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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Lutra lutra)은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된 포유동물로, 

계곡 등의 수변에 분포하는 바위나 식생이 무성한 지

역을 선호하며 어류,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을 먹이

로 하는 조심성이 매우 많은 야행성 동물로 알려져 

있다(한성용, 1997: 112). 

우리나라의 수달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는 과거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일부 지역에 한 해 수행된 바 

있으며( 과  1931: 372-391; 원병오 

1967: 294-375; 손장익 2000: 27; 신광하 외 2003: 

63-70), 최근에는 일정한 격자를 이용한 전국적인 

수달의 분포도가 작성되었다(조영석 외, 2006: 89-

94). 이 연구들은 대부분 1회 현장방문을 통한 배설

물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달의 분포 여

부만 알 수 있을 뿐 개체군의 크기, 서식지 이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는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에 의하면 남부지방의 하천에서는 섬진강과 

남강수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류 

및 저수지에도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 하천환경

의 급격한 변하가 초래되고 있어(환경부 2007: 388) 

하천을 주 서식지로 하고 있는 수달의 안전에 큰 위

협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달의 서식밀도가 

높은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에서 수달 배설물을 조

사하여 분포현황, 계절변동, 밀도 등을 밝히고 수달 

배설물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수

달의 분포연구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라남도 구례군 서시천을 대상으로 2005년 11

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달이 목격되거나 배설물

이 많이 관찰된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0.4km), 하천 환경, 조사 접근성, 인공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7개 구간으로 나누어 2006년 1월부터 12

월까지 6회에 걸쳐 현지답사를 통하여 배설지점수와 

배설물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일부 지역은 조사구간에서 제외하였으며, 조

사일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적어도 5일 이상인 날로 

정하였다(Channin 2003: 1-43). 

배설지점은 1m 범위 내에 배설물들이 모여 있는 

장소(Kruuk & Moorhouse 1990: 41-57)로 정의하였

고, 배설지점 내의 배설물은 신배설물과 구배설물로 

구분하여 개수를 기록하였다. 신배설물은 사향 냄새

가 나며 초록빛이 도는 검정색이고 점액이 묻어 있

는 것으로 정의하였고(Dott. Nadia Mucci, 2008: 66), 

【 그림 1 】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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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배설물은 구배설물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1>,<그림 2>. 배설물 조사는 조사 시 마다 개

수를 기록한 후 배설물을 모두 제거하여 다음 조사

에서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Daniel 

2008: 143-147).

자료정리 시에는 눈, 비, 장마, 태풍 등의 기상사

정으로 조사간격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절별 비교를 위해 구배설물수는 60일 분으로 환산

하였으며, 구간별 비교에서는 구간의 길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설지점수, 신구 배설물수 모

두 거리 500m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서시천의 전체 유역면적은 153.44km2이고 하천

길이는 23.45km이다(환경부, 2007: 388). 서시천의 

중간지점에는 콘크리트 댐(구만제 저수지)이 설치되

어 있고, 상류지역에는 온천관광지역으로 개발되어 

있어 온천 처리수가 유입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수달 배설물이 발견되는 하류의 섬진강 합류지점부

터 댐까지의 10.4km로 한정하였다.

구간1의 하천폭은 140m이고 수면적이 약 40%

이며 고수부지는 달뿌리풀 군락(초장 1.5m)이 우점

하고 있다. 구간거리는 0.94km로 인적이 드물며 하

류는 섬진강과 합류한다. 구간2의 하천폭은 128m이

고 수면적이 약 25%로 좁은 편이며 고수부지는 초

장 1.5m의 달뿌리풀 군락이 우점한다. 구간거리는 

0.33km, 하중도가 형성되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수

달에게는 은신처로 이용될 수 있다. 구간3의 하천 

폭은 157m이고 수면적이 약 30%이며 고수부지는 

돌피, 쇠돌피, 달뿌리풀, 망초 등이 분포한다. 우측

으로 구례읍 시가지가 있어 인간 활동이 많은 지역

이며 거리는 0.84km이다. 구간4는 하천폭 150m이고 

수면적이 약 45%로 넓고 수량이 풍부하다. 우안 고

수부지의 2/3가량이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제방의 

대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이다. 주차장 이

【 표 1 】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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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지역에 있는 고수부지에는 초장 1~2m의 달뿌

리풀이 덮고 있고 거리는 0.60km이다. 구간5의 하천

폭은 150m이고 수면적이 약 40%로 넓고 수량이 풍

부하다. 하중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저수로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초장 2m가량의 달뿌리풀군

락이 분포하며 구간거리는 0.61km이다. 구간6의 하

천폭은 120m이고 수면적이 약 40%로 넓고 고수부

지는 갈대, 달뿌리풀이 초장 2m가량 되어 수달이 먹

이 섭식 후 휴식처나 은신처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곳이며 거리는 약 0.56km이다. 구간7의 하천폭은 

110m이고 수면적이 약 35%이며 거리는 약 0.50km

이다. 우안은 바위가 많고 야산이 인접해 있어 사람

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여름철 홍수 시 수달의 대

피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곳이다<표 1>,<그림 3>.

조사지역의 전 구간에서 관찰된 수달의 배설지

점수, 구배설물수, 신배설물수를 조사 일자별로 <표 

2>에 나타내었다. 

전체 배설지점수는 222지점, 구배설물수는 662

개(60일 환산 718개), 신배설물수는 364개가 관찰되

었다. 월별로 보면, 배설지점수는 1월이 71지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월과 3월이 각각 48지점

과 35지점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8월, 12월, 9월이 

각각 25지점, 25지점, 18지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

다. 구배설물수는 1월이 365(446)개로 다른 달에 비

해 현저하게 많았고, 다음으로는 5월과 3월이 각각 

106(86)개, 90(93)개로 많았으며, 12월, 8월, 9월이 

각각 49(37)개, 31(28)개, 21(28)로 상대적으로 적었

다. 신배설물수는 1월이 139개로 다른 달에 비해 현

저하게 많았고, 다음으로는 5월과 3월이 각각 94개, 

61개로 많았으며, 12월, 9월, 8월이 각각 30개, 24

개, 16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상과 같이 배설지점수, 구배설물수, 신배설물

수 모두 1월, 3월, 5월이 8월, 9월, 12월보다 상대적

으로 월등하게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달의 배

설물이 주로 물위에 솟아 있는 바위, 교량의 교각 

밑, 저수부의 자갈 또는 모래톱 등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강수량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사 지역의 강수량을 보면(구례군, 

2007; 31) 5월부터 증가하여 7월을 정점으로 하여 8

월까지 집중되어 있다<그림 4>. 구배설물수와 강수

량의 변화를 EXCEL 2003에서 다항식으로 계산한 추

세를 보면 구배설물수는 기울기 R2=0.862로 겨울철

에 상향 곡선을 나타내며 강수량은 기울기 R2=0.366

으로 겨울철에 하향곡선을 나타내는 추세를 보여주

고 있어 여름철 강우로 인한 배설물의 소실 가능성

을 암시한다. 

한편, 1월, 3월, 5월은 주변의 수컷이 교미를 위

해 암컷의 서식 영역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면서 

배설물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5월에는 

새끼를 낳은 암컷의 영역에서 같은 장소에 가족의 

배설물이 쌓이면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설물 조사로 수달 개체군의 크기를 추

정하거나 지역간 비교를 위해서는 배설물의 소실 가

능성이 적고 개체수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겨울철 

조사가 더 적합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결과에서 2006년 1월에 조사된 2005

년 11월부터 누적된 배설물수 504개는 강원도 화천

군의 파로호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의 겨울동안 채집한 수달배설물 63개(남택우 2004: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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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보다 8배 많고, 강원도 동강일대에서 1999년 11월

부터 2000년 1월까지 조사된 배설물수 189개(손장익 

2000: 27)보다 약 2.6배 많은 기록이다. 또한 수달배

설물의 분포빈도 조사결과(조영석 외 2006: 89-94) 

강원도 49.56%, 전라남도 24.24%와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지역인 서시천의 배설물 밀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시천의 수달 개체수는 배설물을 포함한 족흔, 

잠자리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2~3개체 정도로 알려

진 바 있다(신광하 외 2003: 63-70). 그러나 본 연구

를 위한 예비조사 시(2005년 11월) 각 구간별 수달 개

체수 동시조사에서 구간5에서 2개체, 구간6에서 2개

체, 구간1에서 1개체가 목격되어 조사에서 누락된 지

역(하류구간)을 포함한다면 서시천의 개체군은 최소

한 5개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배설물의 밀도

가 높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조사지역에서 관찰된 배설지점수와 배설물수를 

거리당 밀도(개/500m)로 환산하여 구간별로 <표 3>

에 나타내었다.  

배설지점수는 평균 26.6지점이었으며 구간2(45지

【 표 3 】

【 그림 5 】  

【 그림 7 】  

【 그림 4 】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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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구간7(36지점)>구간5, 6(27지점)>구간1(21지점)>

구간4(12지점)의 순을 나타냈다. 구배설물수는 평균 

88.6개였으며 구간5(149개)>구간7(136개)>구간2(113

개)>구간4(79개)>구간3(60개)>구간1(45개)>구간6(38

개)의 순을 보였다. 신배설물수는 평균 44.4개였으며 

구간2(70개)>구간5(69개)>구간7(56개)>구간6(36개)>

구간4(35개)>구간3(30개)>구간1(15개)의 순이었다. 

배설지점수, 구배설물수, 신배설물수 모두 구간 

2, 5, 7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간2는 두 개의 교량이 

지나가는 구간이며, 구간5는 수중보가 존재하고 그 

주위로 넓은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다. 구간7은 구

만제 저수지 바로 밑의 구간으로 댐에서 흘러내리

는 물로 인해 작은 소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자

갈 무더기와 바위돌이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는 수달이 배설장소로 교각 밑, 수중보, 바위, 

자갈, 모래톱 등을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신광하 외 2003: 수달 배설지점수와 배

설물수에 대하여 월별로 각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림 5 7>에 제시하였다). 

1월에는 구간1, 3, 5, 7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하

게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3월은 구간1에서 가장 높

은 비율로 나타났고 구간3, 5, 6, 7에서 비슷했으며, 

5월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편이었다. 8월은 구간1, 2, 

3, 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9월은 구

간5, 6, 7에서 높았고, 12월은 구간1, 6, 7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그림 5>. 구배설물수

의 구간별 비율의 월 변동은 1월에 구간5, 7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월에는 구간1, 2, 5에

서, 5월에는 구간5에서, 8월에는 구간1, 2, 3, 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9월은 구간6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12월에는 구

간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그림 6>. 신배설

물수의 구간별 비율의 월 변동은 1월에 구간5, 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월이 구간1, 2, 4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으로 나타났다. 5월은 구

간5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8월

은 구간2, 3, 6, 7에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9월

은 구간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12월은 구

간2, 4, 7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그림 7>. 

이러한 결과는 수달이 연중 특별히 선호하는 구간

이 없으며 서시천의 전 구간을 고루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달의 서식지와 서식현황

에 대한 조사연구의 대부분은 흔적(주로 배설물)조

사법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Prenda & Granado-

Lorencio 1996: 13). 그러나 배설물의 존재가 수달 

서식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Kruuk & 

Conroy 1987: 179-183). 수달은 개체군의 밀도, 잠재

먹이양, 새끼의 유무, 기후(결빙) 등에 따라 행동권이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 서식지도 달리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Erlinge 1967: 186-209).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배설물은 주로 행동권의 중심부와 취식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배설물의 풍부도는 수달 개체수

의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Melquist & Hornocker 1983: 

1-60; Conroy & French 1987: 247-262). 따라서 배설

물 조사는 수달의 서식지 이용에 관한 개략적인 지수

로 활용될 수 있고(Prenda & Granado-Lorencio 1996: 

13), 개체군 크기의 상대적 비교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2004년도 차세대핵

심환경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052-061-035)의 연

구개발결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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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06,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density of otter(Lutra lutra ) 

feces were studied at Seosi stream, a tributary of Seomjin river, in Gurye-gun, Jeollanam-do. During the 

study period, the number of excretion site, old feces, and new feces were observed six times in seven habitat 

sections of the stream. As the result, 222 excretion sites, 662 old feces (converts to 718 per 60 days), and 

364 new feces were observed. All of these were observed the most in January. Mean density per 500m 

was 26.9 for excretion sites, 88.6 for old feces, and 44.4 for new feces. Monthly changes in the number of 

excretion site and feces per section showed that otters have no specific preference to a habitat section of 

Seosi stream over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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