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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인간에 의한 교란에 취약한 조류이다. 본 연구는 두루

미류의 월동지인 철원의 민간인통제지역 중 일부 해제지역의 서식밀도 변화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사 및 비닐하우스 건설 등 교란에 의해 두루미류 핵심서식지역 범위에 대한 영향

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인통제지역 내에서의 공사 및 개간은 두루미류의 핵심서식지를 위축시키고,

원거리의 핵심서식지 면적을 증대시키는 영향이 있었다. 민간인통제지역의 개방은 2011년 3월에 이루어

졌는데, 그 이전 이후의 3년간을 비교할 때 비닐하우스의 건립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비닐하우스의 건설이 집중적으로 증가하였고 개별 비닐하우스의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이

에따라 두루미의 취식영역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 두루미의 취식밀도는 감소하지 않았고, 재두루미의 취식밀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근

의 잠자리지역에 먹이를 공급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민간인통제지역이 추가적으로 해제될 경우

두루미류의 서식밀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요어 : 두루미류, 공사의 영향, 취식밀도, 서식지 교란, 비닐하우스 건설의 영향

Abstract : The endangered species, The Red-crowned Crane and the White-naped Crane are
vulnerable species to the disturbance for human beings. We examined the importance of CCZ for
the cranes by comparing the crane’s density in some CCZ-released areas, which are cranes’ wintering
site in Cheorwon. We also assessed influence of disturbance such as construction and greenhouses
on core habitats of cranes. Our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the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in the
CCZ shrunk core habitat area while increasing core area of far from the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area. The CCZ has been set since March, 2011 and the number of greenhouse has rapid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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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체제의 분리를

위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자

연자원의 울타리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완충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지역

(CCZ: Civilian Control Zone)은 출입이 매우 제한

적인 비무장지대와 달리 농경지로 개발되어 수생먹

이, 낙곡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서식

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유승화 등,

2008; Choi et al., 2008; Amano, 2009). 민간인통

제지역은 겨울철 농경지에 남겨진 낙곡, 물을 공급하

는 저수지, 얼지 않는 하천을 포함하고 있어 두루미

류에게 중요한 서식지역이다(배성환, 1994; 2000;

철원군, 2002). 특히 넓은 취식지, 도피처 및 휴식처

와 잠자리(roosting site)를 필요로 하는 두루미류에

있어서 철원 민간인통제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두루미

서식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배성환, 1994; 2000;

유승화 등, 2008; Won, 1980, Pae et al., 1996).

두루미(Grus japonensis)는 적색자료집(Red

Data)에 멸종위기 야생생물(Endangered C1)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두루미(Grus vipio)는 취약종

(Vulnerable)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으로 보호대상인

조류이다(BirdLife International 2013). 우리나라

에서도 두루미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및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202호)로 지정되어 있

으며, 재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II급 및 문화재

청 지정 천연기념물(20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

다(천연기념물센터: CNM, 2014). 두루미류의 먹이

터로 사용되는 농경지는 논이 대부분이다(배성환,

1994; 2000; 철원군, 2002; 유승화, 2004; 유승화

등, 2012; Lee et al., 2001). 벼를 추수한 이후 남겨

진 낙곡은 두루미류의 주요 먹이자원이며, 봄철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는 한겨울 두루미류의 잠자

리로 사용되는 장소이다(배성환, 1994; 2000).

두루미류는 인간의 활동에 민감하여 회피하는 특

성을 보인다(배성환, 1994; 2000; 유승화 등, 2007;

2009; Wang et al., 2011). 그럼에도 인간의 활동이

존재하는 민간인통제지역에서 서식하는 이유는 먹이

자원과 잠자리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유승화 등, 2008; 2012). 두루미류가 인간의 활동

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역에서 서식하는 이유는 기러

기류와 함께 겨울철 먹이를 위해 농경지에 적응하였

기  때 문 이 다 (Abraham et al., 2005; Amano,

2009). 하지만 영농활동 및 개발 등 교란요인이 지속

적으로 증가한다면 월동개체군은 감소 할 것이다

(Chamberlain et al., 2000; Donald et al., 2001;

유승화 등, 2014a). 대표적으로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고 저수지를 잠자리로 이용하는 오리류의 경우 영

농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개체군이 감소한 사례가 있

다(최유성 등, 2012). 한국 두루미류의 경우 민간인

통제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파주 및 북한의 안변지역

에 서식하던 개체군이 방해요인 증가 및 개발에 의한

취식지 감소로 인해 철원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게 되었다(유승화, 2004). 따라서 향후 통일이 되어

철원지역이 공단 등으로 개발된다면 철원 두루미류

월동지역은 서식처로 유지되기 힘들어질 것이다(유

승화 등, 2014b). 따라서 민간인통제지역의 해제 및

개발의 영향에 의한 두루미류의 핵심지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유승화 등, 2013).

유승화 등(2013)의 연구에서 두루미류의 핵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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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12. As the number and size of greenhouse in the area where designation of CCZ was
cancelled increased, foraging area of cranes diminished. Although the area where designation of
CCZ was cancelled seemed to have more human disturbance than CCZ, the foraging density of
cranes did not decline and even that of white-naped cranes increased. This could be the influence
of artificial food supply at their roosting site. In conclusion, if the area of CCZ decline continuously
in the future, density of cranes would decrease.
Keywords : Crane Species, Construction Impact, Feeding flock density, Habitat disturbance,

Greenhouse construction effect



추정방법 및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을 단기간 연구한

사례가 있지만 두루미류의 분포경향이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자료의 중첩 및 분

석이 필요하였다(Arauju and New, 2006).

본 연구는 서식지의 교란요인이 두루미류의 핵심

서식지 분포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란

요인은 민간인통제지역의 해제, 비닐하우스의 설치

와 농경지의 개간 및 공사지역으로 나누어 영향을 평

가하였다. 또한 두루미류의 서식에 중요한 요인인 민

간인통제지역이 해제되기 전과 후의 분포를 비교함

으로써 검증하였으며,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두루미류의 분포와 밀도가 변화하였는지 확인

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교란요인의 영향과 민간인

통제지역 해제에 의한 영향은 향후 통일이나 기타 개

발에 의해 두루미류의 서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지역은 한국에서 두루미류의 최대월동지로 알

려진 강원도 철원군의 민간인통제지역이다(Pae,

1994; 2000; Yoo et al., 2008; 2012). 철원은 넓은

농경지와 민간인통제지역, 저수지, 비무장지대의 습

지로 이루어진 잠자리 등이 존재하여 두루미류의 서

식지로 이용되고 있다(배성환, 1994; 2000; 철원군,

2002, Figure 1). 두루미류는 비무장지대의 얼지 않

는 얕은 하천(Pae, 1994), 또는 저수지의 얼음위에서

도 집단을 이루어 잠을 잔다(철원군, 2002). 민간인

통제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을 신축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비닐하우스, 농기계창고 등

영농관련 시설물의 신축이 가능하여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유승화 등, 2013). 철원의

일부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개발로부터 보

호되지만, 2012년도에는 이 중 일부가 해제되어 잠

자리로 이용되는 지역이 대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

었으며,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서만 천연기념물로 유

지되고 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1) 공사교란에 의한 핵심서식지 영향

(1) 두루미류 분포조사

두루미류의 분포조사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조사는 4개조(2인 1조)으로

나뉘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조별로 정해진 구역과

순서로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중첩되지 않도록 하

였으며, 모든 조에서 낮시간 동안 동시에 조사를 시

작하고 마치도록 하였다. 분포도는 두루미류의 취식

무리를 대상으로 Google Earth의 위성영상을 이용

해 조사자의 현 위치와 현장의 지형 및 논의 배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0m 이상 떨어진 거리의 무리

는 다른 무리로 구분 하였으며(유승화 등, 2009), 서

로 인접한 지역의 조사자들은 동시간대에 조사하여

서로의 구역에서 개체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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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p of the study area. The map contains the newly released area from CCZ and construction area from 2009 to 2014.



조사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년 1월의

분포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교란에 의한 핵심서식지의 영향

두루미류 분포밀도 변화를 커널밀도측정법(KDE,

kernel density estimation; Worton, 1989)을 사용

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커널밀도측정법은 핵심지역

추정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Sekercioglu et al.,

2007; Kauhala and Auttila, 2010; Sawyer, 2012;

최태영 등, 2012; 유승화 등, 2013), 야생동물 분포

의 핵심지역은 KDE 값 상위 50% 이상인 지역이 주

로 제안되었다(최태영 등, 2012; 유승화 등, 2013;

Kauhala and Auttila, 2010). 데이터의 비교는 2009년

에서 2011년,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각 1월의 분

포도 중첩자료를 사용하였다. 일정한 간격의 참조지

점(250m 격자의 중심점)을 통해 ArcGIS10.2를 이용

하여 평균 KDE값을 추출하였으며, 서식지역의 증감

및 밀도 값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또한 전체 지역의

2012년 이전과 이후의 서식지 교란요인 중·장기적으

로 영향을 주었던 건설공사 및 개간공사 지역을 표기

하였다. 핵심지역의 변화 및 공사지역에 의한 교란의

영향은 공사가 있었거나 인접지역(1㎞ 이내)에서 공

사가 이루어진 경우 교란을 받은 지역으로 분류하여

핵심지역(KDE 75%, 9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교하였다.

2) 민간인통제지역 해제에 의한 핵심서식지 영향

과거 철원지역의 비닐하우스는 민간인통제지역 외

부에서 집중적으로 설치되었고, 내부에서는 마을 인

근에 제한적으로 건설되었지만 민간인통제지역의 일

부가 해제된 2012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의 밀도를 2012년 전후

로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두루미류의 서식밀도 차이

또한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의 2012년 전후

두루미류 서식밀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인공시설물

의 분포도는 2007년도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현장에서 비교하여 작성하였다. 2007년 이

후 추가된 비닐하우스 등의 인공시설물은 Google

Earth 위성영상을 기본으로 현장조사에서 확인하여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기존 작

성된 수치지도와 Google Earth 위성영상의 비닐하

우스 분포도에서 디지타이징한 후 ArcGIS10.2 프로

그램에서 면적을 산출하였다. 2012년도 이후 새로이

건립된 비닐하우스는 Google Earth 위성영상을 통

하여 추가한 후 2014년 1월에 현장검증을 통해 보완

하여 작성하였다. 밀도비교는 paired t-test를 실시

하였으며, 양측검정 0.05 수준으로 실시하였다. 비

닐하우스 밀도와 두루미류 밀도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21.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공사교란에 의한 핵심서식지 영향

개간 및 대규모 건설공사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모

두에서 KDE값 분포의 변화를 크게 가져왔으며, 핵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KDE 밀도 50% 이상인 지

역에 변화를 주었다(Red-crowned Crane; RCC:

Figure 2, White-naped Crane; WNC: Figure 3).

두루미의 경우 주로 철원의 중앙부에 공사가 많았던

2009-12년에는 서측과 동측에 핵심지역(KDE 90%)

이 넓게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에는 중앙부에 서로

분리된 핵심지역이 나타났다. 재두루미의 경우 2009

-12년 이전에는 서쪽에서만 KDE 90% 이상인 핵심

지역이 나타났으며, 동쪽과 서쪽에 교란이 많았던

2012년 이후에는 중심부에 큰 규모의 핵심지역이 나

타났다. 두루미에 있어서 공사지역과 가까운 핵심지

역의 면적 KDE 90% 이상 지역이 33.9%, KDE 75%

이상인 지역은 40.1%로 낮게 나타났다(Table 1). 재

두루미의 경우 공사지역과 가까운 핵심지역의 면적은

KDE 90% 이상인 지역이 7.6%, 75% 이상인 경우가

17.1%로 두루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Table 1).

결과적으로 2009년에서 2011년 까지 발생한 개간

및 대규모 건설공사는 서식지의 중앙부에서 발생하

여 해당지역의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핵심지역의 면

적을 감소시켰으며, 2012년에서 2014년에 발생한 개

간 및 대규모 건설공사는 서식지 동쪽과 서쪽에서 발

생하여 해당지역 두루미류의 핵심지역 면적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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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the Red-crowned Crane’s KDE value and construction area before (A) and after (B) 2012.

Figure 3.  Distribution of the White-naped Crane’s KDE value and construction area before (A) and after (B) January 2012.



시키며,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루미류의 핵심서

식지 범위를 증대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넓은 면적에 대한 공사는 더 크게 핵심서식지에 영향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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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ent and ratio of the core area between adjacent and remote area from construction area before and after 2012
in Cheorwon, Korea

Species$ KDE#

Extent of the Core Area (/ha)@

Total Season Ratio
2009 - 2012 2012 - 2014

Adjacent Remote Adjacent Remote Adjacent Remote Adjacent /
Total

Remote /
Total

RCC

>90%

1,026 2,400 347 573
833 1,232 628 352
618
355

Total
n 2 2 2 4 4 6 - -
area 1,859 3,632 975 1,898 2,834 5,529 33.9% 66.1%

>75%

9,489 5,252 3,332 1,469
1,161 373 4,703
3,093 1,584 3,691

2,679

Total
n 1 3 3 4 4 7 - -
area 9,489 9,505 5,288 12,542 14,777 22,047 40.1% 59.9%

WNC

>90%

1,475 169 454
359 368
255 5,930

106
1,220

Total
n - 1 3 5 3 6 - -
area - 1,475 783 8,078 783 9,553 7.6% 92.4%

>75%

1,366 3,968 1,614 25,161
1,777 1,120

798
1,482

Total
n 1 2 4 1 5 3 - -
area 1,366 5,745 5,014 25,161 6,381 30,906 17.1% 82.9%

$ RCC: Red-crowned Crane, WNC: White-naped Crane
# KDE: Estimated kernel density by 250m cell size which density estimation range is 500m
@ Adjacent: >1km from the construction area, Remote: ≤ 1km from the construction area

Table 2.  Change of the average density (KDE: Kernel Density Estimation) of the Red-crowned Crane and the White-naped
Crane in area where CCZ was released before and after January 2012

Species Wintering Season N$(n) Mean S.D t# df p

Red-crowned
Crane

2009-2011 80(80) 3.57 1.87
1.83 79 0.07

2012-2014 80(59) 3.15 3.19

White-naped
Crane

2009-2011 80(80) 7.36 5.31
-11.73 79 <0.001

2012-2014 80(80) 10.21 5.86

$: The sample size of the cells above 0.5 KDE is indicated in parenthesis
#: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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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 of the core area in the Red-crowned Crane before (A) and after (B) released from the C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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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 of the core area in the White-naped Crane before (A) and after (B) released from the CCZ.



2. 민간인통제지역의 해제에 의한 핵심서식지 영향

1) 민간인통제지역 해제 전후의 핵심서식지 변화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양지리 서측지역의 경

우 두루미류 서식밀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

만, 해제 이후에도 두루미류의 서식밀도가 감소하지

않았다(Figure 4, 5, Table 2). 하지만 두루미의 경

우 KDE 밀도 0.5km2 미만인 구간이 증가하여 서식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Table 2).

반면 재두루미의 경우 오히려 서식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Figure 5, Table 2). 결과적으로 두루미의

경우 민간인통제지역의 해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

2) 민간인통제지역의 해제 후 비닐하우스 밀도의 변화

전체지역에서 비닐하우스의 건설은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Figure 6), 특히, 민간인 통제지

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Figure 7).

전체지역의 비닐하우스 건설면적은 2012년 이전에

는 730개 구역(250×250m)에서 2014년에는 1,115

개 구역으로 늘어났으며(Figure 6, Table 2), 비닐하

우스의 밀도는 3.2±0.24/km2 (mean±standard

error)에서 7.5±0.35/km2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

였다(Paired t-test, t=-22.17, df=1348, p<0.001,

Table 3). 또한 개별 비닐하우스 단지의 규모도 전체

지역에서 1,313.0±89.3m2에서 1730.1±89.3m2 커

진 것으로 나타났다(t=-2.892, df=511, p<0.01). 특

히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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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 of the greenhouse density distribution before (A) and after January 201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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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 of the greenhouse density distribution in area before (A) and after released from the CCZ in January
2012 (B).



규모는 1,129.4±267.4m2에서 2,461.9±455.9m2로

(대략 50×50m) 두 배 이상 크게 건설되었다(Table

2; t=-2.521, df=45.5, p<0.05).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가 설치된 구역의 수는 2012년 이전에 61개, 이후에

는 78개 구역으로 증가하였다(Table 3). 민간인통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비닐하우스 밀도는 전체 민통

선지역의 밀도보다 높은 4.4±0.64/km2 이었으며, 민통

선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14.2±1.46/km2으로 3배

이상 밀도가 증가하였다(t=-7.098, df=79, p<0.001). 개

별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2012 이전 1,129± 267.4m2

에서 2,461.9±455.9m2로 2배 이상 증가해 큰 규모

의 비닐하우스가 건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두루미류의 취식지에 대한 교란은 개간 및 공사(배

성환, 1994; Lee et al., 2001), 추경 등 영농활동(배

성환, 1994; Lee et al., 2007), 도로 및 인가(유승화

등, 2009; 2012; 2014a; b)에 의한 교란 등이 있다.

이중 공사 및 개간 등의 서식지 교란은 직접적인 교

란영향(배성환, 1994; 2000; 철원군 2002)이 있겠지

만, 간접적으로 먹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이용

율 및 이용시간을 낮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경

지의 개간 및 공사는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핵심서

식지를 위축시키고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핵심서식지

면적을 증대시켰다(연구결과 1). 이는 개간 및 공사

에 의한 교란을 회피하려는 두루미류의 서식지 선택

에 기인한 것이다. 결과 중 일부 공사지역에 해당하

는 곳이 KDE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Figure 2), 두루미류의 밀도평가 기준은 3년이며

공사지역에 대한 표시는 1~2년이기 때문에 중첩이

된 것이었다. 개간 및 공사에 의한 교란은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분포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지역 변화를

유발하였지만, 교란지역 인근에 해당하는 핵심지역

의 비율은 두루미보다 재두루미에서 훨씬 낮게 나타

났다(연구결과 1). 이는 재두루미의 분포수가 두루미

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전체지역 내 서식밀도의 편차

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철원지역의 민간인통제지역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교란행위는 점차 증가

하고 있는데(유승화 등, 2011), 이와 같이 교란이 늘

어나고 서식면적이 감소할 경우 제한된 서식지에 많

은 수의 두루미류 세력권이 형성되어 경쟁의 심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지고 개체군의 보전에 악영

향을 주게 될 것이다(유승화 등, 2012). 따라서 두루

미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주 취

식지로 이용되는 핵심서식지에 대한 교란행위를 억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해 민간인통제지역의 해제는 비닐하

우스의 건립을 증가시키고 두루미의 분포범위를 감

소시켰음이 확인되었다(연구결과 2). 하지만 재두루

미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포지역 감소경향이 두루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밀도

값을 이용한 통계수치에서 민간인통제지역 해제 이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2년 이후 철

원지역서측 대마리 인근의 대규모 개간으로 인해 철

원 중심부로 두루미류의 핵심서식지가 옮겨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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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the greenhouse density and size of the each greenhouse between area where CCZ was released
and total survey area

Density and
size Area

Before 2012 After 2012
t df P

n$ Mean SE n$ Mean SE

Greenhouse
Density#

All Area 1,349(730) 3.2 0.24 1,349(1,115) 7.5 0.35 -22.17 1348 <0.001
Released Area 80(61) 4.4 0.6 80(78) 14.2 1.6 -7.098 79 <0.001

Size of each
greenhouse

All Area 253 1,313.0 89.3 260 1,730.1 112.6 -2.892 511 <0.01
Released Area 15 1,129.4 267.4 33 2,461.9 455.9 -2.521 45.5 <0.05

$ : The number of grid that greenhouse constructed above zero density presents in parenthesis
# : Paired t-test



문이다(Figure 3-B). 재두루미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은 해당 시기에 사진촬영을 목적으로 먹이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로 재

두루미의 개체수는 먹이주기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KDE 값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민간인통제지역

에서 해제된 곳에서 두루미의 서식면적은 감소하였

기 때문에 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비닐하

우스는 최근 민간인통제지역의 인삼경작지(박은진과

남미아, 2013)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고려하지 않고 배타적 이용하게 됨으로써

두루미류의 서식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2011년 이후 민통선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철원

군 동송읍 양지리 서측 지역으로, 대형 비닐하우스의

건립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연구결과 2-

나). 이 결과 두루미류의 서식영역이 전반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특히 두루미의 서식영역 감소가 크게 나

타났다. 종별 서식밀도 감소경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

은 두 종의 인위적 구조물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인

간의 활동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유승화, 2004; 유승화 등, 2007; 2009;

2014a; b). 이러한 변화는 연구이전 민간인 통제지역

이 해제될 경우 극심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는 달랐다. 비록 철원 서측지역 개간공사에 의한 집

중화와 함께 인근지역에서 인위적인 먹이공급을 함

으로서 재두루미의 취식개체수가 유지되었다고 할지

라도 재두루미의 밀도 증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었

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건설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개

발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한 많은 연구와 같이 교란행위가 증가할 경우

두루미류의 서식은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설

이다(배성환, 1994; 2000; 유승화 등, 2009; 2012;

2014a; b). 예상하자면 통일 이후 혹은 이전에라도

도시와 산업시설 등이 건립될 경우 두루미류의 서식

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으로의 철도 건설이나 DMZ평화생태공원의

개발(진입도로 포함)은 두루미류의 취식지와 잠자리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큰 주의가 요망된

다(Lee et al., 2001; 유승화 등, 2014a; b). 특히 잠

자리의 경우 집단의 크기가 커서 취식지에 비하여 민

감하기 때문에(유승화 등, 2009) 진입도로 등의 설계

시 잠자리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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