(환경부, 2003).
도서생물지리학(Island biogeography)은 섬의

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생태학 조사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상태의 특수한 상
황을 가정하고, 각 섬마다의 특이한 조건을 고려한
생태학의 한 분야이다(MacArthur and Wilson,
1967). 이이론에따르면기본적으로는섬에서식하

는 종의 수는 섬의 면적이나 대륙으로부터의 거리,
서식지의 다양성에 따라 유의적으로 변한다고 하
다(Kadmom and Pulliam, 1995; Whittaker,
1998). 그 중 무인도서는 유인도서에 비해 인간의
간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생태계가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될 수는 있으나, 좁은 면적과 서식지가 다
양하지 못한 점 때문에 주변의 대륙이나 큰 섬에 비
해서 단위 면적당 종 다양성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
다(Kadmon and Pulliam 1995).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종 집단의 파괴나 멸종의 가능성
또한 대륙이나 큰 섬에 비해 높다(Whittaker,
1995). 이러한 무인도는 희귀동·식물의 서식처이
며, 통과 조류의 휴식처 및 섭식처, 그리고 조류의
번식지 등 독특한 생태계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
다. 그러나 전국 2,700여개 무인도서 중 많은 무인
도서가 식생이 우수하고 철새 등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하나 앞서 언급했던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무인도서
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각 섬들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서생
물지리학에서 파충류와 조류 등에 관한 연구(Reed,
1981; Ricklefs and Lovette, 1999), 세균류(Bell
et al., 2005), 포유류(Alejandra and Gregory,
2005)에 관한 도서생물지리학 등 다양한 분류군별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섬을 가지고 있고 이 섬들에 대한 생물상의 조사가
정부 및 여러 단체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와 접근은 만족스
럽지 못하다. 식물(임양재 외 1980, 정재민과 홍경
낙, 2002)과나비(최세웅, 2000) 및울릉도및독도
의 조류(이상돈, 2008)에 관한 연구만이 수행되어
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무
인도서지역에 서식하는 조류를 대상으로 섬의 지리
적환경과종수에관한상관분석을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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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환경부는 1998년부터 무인도서의 생태계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무인도서 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에 출간된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에 조사내용을 기반
으로 수행하 다. 기재된 도서 중에서 조류 조사가
행해진 170개의 섬 중 조류가 발견되지 않은 19개
섬을제외한경기도인천(18개), 충청도(26개), 전라
도(107개)의 151개의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하 다.
각 섬의 크기와 환경요인에 관한 자료들 또한
‘2003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을 참
고하여 분석하 다. ‘2003 전국 무인도서자연환경
조사’에 기재되지 않은 육지로 부터의 거리, 면적은
구 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축적을 계산하
다.
151개모든섬에대한육지로부터의거리와종수,

섬의 면적과 종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습성과
이동성에 따라 종을 세분화하여 육지로부터의 거리
와 종수, 섬의 면적과 종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습성에 따른 분류로는 명금류, 섭금류/수금류로
나누었으며, 이동성에 따른 분류로는 철새와 텃새
로 나누었다(원병오, 1993). 섬 면적, 거리, 종 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식은 Preston(1962)이 도출해
낸 식인 S=CZk 를 따랐다. 섬의 면적, 거리, 종수는
log값으로 치환한 후 계산하 고, SPSS 14.0을 이
용하여통계분석하 다.

III. 결과

본 연구에 조사된 섬들 중 전라남도의 상가치도
가 880.9km2로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전라남도의 옥
섬이 1km2로 가장 작았다. 육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에서는 전라남도의 탑섬이 115.2km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전라남도의 죽도가 0.075km로 가
장 짧았다. 조사된 조류의 종수는 경기도의 대초지
도와 우도가 15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의 석도,
전라도의 딴시름도, 상섬, 소사삼도, 옥섬, 대장도
가 1종으로 가장 적었다. 151개의 전체 무인도서에
서 조사된 조류 종수와 섬의 면적, 육지와의 거리와
의 상관관계, 철새, 텃새에 따른 종수와 섬의 면적,
거리와의상관관계는Table 1에나타내었다.
무인도서에서발견된모든조류에대한종수와섬

의면적, 육지와의거리와종수의상관관계는Fig. 1
과 Fig. 2에 나타내었다. 무인도서의 새의 종수와
섬 면적간의 회귀곡선식은 y= 0.2279x - 0.3795
(r2=0.2525) 로 나타났고, 본토로부터 떨어진 거리
와 종수간의 회귀곡선식은 y= -0.05x + 0.8776
(r2=0.018)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무인도서에서
기록된 새의 종수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섬의 면적
으로 나타났으며, 본토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향
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분류인 이동성에 따른 텃새와 철새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3-6). 텃새의 경우 종수
와 섬의 면적과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지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육지와의 거리
와의 관계에서는 양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철새의 경우에는 섬의 면적, 육지와의 거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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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s of the logarithm of species number on island area, distance from mainland. (N, sampling
number; r2, coefficient of regression)

Factor N r2 F-ratio p-value z-value

All birds 151 0.252 50.329 0.000 0.228

Area resident birds 98 0.004 0.376 0.541 0.025

migratory birds 91 0.258 31.011 0.000 0.360

All birds 151 0.018 2.732 0.100 -0.050

Distance from mainland resident birds 98 0.059 6.110 0.015 0.086

migratory birds 91 0.117 11.753 0.000 -0.140

Factor N r2 F-ratio p-value z-value



두 철새 종의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양의상관관계를보인Fig. 5에서섬의면적은번식
기와 월동기에 이동을 하는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인 육지와의 거리는 육지와 가까
울수록많은철새가서식함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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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species and
the area(m2) of uninhabited island (log-scale)

Fig. 2.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species and
the distance from mainland(m) of uninhabited island
(log-scale)

Fig. 3.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species of
resident birds and the area(m2) of uninhabited island
(log-scale)

Fig. 4.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species of
resident birds and the distance from mainland(m) of
uninhabited islands (log-scale)

Fig. 5.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species of
migratory birds and the area(m2) of uninhabited
island (log-scale)

Fig. 6.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species of
migratory birds and the distance from mainland(m) of
uninhabited islands (log-scale)



IV.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생물지리학 관점에서 151
개의 서남해안 무인도서에서 관찰된 조류의 종 수
와 섬의 면적, 섬과 육지와의 거리에 따른 상관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이나 국내
다른 분류군별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고, 많은 무인
도서를 보유하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결
과 (e.g. Nagasawa 1987; Dennis and Shreeve,
1997; Ricklef and Lovette 1999)에서와 같이 도
서 지역의 면적과 생물 종 수는 긴 한 관계를 나타
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151개의 전체 무인도서에서 조사된 조류 종수와

섬의 면적의 관계식에서 회귀곡선의 기울기가
0.228 정도로 작은 것은 격리되어 있는 섬이기보다
는 대륙성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며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새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Boecklen
and Gotellia, 1984). 철새의 경우, 그 회귀곡선의
기울기가 0.360로 큰 값을 띄는 것을 보이는데 이
것은 종의 이입이 본토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양의 섬에서 이입되는
경우보다 기울기의 값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
론에 따라 종 급원이 주변 도서들이나 우리나라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큰 기울기 값은 동시에 육
지로부터 이입되는 새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는 Fig. 6에서 보여지는 철새의 거리와
종 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anski and Gyllenberg 1997).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 식
S=CAz에서 z 값이 0.23으로 나타난 점은 Ricklefs
and Lovette (1999)의연구 0.21과비슷한결과값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새 종수와 섬 면적은 높
은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섬
면적이 새의 종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은 섬의 면적
이 클수록 새들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정착
지를 찾는 종들이 보다 더 적합한 환경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큰 섬에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종의 경

우가 좁은 도서 지역에서 생활하는 종들보다 다양

한 환경 변화와 방해기작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크

다. 즉, 섬이 클수록 지형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

으로 이질성이 높아지고 이는 서식지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종수를 증가시키게

된다고추측할수있다.

이에 반해 종의 공급원인 육지와의 거리는 종수

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에서 나비 종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나비의 종수에

섬의 위도나 육지와의 거리는 거의 향을 주지 않

는것으로나타났다(최세웅, 2000).

철새는 육지와의 거리에 따른 종수의 변화가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육지와의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은 철새가 서식한다는 것이다. 인근

섬이나 육지와 격리되기보다는 인접해 있는 것이

종의 급원 정도에도 향을 미치며, 그 외 물리, 화

학적인 상호작용들이 조류의 종수에 향을 줄 것

이라고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무인도서에 거주하거나 이

주하는 조류의 종에 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무

인도서의 조류 종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았다. 앞으로 본 연구에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

로 추가하여, 육지와의 거리와 섬의 면적 이외에도

무인도서의 새의 종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도서 지리학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면으로

추측하고 이를 조사하여 도서 생물들을 보존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많

은 섬들이 생태계가 파손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크기가 작은 섬들이 특

히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섬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새 이

외에 기타 여러 생물을 통한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

적으로 이루어져 기본적인 생물상 조사부터 체계적

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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