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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Gi Cha, Ji-Hye Kim, Myung-Hee Yoon*

School of Chemistry and Life Sciences, Kyungsung University, Busan 48434, Korea

Abstract

The extensive construction works of container terminals progressed since 2006 was converted to small scaled construction 
works or reclaiming works since 2012 in Busan New Port area. To investigate changes in activity of otters with the change of 
construction work scales, the linear densities of spraints at 15 localities of 5 areas (I-V) near the Busan New Port construction 
areas were surveyed during the period from 2012 to 2016. As the results, the average linear density of spraints has a tendency 
to increase since 2014. That is, the linear densities of spraints have increased at the area II and IV where the reclaiming works 
have been progressed, although have decreased or unchanged in the areas , and where small scaled construction works 
have been progressed.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were habitats at the Honamdo in the area II and the Yeondo in the area IV, 
otters seemed to restore their activities around the habitats as the center regardless of the reclaim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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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국내에 서식하는 유라시아수달(Lutra lutra, 이하 수

달)은 수생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

는 최상위 종이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1). 또한 환경의 개발이나 오염에 매우 민감한 환

경지표종으로서, IUCN Red list (Roos et al., 2015)에 

준위협(NT) 종으로, CITES 부속서 I(2010)에 국제

거래 금지종으로 등재되어 있다. 수달의 개체 수는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데(Erlinge, 1968; Foster-Turley and 
Santiapillai, 1990; Macdonald and Mason, 1994; 
Melisch et al., 1994), 특히 일본에서는 근대화에 따

른 환경악화로 1979년 이후 수달의 출현이 목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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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본 환경성에서 2012년에 공식

적으로 멸종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Ando,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

되어 있으며(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1), 
하천이나 해안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Ando et al., 
1985; Ando, 1995; Han, 1998; Sasaki et al., 1998), 
개발공사로 인해 수달의 서식처가 점차 감소되고 있

는 실정이다(Sasaki et al., 1998). 
부산 신항만 인근 해안에서도 대규모의 건설공사

가 진행되어 왔는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

로 진행된 컨테이너부두 건설공사 등에 의하여 해안 

환경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수달의 배설물 밀도(=선밀

도)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et al., 
2006; Han and Yoon, 2012). 즉 대규모 공사에 의한 

환경파괴로 인하여 수달의 활동이 매우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앞으로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이 지역

에서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수달은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지역에서 6년간이

나 진행된 대규모의 북·남컨테이너부두 건설공사는 

2011년에 거의 완공되었고(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16a), 2012년부터는 서컨테

이너부두 공사와 비교적 소규모의 남컨테이너부두 배

후부지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등 공사현황이 크게 변

화되었으므로,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의 활동성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 이후에 

대한 수달의 활동성 변화의 확인이 필요하며, 활동성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남아있는 수달의 보

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부산 

신항만 주변 5개 영역(15지역)에서 조사한 수달의 배

설물 선밀도를 Han and Yoon(2012)에 의해서 보고된 

수달 배설물 선밀도와 비교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 

진행된 공사로 인한 수달의 활동 변화에 대하여 검토

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달의 활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에 서식

하는 수달의 보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

은 장기에 걸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해안이나 하천 

개발 사업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수달의 보호에 효과

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조사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의 부산신항만 

공사지역 부근 15지역에서 수달의 배설물 조사를 실

시하였다(Fig. 1). Han and Yoon(2012)은 암컷 수달 

한 개체의 중핵지(Core area) 범위가 해안환경에서는 

0.5-1.6 인 점으로부터(Kruuk, 2006), 조사 지역 반

경 1 범위에 포함되는 섬들을 암컷 1개체의 중점서

식지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방법에 따

라 15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의 영역(I-V)으로 나누

었다.

I영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의 두문, 천성, 
대항, 새바지 및 외양포

II영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서부의 호

남도, 토도 및 입도 

III영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서부의 대죽

도·중죽도(두 섬은 2011년부터 공사로 인해서 

연결됨) 
IV영역: 창원시 남동부의 연도 및 수도

V영역: 창원시 남서부 영역의 음지도, 우도, 초
리도 및 지리도

한편 본 연구지역 중 I영역의 대항, II영역의 호남도 

및 IV영역의 연도에서 수달의 서식처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 태풍 차바(CHABA)에 의해서 대

항에서는 서식처 및 그 주변의 담수계곡 대부분이 크

게 훼손되었다.
조사한 영역 중 II 및 IV영역 내 조사 지역에서는 직

접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다. II영역의 경우 세 지역의 

인근 해양에서는 남컨테이너부두 매립공사를 위한 해

양토사의 굴착작업이 2015년부터 진행되었다. 또한 

배설물 조사 지역 중 호남도 일부 해안(300 m)과 입도 

전체 해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동년 11월 조사 당

시까지 이 두 섬을 육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매립공사

가 진행되었다. 한편, 토도에서는 해안 공사가 전혀 진

행되지 않았다. IV영역의 경우, 연도의 조사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300 m 떨어진 곳에서 2010년부터 진행

된 서컨테이너부두 매립공사가 2016년 11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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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s of study areas (I-V) and construction areas of Busan New Port (broken lines). Arrows indicate the location of 
otter's habitat.

당시까지 진행되어 2014년 12월 이후에는 송도 해안

과 연도 북서부 해안에 3-5 m 높이의 해수차단벽이 형

성되었다. 따라서 송도는 2015년 이후 조사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수도의 경우 약 1 떨어진 곳에서 서컨

테이너부두 공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I, III 및 V영역

의 경우 조사 지역 내에서는 직접 공사가 진행되지 않

았으나, 다소 떨어진 지역에서 컨테이너부두 매립공

사 또는 그 외의 건설공사가 진행되었다. 즉, I영역의 

다섯 지역으로부터 약 2.8-6.2 떨어진 곳에서 2015
년부터 2016년 11월 조사 당시까지 북·남컨테이너부

두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두문과 천성의 인가 

부근에서 천성항 건설공사가 2015년부터 2016년 조

사 당시까지 진행되었다. III영역의 대죽도·중죽도의 

경우 약 5 떨어진 곳에서 서컨테이너부두 매립공사

가 진행되었다. V영역의 네 지역으로부터 약 1.5-3.4 
떨어진 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11월 조사 당

시까지 서컨테이너부두 매립공사가 진행되었고, 음지

도 인근에서 진해해양공원 조성 건설공사가 2010년
부터 2013년까지, 우도 인근 해양에서 마리나방파제 

공사가 2014년부터 2016년 조사 당시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2.2. 조사 방법

2012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년 분기별로(1
분기, 2월 말-3월 초; 2분기, 5월 말-6월 초; 2분기, 8월 

말-9월 초; 4분기, 11월 말-12월 초) 조사 지역 내 해안

선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면서, 각 조사지역에 대한 수

달배설물 수를 확인한 후 수거하였다. 또한, 매년 조사

한 지역 해안선의 길이를 GoogleTM Earth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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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changes in the linear density of spraints (bars) and surveyed distance (broken line) at the whole areas and 
each area (I-V). The broken or solid arrows at the bottom of the figures indicate the construction period conducted 
near the relevant areas or at the area, respectively. The regression line is shown in each figure.

Google In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지역별로 조

사거리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수달의 평균적인 활동량

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거리 100 m 당 배설물 수(=배

설물 선밀도)를 산출하였다. 
수달 배설물 선밀도에 대한 영역, 지역 및 분기간 

유의성 검증은 One-way ANOVA를, 연계되는 각 분

기간의 유의성은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영역 및 지역별 연간 배설물 선밀도의 변화는 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추세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전 연구 영역에 대한 연평균 배설물 선밀도 변화

연구한 지역의 해안선 길이는 2012년 35,845 m, 
2013년 35,845 m, 2014년 34,748 m, 2015년 32,980 
m 및 2016년 32,907 m로서 매년 감소했다. 전 연구 

영역의 연평균 배설물 선밀도는 2014년(2.87)에 증가 

후 약간 감소했지만 2016년의 선밀도는 2012년에 비

해 증가했다(Fig. 2). 영역 간의 배설물 선밀도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각 영역별로 배설물 선밀도의 연간 변화를 보면, I

영역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0.80)는 다섯 영역 중 

가장 낮았으며, 2012년(1.20)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6년(0.57)에 약 47%로 감소했다(Fig. 2). II영역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5.93)는 다섯 영역 중 가장 높

았는데, 2012년(2.10)에 비해서 2016년(9.83)에 약 

4.7배 증가했다. 즉, 2012년에는 연구 기간 중 가장 낮

은 선밀도를 나타냈으나, 2014년(9.56)에 급증하였고 

이후 2015년(5.30)에 감소한 뒤 2016년에 다시 급증

했다. III영역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는 1.23으로

서, 연도별 변화는 크지 않았다. 즉, 2012년(1.90)부터 

2015년(0.3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2.00)에 약간 증가하였다. IV영역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는 1.74로서, 2012년(1.56)에 비해서 2016년
(2.30)에 약 1.5배 증가했다. 즉, 2012년부터 2014년
(0.9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2.76)에
는 증가했다. V영역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는 1.45
로서, 2012년(1.73)에 비해 2016년(0.38)에 약 22%로 

감소했다. 즉, 2012년부터 2015년(1.71)까지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가장 낮은 선밀도를 

나타냈다. 

3.2. 각 영역 내 지역별 연평균 배설물 선밀도 변화

I영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연도별로 거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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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changes in the linear density of spraints (bars) and surveyed distance (broken line) at each locality in the area 
I. The broken arrow at the bottom of the figures indicates the construction period conducted near the relevant 
locality. The regression line is shown in each figure.

Fig. 4. Annual changes in the linear density of spraints (bars) and surveyed distance (broken line) at each locality in the area 
II. The broken or solid arrows at the bottom of the figures indicate the construction period conducted near the 
relevant locality or at the locality, respectively. The regression line is shown in each figure.

Fig 5. Annual changes in the linear density of spraints (bars) and surveyed distance (broken line) at each locality in the area 
IV. The broken arrow at the bottom of the figures indicates the construction period conducted near the relevant 
locality. The regression line is shown in each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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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nual changes in the linear density of spraints (bars) and surveyed distance (broken line) at each locality in the area 
V. The broken arrow at the bottom of the figures indicates the construction period conducted near the relevant 
locality. The regression line is shown in each figure.

Fig. 7. Quarterly changes in the average linear density of spraints.

Fig. 8. Quarterly changes in the sales volume of Uichang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16b).

보이지 않았다(Fig. 3). 다섯 지역 중 대항에서 가장 높

은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1.83)를 나타냈으나, 2016
년(1.00)에는 2012년(2.03)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네 지역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

(0.10-0.88)는 대항보다 낮았고, 천성에서 2016년

(1.08)에 2012년(0.36)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을 뿐, 나
머지 세 지역(두문, 새바지 및 외양포)에서는 모두 감

소했다.
II영역에서는 호남도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

(7.07)가 가장 높았으며, 2016년(19.04)에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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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보다 약 6배 증가했다(Fig. 4). 또한, II영역 내 

세 지역 모두 2014년(호남도, 8.63; 입도, 11.33; 토도, 
8.70)까지 배설물 선밀도가 증가했으나, 입도와 토도

에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호남도에

서는 2015년(2.73)에 급감한 후 2016년에 급증(19.04)
했다.

IV영역의 경우 연도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

(2.56)가 수도(0.92)보다 높았으며, 2012년(1.96)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4.21)에 약 2.2배 증가

했다(Fig. 5). 수도에서는 2015년에 일시적으로 증가

했으나(2.31)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0-1.15).
V영역의 경우 지리도에서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

(3.63)가 가장 높았으며, 2012년(4.64)부터 2015년
(4.21)까지 비교적 높은 배설물 선밀도를 유지하였으

나 2016년(1.38)에 크게 감소하였다(Fig. 6). 나머지 

세 지역의 5년 평균 배설물 선밀도(음지도, 1.33; 우도, 
0.42; 초리도, 0.49)는 낮았고 연도별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3. 분기별 평균 배설물 선밀도 변화

평균 배설물 선밀도를 분기별로 비교하면, 2012년
에는 1분기에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는 4분기에 가장 높았다(p<0.05, Fig. 7). 

4. 고 찰

4.1. 부산신항만 공사로 인한 수달의 활동 변화

수달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로서, 
1950년대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개체 수 감소가 보고

되어 있으나(Chanin and Jefferies, 1978; Macdonald 
and Mason, 1994; Mason and Macdonald, 2009; 
Ando, 2012), 환경 교란요인이 사라지면 수달의 개체 

수가 회복됨이 보고된 바 있다(Roos et al., 2001). 한
편 수달은 배설물을 통해 개체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며(Kruuk, 2006), Carss and Parkinson (1996)에 의

하면 사육 중인 수달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노폐물 배출 이외의 목적으로 젤리타입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점에서, 배설물의 수는 이들의 먹

이 섭취량보다는 활동성과 관련 있음이 시사된다. 
Guter et al.(2008)에 의해서도 배설물의 밀도가 수달

의 활동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본 연

구에서 2016년의 평균 배설물 선밀도(2.49)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던 2011년(1.15,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et al., 2011 참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점은 수달의 활동이 이 지역에

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Fig. 2 참조). 
한편, 인근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었던 I, III 및 V

영역에서는 연평균 배설물 선밀도가 거의 변화가 없

거나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영역 내에서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던 II 및 IV영역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II 및 IV영역에서의 증가는 II영역의 

호남도와 IV영역의 연도에 수달의 서식처가 있는 점

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즉, II 및 IV영역에서 2016
년까지 배설물 선밀도가 증가한 곳은 각각 호남도와 

연도로서, 서식처가 있는 두 지역에서는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달의 활동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I영역의 대항에도 수달의 서식처가 있어, 
2014년까지는 대항에서 비교적 높은 배설물 선밀도

가 유지되었지만, 전술한대로 대항의 서식처 및 인근

의 담수계곡이 2016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점, 
I영역을 포함하는 가덕도에서 교통량이 급증한 점

(Statistics Korea, 2014) 및 관광객 유입이 증가한 점

(Busan gangseo, 2014) 등이 수달의 활동을 제한한 것

으로 생각된다.
각 영역별로 연도별 변화를 보면 I, III 및 V영역의 

경우 2016년의 평균 배설물 선밀도(I, 0.57; III, 2.00; 
IV, 0.38)가 비교적 낮고(Fig. 2),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된 2011년(I, 0.73; III, 0.95; V, 0.61,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et al., 
2011 참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들 세 

영역에서는 2006년 이후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된 건설공사 등의 영향으로 수달의 활동이 계속 제한

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 세 영역 조사 지역

에는 대항을 제외하고는 서식처가 없고 주로 휴식 장

소로만 이용되는 점도 배설물 선밀도가 낮은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II영역의 경우 2016년의 연평균 배설물 선밀

도(9.83)가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된 2011년(2.16,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et 
al., 2011 참조)에 비해 매우 높은 점에서 건설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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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서 대폭 감소되었던 수달의 활동이 매립공사 등

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고 생각

된다. 한편, II영역 내의 세 지역 모두, 2012년(호남도, 
3.14; 입도, 1.86; 토도, 1.30) 보다 2016년(호남도 

19.04; 입도, 6.36; 토도, 2.35)에 배설물 선밀도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며(Fig. 4), 특히 서식처가 있는 호

남도에서 2014년과 2016년에 선밀도가 급증한 점은 

전술한대로 수달이 호남도에 있는 서식처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2015년에는 II영역 내의 세 지역 모두 배설물 선

밀도가 급감했는데, 2015년부터 호남도와 입도 인근 

해양에서 진행된 해양토사의 굴착작업에 의한 교란이 

수달의 활동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6년에는 

호남도에서 매립공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었음에도 선

밀도가 급증한 현상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의 

매립공사가 수달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IV영역의 경우 2016년의 연평균 배설물 선밀도

(2.30)가 2011년(1.58,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et al., 2011 참조)보다 약간 높

은 점에서, 수달의 활동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연도에서는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매립공사

가 진행되었음에도 2015년(3.21)과 2016년(4.21)에 

배설물 선밀도가 증가했는데(Fig. 4), 이러한 점도 매

립공사가 수달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지 않았음을 뒷

받침한다. 한편, 송도에서 2014년 12월 이후 수달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수차단벽이 형성된 점도 연도에서 

배설물 선밀도가 증가한 한 가지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부터, 수달의 활동은 매립공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서식처가 있는 II영역의 호남도 및 

IV영역의 연도를 중심으로 증가했음이 시사된다. 한
편 인근에서 건설공사등이 진행되었던 I, III 및 V영역

에서는 수달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4.2. 수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검토

수달의 배설물 선밀도가 본 연구기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배설물 선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2016년의 선밀도(2.08-2.87, Fig. 2)가 대규모 

건설공사 초기인 2006년(3.13,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2006 참조)에 비해 

약간 낮다는 점은 수달의 활동이 대규모 건설공사 이

전 정도로는 회복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수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건설

공사 등에 의한 교란이 크지만, 이 외에도 공사로 인해

서 변화된 환경 요인이 수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지로 본 조사 지역의 해안선 길이가 2016년
(32,907 m)에 2012년(35,845 m)보다 약 8%나 감소하

여 수달의 휴식처가 감소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가덕도가 창원시 용원동과 육로로 연

결됨으로써 부산-거제 연결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했고

(Statistics Korea, 2014), 해안지대와 방파제에서 발생

하는 생활폐기물의 유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Busan gangseo, 2014),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들도 

2015년에는 2006년보다 15,000척 이상 증가하여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16c), 수달의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달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 먹이원을 들 수 있다(Macdonald and Mason, 1994; 
Ruiz Olmo et al., 2001; Mason and Macdonald, 
2009; Choi and Yoon, 2012). 의창수협에서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어류 계통판매량의 계절별 

변화를 보면, 1분기 또는 4분기에 가장 높은데(Fig. 8,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16b), 수달의 분기별 평균 배설물 선밀도도 1분기

와 4분기에 높게 나타난 점에서 어류의 개체수가 수달

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시사된

다. 그러나, 연평균 어류 계통판매량이 2012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2012년 

7,964,700 ; 2013년 6,010,329 ; 2014년 5,767,758 
; 2015년 7,406,861 ; 2016년 5,314,306 ,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16b), 수
달이 먹이 감소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이 우

려된다. 아직 어류의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밝혀진 바 

없지만 어류의 계통판매량 감소가 해양환경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결과 서식처가 존재하는 호남도와 연도를 

중심으로 수달의 활동이 회복된 점에서, 수달이 선호

하는 서식처는 수달의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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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가장 활발한 II영역의 호남도 및 입도가 매립

되고, 토도도 발파 공사를 통해서 소멸될 예정이므로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16a) 수달의 활동은 지금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의 보호 

대책으로서, 우선 서식처가 있는 IV영역의 연도를 보

존하고, 나아가서는 수달이 은신할 수 있는 서식처 및 

휴식처가 갖춰진 대체서식지 마련이 시급하며, 해양

환경의 보존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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