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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습지에 도래하는 수조류의 서식지 이용과 개체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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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s natural wetlands are decreased by 

increment of human demand, the importance of rice fields 

as an alternative habitat for waterbirds is well documented.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waterbirds use and 

management practice of rice fields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emporal abundance of waterbirds and their 

preference for habitat types in rice fields all year round.

METHODS AND RESULTS: Waterbirds census were 

conducted in rice fields around Asan bay in Korea during 

April 2009-March 2010 and April 2011-March 2012. In the 

bird counts, the locations of the observed birds on a 1/2,500 

map were recorded along with the local habitat type (paddy, 

ditch, levee, road). Thirty five species of waterbirds 

recorded in the rice fields during the survey period and three 

major groups (shorebirds, herons, and waterfowls) were 

characterized according to season and micro-habitat use. 

Shorebirds visited a flooded paddy for feeding during their 

spring migration season (April-May), and herons used the 

rice field as feeding sites during their breeding periods 

(April-October). Most waterfowls were observed in a dry 

paddy to feed a fallen rice seed and stubs during the winter 

season (September-March). Waterbird groups selectively 

used micro-habitats in rice field. Shorebirds and waterfowls 

mainly preferred at rice paddies, while herons were 

attracted to most habitat types. 

CONCLUSION(S): Rice fields supported various 

waterbirds all year round and waterbird communities using 

the rice fields were dramatically changed according to 

seasonal change of rice field condition. 

Key Words: Habitat preference, Micro-habitat, Rice field, 
Waterbirds

서  론

자연습지는 다양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번식장소 및 피난처로 이용된다(Mitsch and Gosselink, 

2000; Hattori and Mae, 2001). 그러나 인간 활동의 확장에 

의해 자연습지의 면적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Tiner, 1984; Finlayson et al., 1992; Maitland and 

Morgan, 1997; Fujioka and Yoshida, 2001). 이로 인해 자

연습지를 이용하던 많은 야생동물들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습

지와 이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는 시급한 문제로 대

두되었다. 최근 농업생태계와 관련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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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각되고 있으며(Benton et al., 2003; Bengtsson et al., 

2005; Butler et al., 2009; Gabriel et al., 2010; Winqvist et 

al., 2011), 그 중 자연습지의 대체서식지로 논습지(rice fields)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Elphick and Oring, 1998; 

Elphick, 2000; Tourenq et al., 2001; Ma et al., 2004). 

논습지는 계절에 따라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Fasola and Ruíz, 1996), 수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Ma et al., 2004; 

Gregorio et al, 2011). 수생태계를 형성하는 벼 생육기간의 

논습지는 다양한 동물성 먹이가 풍부하여 백로류(herons) 및 

도요물떼새류(shorebirds)에게 먹이를 제공하며(Fasola, 1986; 

Richardson et al., 2001), 육상생태계가 조성되는 비생육기

에는 두루미류(cranes)와 오리기러기류(waterfowls)가 잔존

하는 볍씨나 그루터기 등을 먹이자원으로 이용 한다(Elphick 

and Oring, 2002). 이 외에도 논습지는 다양한 형태의 먹이

자원을 수조류에게 제공한다(Stafford et al., 2010).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자연습지의 대체 기능을 하는 논습지는 수조

류 서식지로서 가치가 더욱 높다(Fasola and Ruíz, 1996; 

Elphick, 2000; Maeda, 2001; Czech and Parsons, 2002; 

Sánchez-Guzmán et al., 2007; Toral and Figuerola, 

2010). 

논습지에서 생육하는 벼(Oryza sativa)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농작물로서, 재배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약 

9.8%를 차지한다(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통계연보, 2011). 

벼 재배는 대부분이 무논(flooded field)의 형태에서 이루어

지며, 안정적인 수심의 유지는 수조류에게 자연습지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전방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국내의 논습지는 수조류 보전에 있어 잠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논습지는 1970년대 농

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본답과 

그와 연계된 수로와 논둑, 농로를 정비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 

논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본답과 논둑의 크기는 획일

화 되었고 수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축조되어 물의 유입과 

배출이 신속히 일어나며, 농로 역시 농기계의 접근성과 이동

성을 높이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한국 농업 농촌 

100년, 2003). 이로 인하여, 본답과 수로에서 물의 유입과 배

출이 신속하게 일어나 대부분의 본답은 겨울철에 건답화(dry 

field)되었고, 본답 주변의 농로나 수로의 식생 구조는 단조로

워지거나 분포가 제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논습지의 구조의 

변화는 수조류의 분포와 취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Narusue 

and Uchida, 1993; Sato and Maruyama, 1996; Lane 

and Fujioka, 1998). 이는 수조류의 먹이원으로 이용 가능한 

저서생물군집의 변화나 취식을 위한 접근성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다(Sato and Maruyama, 1996; Lane and Fujioka, 

1998). 따라서 논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 논

습지의 물리적 구조 변화가 수조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한국에서 열린 람사총회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

습지의 중요성과 보전이 강조되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논

습지를 이용하는 수조류 연구는 특정 분류군의 행동과 생태연

구에 중심을 두고 수행되어왔을 뿐(Cho and Kim, 2001; 

Choi et al., 2007; Yoo et al, 2007, 2008). 논습지를 이용하

는 수조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논습지를 이용하는 수조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소서

식지(micro-habitat) 타입에 따른 선호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

본 연구는 한국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충청남도 아산시 둔

포면, 영인면, 인주면 지역의 경작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Fig. 1). 이곳은 겨울철 및 봄, 가을의 통과시기에 다양한 수

조류가 이용하는 철새도래지인 아산만, 아산호, 삽교호에 인

접해 있으며(Kwon and Yoo, 2005; Park et al., 2007), 대

부분이 벼를 재배하는 곳이다. 조사지역의 총 면적이 855.2ha

이며, 논생태계 이외에 다른 경관적 요인(산림, 큰 도로, 마을 

등)이 인접한 곳은 조사지역에서 배제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grey) 
around Asan bay in Korea.

조사지역의 본답의 평균 길이는 약 100m이고 폭이 약 

45m이었다. 본답은 논둑에 의해 분리된 형태이며 인접한 곳

에 수로와 농로가 위치해있는 구조로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나타난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Fig. 2). 조사지역은 본답

(92%), 농로(4%), 수로(2%), 논둑(2%)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기간 동안 용도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벼 생육기간 동

안 일부 논둑과 농로 가장자리에는 콩이나 깨가 재배 되었고, 

강아지풀, 토끼풀, 물피 등이 자라고 있었으며, 일부 논둑에서

는 제초작업이 이루어져 있었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typical 
land use for rice field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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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조사와 서식지 이용 조사

조류 조사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 2011년 4월부

터 2012년 3월까지 수행하였다. 조사 횟수는 매월 2회 수행

하였으며, 조사지 내의 농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조사지역 내

에 관찰되는 모든 조류의 종과 개체수를 기록하였다. 관찰된 

조류는 서식지 타입에 따라 1/2,500 지도에 표기하였으며, 

서식지 타입은 본답(rice paddy), 농로(road), 수로(ditch), 

논둑(levee)으로 범주화하였다(Fig. 2). 비행이나 전깃줄과 같

은 인공구조물에서 확인된 조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논

습지에서 확인된 조류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조사 지역의 수조류의 도래 패턴은 매년 유사하였으므로, 

두 해간 조사 시기별 개체수를 비교하여 최대개체수를 기준

으로 연중 개체군 변동을 확인하였다. 수조류 분류군(도요물

떼새류, 백로류, 오리기러기류)별 미소서식지 선호성에 관한 

분석은 평균 개체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 수조류의 

종 별 미소서식지 이용차이는 개체군 출현 빈도(평균 ± 표준

오차)를 arcsin으로 변환하여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

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Tukey’s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test로 그룹 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조류 군집의 계절적 도래 특성

조사기간 동안 최대개체수 기준으로 총 35종 25,547개체

의 수조류가 관찰되었으며, 이 중 도요물떼새류가 15종, 백로

류가 9종, 오리기러기류가 9종 등이 관찰되었다(Appendix 

1). 논을 이용하는 수조류는 봄철(4월-5월)에 가장 다양한 종

류가 관찰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며 겨울철(12월-3월)에

는 일부 종만이 논을 이용하였다(Fig. 3). 그러나 논을 이용하

는 수조류 개체수는 겨울철에 가장 많았으며, 5월초에는 일시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시기에 논을 이용하는 수조류 개

체수는 적었다(Fig. 3). 

Fig. 3. Seasonal changes of number of species (solid line) 
and abundance (white bars) of waterbirds using rice fields
around Asan bay in Korea. 

Fig. 4. Seasonal change of abundance for three 
waterbird groups using rice fields around Asan bay in 
Korea.

논습지는 시기에 따라 담수논(flooded fields)과 건답논

(dry fields)이 주기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수조류 

분포에 영향을 주며(Maeda, 2001), 수조류 분류군에 따라 

논 이용시기와 선호하는 미소서식지에는 차이가 있다(Lourenҫ

o and Piersma, 2008; Toral et al., 2011). 본 연구결과 논

을 이용하는 수조류는 분류군에 따라 다른 계절적인 도래패

턴을 보였다(Fig. 4). 즉 벼 생육기간의 논습지는 도요물떼새

류와 백로류가 주로 이용하였고, 휴경기인 겨울에는 오리기러

기류가 취식지로 이용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본답이 건답화되

고, 극히 일부 본답에 담수 논이 조성되는 4월 중하순 경에는 

일부 도요물떼새류와 백로류가 밀집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이는 담수 논이 동물성먹이를 먹는 도요물떼새류와 백

로류에게 중요한 취식지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볍씨를 

주로 먹는 오리기러류의 경우 수확 후 짚단이 남아있는 본답

에서 많은 개체수가 도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답에 물을 대기 시작하는 4월말은 백로류와 도요물떼새

류가 논습지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기간으로 종수와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Figs. 3 and 4). 이 시기에는 다양한 종

류의 도요물떼새류가 논습지를 이용하였으며, 5월초에 최대

개체수가 관찰되었다(Figs. 4 and 5). 대부분의 도요물떼새

류는 한국을 봄철(4월-5월)과 가을철(8월-10월)에 통과하는 

통과철새(passage migrants)로 대부분 서해안의 갯벌 의존

성이 매우 높은 종이지만, 흑꼬리도요(Limosa limosa), 청다

리도요(Tringa nebularia), 알락도요(Tringa glareola), 메

추라기도요(Calidris acuminata) 등은 내륙의 담수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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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도 선호하는 종으로 봄철 담수화된 논을 취식지로 자

주 이용한다(Wlodarczyk et al., 2007; Lourenço et al., 

2010; Newman and Lindsey, 2011). 그러나 가을철 이동

시기(8월-10월)는 벼가 밀생하고 수확을 위해 건논을 유지함

에 따라 도요물떼새류의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편 깝작도요(Actitis hypoleucos)와 꺅도요

(Gallinago gallinago) 등 일부 종은 8월-10월에도 많은 개

체수가 관찰되었다(Fig. 5). 이 경우 꺅도요는 건논 보다는 물

이 고인 본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깝작도요는 수로

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다(Table 1). 따라서 도요물떼새류가 

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논의 담수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

단된다. 도요물떼새류가 논습지를 서식지로 이용하는 기간은 

다른 수조류에 비해 짧지만, 번식지로 향하는 봄철 이동시기

에 담수 논은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중간기착

지의 기능을 지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Lourenҫo 

and Piersma, 2008). 

백로류가 논을 주로 이용하는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였

으며, 논에 물을 대는 4월말에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6월초

에 최대개체수가 관찰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Fig. 4). 

백로류는 여름철새(summer visitors)로 한국 전역에서 번식

하며 종에 따라 하천, 저수지, 간석지, 논 등 다양한 형태의 

습지를 취식지로 이용한다(Choi et al., 2007; Park et al., 

2009). 특히 백로류의 번식시기인 4월-8월은 먹이요구량이 

최대에 달하며, 이 시기 논의 담수화는 백로류의 먹이인 다양

한 수서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에 따라 백로류의 이용이 높

다(Sato and Maruyama, 1996; Lane and Fujioka, 1998; 

Richardson et al., 2001; Pierluissi, 2010). 따라서 4월에서 

10월까지 논습지는 육추기 동안 새끼에게 먹이 급여의 장소

로 이용되고 성장한 어린개체에게는 월동지로의 이동에 필요

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취식지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백로류에 있어 논이 중요한 취식지를 제공하지만, 특히 중백

로(Egretta intermedia)와 황로(Bubulcus ibis)는 다른 백

로류에 비해 논습지를 이용하는 개체수가 현저히 많았다(Fig. 

5). 이는 종별 서식지 선호도 차이와 논습지에서 이용할 수 

Fig. 5. Seasonal abundance change of major waterbird 
species in the rice field around Asan bay in Korea. 

Group Species Paddy Ditch Levee Road

Shorebirds

Black-tailed Godwit 99.7 ± 0.3a 0.0 ± 0b 0.3 ± 0.3b 0.0 ± 0b

Greenshank 93.8 ± 2.5a 0.0 ± 0b 4.2 ± 2.5b 0.0 ± 0b

Wood Sandpiper 96.3 ± 1.1a 0.7 ± 0.5b 3.0 ± 1.0b 0.0 ± 0c

Common Sandpiper 13.6 ± 7.5b 54.5 ± 10.9a 9.1 ± 6.3b 22.7 ± 9.1ab

Common Snipe 100.0 ± 0.0a 0.0 ± 0b 0.0 ± 0b 0.0 ± 0b

Sharp-tailed Sandpiper 87.1 ± 6.1a 0.0 ± 0b 12.9 ± 6.1b 0.0 ± 0b

Herons

Grey Heron 49.6 ± 4.4a 18.8 ± 3.5b 30.1 ± 4.1b 1.6 ± 1.1c

Great Egret 72.3 ± 2.3a 17.2 ± 1.9b 9.0 ± 1.4c 1.5 ± 0.6d

Intermediate Egret 63.8 ± 1.3a 8.0 ± 0.8c 21.5 ± 1.1b 6.6 ± 0.7c

Little Egret 45.8 ± 2.2a 25.0 ± 1.9b 21.4 ± 1.8b 7.8 ± 1.2c

Cattle Egret 48.7 ± 1.6a 9.3 ± 0.9d 23.9 ± 1.3b 18.2 ± 1.2c

Black-crowned Night Heron 41.5 ± 7.2a 17.0 ± 5.5b 41.5 ± 7.2a 0.0 ± 0b

Waterfowls

Bean Goose 96.3 ± 3.7a 0.0 ± 0b 0.0 ± 0b 3.7 ± 3.7b

White-fronted Goose 98.5 ± 1.5a 0.0 ± 0b 0.0 ± 0b 1.5 ± 1.5b

Mallard 93.3 ± 6.7a 6.7 ± 6.7b 0.0 ± 0b 0.0 ± 0b

Spot-billed Duck 63.0 ± 3.2a 3.1 ± 1.2c 32.0 ± 3.1b 1.8 ± 0.9c

Table 1. The frequency (%, mean ± SE) of species using four micro-habitat types in the rice field around Asan bay in
Korea. For each species, habitat types with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ukey HSD tests 
(P>0.05). Mean values for each habitat were calculated based on 48 surveys during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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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먹이원의 선호도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Choi et 

al., 2007). 한편 중백로, 쇠백로(Egretta garzetta), 황로, 해

오라기(Nycticorax nycticorax)는 10월 이후 논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월동지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며, 중대백로

(Ardea alba)와 왜가리(Ardea cinerea)는 일부 월동개체가 

겨울철에 월동하며 논을 휴식지로 이용하였다. 

오리기러기류는 큰 무리를 지어 11월부터 3월초까지 논을 

취식지로 이용하였다(Fig. 4). 오리기러기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winter visitors)로 번식을 마친 개체들이 10월에 도래

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3월까지 한국 전역의 습지에서 월동한

다(Park et al., 2007). 이 중 기러기류와 수면성오리류

(dabbling ducks)는 월동기간동안 추수 후 논에 잔존하는 

낙곡을 주먹이로 이용하는 종들로 주로 대규모 농경지가 조

성된 지역에 도래한다(Kwon and Yoo, 2005; Yoo et al., 

2008). 큰기러기(Anser fabalis)와 쇠기러기(Anser albifrons)

는 본 조사지역의 논을 월동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황오리(Tadorna ferruginea),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는 월동기간동안 불규칙적으로 관찰되었다(Fig. 5). 이는 기러

기류와 오리류의 먹이활동시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기러기

류가 낮 동안 농경지에서 취식활동을 하는 반면, 오리류는 낮 

동안은 호수 등에서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농경지로 이동하

여 취식하는 습성 때문이다(Baldassarre and Bolen, 1994). 

따라서 야간의 먹이활동을 고려하면 오리기러기류가 월동기

간동안 논을 취식지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Stafford et al., 2010). 

수조류 군집의 서식지 이용 특성

백로류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주로 본답에서 취식활동을 

하였으나, 7월 이후에는 수로, 논둑, 농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Fig. 6 and Table 1). 이는 벼의 성장으로 인해 본

답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기 때문이다(Fujioka et al., 2001). 미소서

식지 중 본답 다음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은 왜가리, 중백

로, 황로, 해오라기의 경우 논둑이었고, 중대백로와 쇠백로는 

수로였다(Table 1). 벼의 성장으로 인해 밀도가 증가하는 시

기에도 중백로와 황로는 다른 백로류에 비해 논습지에 대한 

선호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논답과 논둑을 주

로 이용하였다(Fig. 6 and Table 1). 중대백로와 쇠백로는 

수로 내에서 주로 취식 활동을 하였으며, 중대백로의 경우 주

로 폭이 넓은 수로에서 관찰되었다. 쇠백로와 중대백로가 이

용하는 수로는 대부분이 흙으로 둑을 쌓은 구조이거나 진흙

이 하부에 쌓인 콘크리트 수로였고 수심은 얕은 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다. 논둑, 수로, 농로의 면적이 본답에 비해 뚜렷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논둑, 수

로, 농로는 Maeda(2001)가 지적하였듯이 백로류에게 상당히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였다. 

도요물떼새류와 오리기러기류는 거의 대부분 본답만을 이

용하였다(Fig. 6 and Table 1). 오리기러기류는 수확이 끝난 

후 도래하기 시작하고 본답에 잔존하는 낙곡이나 그루터기를 

먹이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Shimada, 2003). 한

편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논둑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빈도가 

다른 오리기러류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Table 1), 이는 텃새 

개체군이 번식기(벼 생육기간)동안 논둑을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도요물떼새류는 본답에 물을 댈 때 도래하기 시작

하는데, 이는 물이 채워진 논은 갯벌과 비슷한 형태를 띄어 

도요물떼새류가 선호하는 서식지로 조성되기 때문이며(Toral 

et al., 2011), 주로 물댄 논의 바닥층과 수중에 서식하는 저

서무척추동물을 먹이 자원으로 이용한다(Taft and Haig, 2005). 

Fig. 6. Monthly change in micro-habitat selection of 
three waterbird groups in rice fields around Asan bay 
in Korea (a: shorebirds, b: herons; c: waterfowls).

논은 본답, 수로, 논둑, 농로 등 각기 독특한 형태의 미소

서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조류의 이

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Narusue and Uchida, 1993; 

Lane and Fujioka, 1998; Maeda, 2001). 본답은 논을 구성

하는 미소서식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관리

방식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여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

가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수로는 본답에 

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수생태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며, 

논둑은 본답 사이의 경계를 지어주고, 본답에 벼의 밀도가 높

아져 수조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일정 공간을 안

정적으로 제공해준다(Sato and Maruyama, 1996). 농로는 

논둑과 수로의 서식지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 공간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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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답의 변화에 따라 수로, 논둑, 농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수조류에게 취식 공간을 제공한다. 논생태계에서 각

각의 미소서식지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미소서식지의 환경변화는 주변의 다른 미소서식지에 서식하

는 생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Osawa 등(2005)

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축조된 수로 주변의 논둑은 다른 논둑

보다 양서류의 밀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콘크리트 수로는 본답에 영향을 끼쳐 물의 유입과 배출이 빠

르게 일어나 과거에 비해 논의 담수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논 

서식지에 서식하는 생물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Sato and 

Maruyama, 1996; Azuma and Takeuchi, 1999). 

논습지는 사라져 가는 자연습지를 대신하여 다양한 수조

류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논습지의 생태적인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논습지의 미소서식지는 

지역 농업인의 관리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본

답은 경작방법에 따라 연중 변화가 크고, 수로는 깊이가 다양

하다. 논둑과 농로 역시 길이와 폭이 다양하여 식생의 구성과 

분포가 다르다. 따라서 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소서

식지 차이와 상호 연관성에 따른 수조류 분포 패턴 특성과 같

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논습지는 자연습지에 비

해 단기간에 쉽게 변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수조류에게 적합

한 논습지의 구조를 파악하여 수조류에게 이익이 되는 명확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약

본 연구는 논습지를 이용하는 수조류의 서식지 이용과 개

체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09/2010년과 

2011/2012년에 걸쳐 아산만 일대의 논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씩 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35종의 수조류가 관찰되었다. 수조

류의 논이용은 분류군에 따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분

류군에 상관없이 대부분 논을 취식지로 이용하였다. 도요물떼

새류는 봄철이동시기(4월-5월)에 담수화된 본답을 주로 이용

하였다. 백로류는 논을 4월에서 10월까지 이용하였으며, 논의 

상태변화에 따라 본답, 논둑, 수로 등을 고루 이용하였다. 논

은 백로류의 번식에 필요한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는 서식지

이다. 오리기러기류는 월동기간(11월-3월)동안 추수 후 떨어

진 낙곡을 취식하기 위해 논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주기

적으로 뚜렷한 환경변화를 갖는 논 생태계는 시기에 따라 다

양한 수조류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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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Habitat type Activity

Paddy Ditch Levee Road Feed Rest Breed

1 큰기러기 Anser fabalis ○ ○ ○ ○

2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 ○ ○ ○

3 황오리 Tadorna ferruginea ○ ○

4 원앙 Aix galericulata ○ ○ ○ ○

5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 ○ ○

6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 ○ ○ ○ ○ ○ ○

7 고방오리 Anas acuta ○ ○

8 가창오리 Anas formosa ○ ○ ○

9 쇠오리 Anas crecca ○ ○

10 큰덤불해오라기 Ixobrychus eurhythmus ○ ○

11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 ○ ○ ○ ○ ○

12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a ○ ○ ○ ○ ○

13 흰날개해오라기 Ardeola bacchus ○ ○ ○

14 황로 Bubulcus ibis ○ ○ ○ ○ ○ ○ ○

15 왜가리 Ardea cinerea ○ ○ ○ ○ ○ ○ ○

16 중대백로 Ardea alba modesta ○ ○ ○ ○ ○ ○ ○

17 중백로 Egretta intermedia ○ ○ ○ ○ ○ ○ ○

18 쇠백로 Egretta garzetta ○ ○ ○ ○ ○ ○ ○

19 뜸부기 Gallicrex cinerea ○ ○ ○ ○ ○

20 쇠물닭 Gallinula chloropus ○ ○ ○

21 장다리물떼새 Himantopus himantopus ○ ○

22 댕기물떼새 Vanellus vanellus ○ ○

23 검은가슴물떼새 Pluvialis fulva ○ ○

24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 ○ ○

25 꺅도요 Gallinago gallinago ○ ○ ○

26 흑꼬리도요 Limosa limosa ○ ○ ○ ○

27 쇠부리도요 Numenius minutus ○ ○

28 중부리도요 Numenius phaeopus ○ ○ ○ ○

29 청다리도요 Tringa nebularia ○ ○ ○

30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 ○ ○ ○

31 알락도요 Tringa glareola ○ ○ ○ ○ ○

32 깝작도요 Actitis hypoleucos ○ ○ ○ ○ ○ ○

33 좀도요 Calidris ruficollis ○ ○

34 종달도요 Chlidris subminuta ○ ○

35 메추라기도요 Calidris acuminata ○ ○ ○ ○

Appendix 1. List of waterbird species observed in the rice fields around Asan bay in Korea during 2009-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