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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lack-tailed gulls, Larus crassirostris, have been known as resident birds in Korea, but their
wintering and breeding habitat ranges were little known about. We investigated the habitat ranges of Black-
tailed gulls breeding on Dokdo Island - which is the eastern end of their breeding colonies in Korea. Three
adult Black-tailed gulls were fitted with Global Positioning System data loggers in May 2018 and their
positions were tracked for 9 days, 245 days and 365 days each respectively. Black-tailed gulls stayed on
Dokdo Island until June for breeding purposes and moved down to the southern part of Japan for wintering.
The following year, a Black-tailed gull started to move northward in February and returned to Dokdo Island
in April. They traveled a total of 207,334−229,507 km2 (MCP) throughout a whole year. Based on location
density categories accounting for 50% of locations, they used 3,618 to 3,803 km2 in area. Black-tailed gulls
breeding on Dokdo Island used smaller habitat ranges during the wintering period than the other periods.
This is the first report on the habitat ranges of Black-tailed gulls breeding on Dok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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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바닷새는 번식시기에는 섬에서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며 번식을 마친 후에는 섬을 떠나 해양이나 해안

등에서 취식활동을 하므로 취식지나 월동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바닷새의 서식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바닷새의 주요 취식지를 조사하여 빈도 높게

이용되는 중요한 지역에 대한 자료는 해양보호지역을 지

정하는데 근거 자료가 된다(Lascelles et al. 2016; Thaxter

et al. 2012).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상위포식자인 바

닷새의 이동 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기후변화, 먹이종

분포 등과 같은 해양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Grémillet and Boulinier 2009; Chambers et al.

2011). 

국내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는 분류학상 도요

목, 갈매기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

국, 일본, 러시아 등에 분포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국내 괭

이갈매기의 서식지 범위 연구는 2016년부터 국립생물자

원관에서 강원도 삼척시, 영덕군 등과 전남 영광군 칠산도

등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를 대상으로 수행된 바 있다. 동

해안에서 월동하는 괭이갈매기의 경우 러시아로 이동하여

번식기를 보냈고 서해안 칠산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

는 중국에서 월동하기도 했다(국립생물자원관 2019). 울

릉군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연간 서식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 또한 국내 괭이갈매기 개체군 유전자형은 번식집단별로

지리적 파편화를 보이고 있어(Jeong et al. 2018) 번식 개

체군 보호를 위해서는 번식 개체군별 서식 범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울릉군 독도에서 번식하는 괭

이갈매기의 연간 서식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5월 26일부터 2019년 5월 26일까지

1년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서도

131°W 51′ 54.6″, 37°N 14′ 30.6″, 동도 131°W 52′ 10.4″,

37°N 14′ 26.8″)에서 수행되었다(Fig. 1). 독도는 우리나라

괭이갈매기 번식지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섬으로 울릉

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km 떨어져 있다. 면적은 서도와

동도를 합쳐 총 187.554 m2이다.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

도천연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독도에는 약 7,000개체에서 1만여 개

체의 괭이갈매기가 번식하고 있다(김 등 2007; 경북대학

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18). 

괭이갈매기 서식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도의 서

도와 동도에서 번식 중인 괭이갈매기 성조(adult) 3개체에

조류위치추적기(WT-300, 22 g, 한국환경생태연구소)를 어

깨끈(하네스)으로 부착하였다. 장치의 무게는 대상 개체

체중의 4%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Kenward 2001; Lovette

and Fitzpatrick 2016). 2018년 5월 26일에는 독도의 서도

에서 2개체(A114, A115), 2018년 5월 27일에는 독도의

동도에서 1개체(A116)에 부착하였다(Table 1). 조류위치

Fig. 1. Location of Dokdo Island

Table 1. Location data of three Black-tailed Gulls on Dokdo Island  

ID. Recording periods (days) Location Points Breeding sites

A114 May 26, 2018.∼25 Jan. 2019 (245) 1,672 Dokdo Island (Seodo)

A115 May 26, 2018.∼3 Jun. 2018 (9) 509 Dokdo Island (Seodo)

A116 May 27, 2018.∼26 May, 2019 (365) 3,102 Dokdo Island (D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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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기 부착 후 모든 개체가 둥지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

였다.

조류위치추적기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체의

위치정보를 1일 4회 수집하고 1일 1회에 자료를 송신하였

다. 각 개체는 부척(tarsus)에 조류용 유색가락지를 부착하

여 개체를 구분하였다(A114, A115, A116). 번식지 출입

및 개체 포획, 유색가락지와 조류위치추적기 부착은 관련

기관(문화재청, 울릉군청)의 허가를 받아 수행되었다. 

서식 범위 분석을 위해 획득된 GPS 좌표(위도, 경도)는

ArcGIS 10.1(ESRI I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볼록다각형법(Minimum Convex

Polygon Method: MCP) 100% 방법과 커널밀도측정법

(Kernel Density Estimation: KDE) 95%와 50%를 이용하

여 월별 서식 범위를 분석하였다. 

3. 결 과

조류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독도의 괭이갈매기 총 3개체

중 2개체(A114, A115)는 부착 후 각각 245일과 9일 후에

위치자료 송신이 중단되었고 1개체(A116)는 부착 후 1년

동안 위치자료를 송신하였다(Table 1). 개체 별로 각각

1,672개, 509개, 3,102개의 위치좌표를 취득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독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는 우리나

라 울릉도, 독도, 동해안, 일본 등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 2). MCP 분석에 의한 독도 괭이갈

매기의 서식지 면적은 연중 207,334−229,507 km2 범위

였다. 주요 이용지역은 커널밀도분석 95% 수준에서

27,208−32,084 km2, 50% 수준에서 3,618−3,803 km2이었

다(Table 2). 

개체마다 서식 범위에 차이를 보였다. 개체 A114의 경

우 번식중에 독도, 울릉도뿐만 아니라 강릉시 주문진항,

동해시 묵호항과 동해항 등을 오가며 먹이활동을 했다

(Fig. 3). 6월부터는 독도 동쪽 해상, 울릉도, 울릉도 북쪽

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울진군

죽변항, 울진염전 등 해안을 거쳐 영덕군 경정해안, 포항

시 호미곶, 경주시 해안, 울산광역시 온산항 등에 7월 초

까지 머물렀다. 이후 바다를 건너 일본 시모노세키현과 기

타규슈현 사이의 해협에 도착한 뒤 바로 나가사키현으로

더 남하하였다. 이후 2019년 1월까지 나가사키현 근처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8년 5월 하순부터

8일 동안 위치추적이 되었던 개체 A115의 경우 독도 서도

와 주변 해상을 오가다가 6월 3일 동해안의 울진군 해안

을 따라 남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3). 

개체 A116의 경우 5월 독도와 오키섬 등을 오가며 6월

초순까지 머무르다가 6월 11일 일본 시마네현으로 남하한

뒤 이듬해인 2019년 1월 일본 남쪽 미야자키현까지 이동

하여 겨울을 보냈다. 이 후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점차 북

상을 시작하여 4월 초까지 일본 나카노시마 부근에서 지

내다가 다시 북상하여 울릉도와 독도로 이동하였다. 그러

나 독도에서 연속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남하하여 오

키섬 등지에서 지낸 뒤 4월 중순 다시 독도로 돌아와 번

식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번식 중인 5월에도 일본과 독

도를 오가며 새끼를 키우다가 번식을 마친 6월에는 독도

와 오키섬 인근에 서식하였으며 이후 일본으로 남하하기

Fig. 2. Habitat ranges of Black-tailed gulls (ID. A114, A115, A116) on Dokdo Island (Black line: habitat range

estimated by MCP; red line: habitat range estimated by KDE 50%; green line: habitat range estimated by

KDE 95%). Location data of A114, A115 and A116 were collected for 245 days, 9 days and 365 days in

respectively

Table 2. Habitat range of Black-tailed gulls breeding on

Dokdo Island

ID.
MCP

 (km2)

KDE 95% 

(km2)

KDE 50% 

(km2)

A114 229,507 27,208 3,803

A115 33,790 16,368 3,106

A116 207,334 32,084 3,618

MCP: Minimum Convex Polygon Method; KDE: Kernel Density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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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bitat ranges of ID. A114 from May 2018 to Jan 2019 (except Dec 2018) estimated by Kernel Density and

MCP analysis

Fig. 4. Habitat range of ID. A116 from May 2018 to May 2019 estimated by Kernel Density and MC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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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일본 남부에서 지

내며 겨울을 보냈다. 2월이 되자 차츰 독도 방향으로 북상

하기 시작하였다. 번식기인 4월이 되자 독도와 울릉도, 일

본 사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독도에서 번식을 시작하였

다(Fig. 4). 월별 서식지 면적은 2018년에는 6월이 가장

넓었고 월동지로 남하한 이후에는 좁아졌다. 월동지역인

일본에서는 크게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월동을 한 후 2019년에는 2월부터 번식지로 북상하면서

차차 활동 범위가 넓어졌으며 번식기인 4월과 5월에도 취

식활동을 위해 넓은 범위의 서식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

다(Fig. 5). 

4. 고 찰

본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 최 동단의 괭이갈매기 번식지

독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이동경로, 월동지 등 연

중 서식 범위를 밝힌 최초의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

해 괭이갈매기는 독도에서 번식기를 보낸 후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남하하여 겨울을 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듬

해까지 추적된 개체 A116의 경우 일본에서 겨울을 보낸

후 전년도에 일본으로 남하할 때와 비슷한 경로를 이용하

여 독도로 되돌아왔다. 이것은 무인도서에서 번식을 하며

같은 번식지를 찾는 바닷새의 습성(Naves et al. 2006)을

반영한다. 국내 괭이갈매기의 유전자형의 지리적 파편화

를 살펴보면 번식지마다 고유의 유전자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18).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

는 괭이갈매기 개체군은 각 번식지에서 멀리 분산하지 않

고 회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2011년에 독

도에서 태어난 괭이갈매기가 6년 뒤인 2016년에 독도에

다시 돌아와 번식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독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가 주로 취식을 위해 이

용하는 지역은 독도와 오키섬 중간의 해역이었다. 갈매기

류의 취식범위는 먹이 등 해양환경과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Arcos and Oro 1996). 동해안의 봄

철 일차생산량이 북쪽 해역보다는 남쪽 해역에서 높은 것

으로 미루어 볼 때(Joo et al. 2016) 먹이 자원이 독도의

남쪽 해역에 더 풍부하여 이를 따라 이동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일본 카부시마섬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경우

10 km에서 173 km 범위 내에서 취식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da et al. 2012). 독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

매기는 번식기 동안 독도에서 오키섬 인근 해상까지 최대

170 km를 이동하여 최대 이동거리는 일본 개체군과 비슷

하였다. 하지만 독도에서 위치추적을 하였던 3개체 모두

6월에 독도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

루어 보아 먹이 환경이 좋지 않아 일찍 번식에 실패했거

나 일찍 번식을 마치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독도 인

근 해역에서 괭이갈매기의 먹이가 되는 어류인 멸치, 꽁

치, 오징어, 청어, 전갱이의 어획생산량 감소와 장기적인

동물플랑크톤 증가를 보이고 있다(강 등 2016). 이러한 어

류의 개체군 감소로 미루어 보아 향후 독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취식 범위와 먹이종 등이 변화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비록 적은 개체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지만 개체별로 이

용하는 서식지에 차이를 보였다. 개체 A116의 경우 독도

에서 해상을 통해 일본으로 이동하였으나 다른 두 개체

(A114, A115)는 동해안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서식지 이

용에 있어 개체별 차이는 갈매기류의 선행연구에서도 비

슷하게 나타났다(Isaksson et al. 2016; Rock et al. 2016).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같은 독도에서 번식하

는 괭이갈매기라도 취식지나 비번식기의 서식지 선택에

있어서는 개체 별 선호지역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바닷새의 행동권 연구 결과는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괭이갈매기 개체군은 크기 면에서는

Fig. 5. Habitat area of a Black-tailed gull (ID. A116) estimated by MCP from May 2018 to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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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그 유전자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 조건이 변화할 경우 개체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Jeong et al. 2018). 특

히 괭이갈매기와 같은 바닷새는 종종 그 취식지역이 어업

지역과 중첩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어(Maree et al. 2014)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도 괭이갈매기 개체군의 유전자형은 다른 번식지 구별

되는 특징이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Jeong et al. 2018).

해양보호지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은 번식지

주변과 해양의 취식지역, 겨울을 보내는 해안지역과 이동

시 이용하는 지역 등을 모두 포함한다(Thaxter et al.

2012). 바닷새의 분산이나 서식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종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Burger and Shaffer 2008). 독

도에서 번식하는 더 많은 괭이갈매기를 대상으로 월동지

와 취식지 등 연중 서식 범위 자료를 수집한다면 과학적

이고 더 효과적인 보호·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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