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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제주지역의 곶자왈은 용암대지 위에 만들어진 용암숲, 
덤불과 나무가 뒤엉켜있는 곳으로 정의되며(Choi and 
Hyeon, 2018), 독특한 생태계의 보고로 생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생태관광 활성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

심을 가지는 곳이 되었고 보전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의제로 채택되

기도 하였다(Jeon et al., 2012; Jeong, 2012;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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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 of the animals and the plants in ecosystem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the changes of forests and 

surroundings affect directly wild animals. This study was conducted at Hangyeong-myeon Cheongsu-ri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Jeju Island belonging to Hangyeong·Andeok Gotjawal Zone and Jocheon-eup Seonheul-ri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Jeju Island belonging to Jocheon·Hamdeok Gotjawal Zone. The survey on advent of birds was carried out twice a month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5. We divided habitat environments into three survey sites such as a forest, a shrub forest and a 
farmland. A total of 65 species and 4,802 individuals were observed during the survey period. In a forest, 36 species and 1,287 
individuals were observed while A shrub forest had 40 species and 1,554 individuals. And in a farmland, 41 species and 1,961 
individuals were observed. The only 10 species were observed in forest and the only 7 species in shrub forest and the only 10 
species in farmland. The species diversity and the evenness of a farmland  were the highest, and the species richness was the 
highest in a shrub forest, and the dominance of a forest was the highest among the three areas. The similarity index between a 
shurb forest and a farmland was high while that between a forest and a farmland was low. The similarity index related with 
breeding appeared that a forest and a farmland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Key words : Forest, Shrub forest, Farmland, Habitat environment, Species diversity, Simila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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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곶자왈 내부의 수목은 관목류와 상록 교목류가 어우

러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im, 2013), 지질학적

으로는 크고 작은 암괴들이 두껍게 쌓여 있어 빗물이 유

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의 핵심 함양공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Song and Koh, 1996; Jeon et al., 
2012). 하지만 곶자왈 내부의 동물에 대해서는 숲 위주

로 조사가 이루어져 관목림이나 농경지 등 숲 주변의 환

경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동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적합한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식지 

환경 요인과 조류와의 기본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처럼, 조류의 분포 및 출현은 서식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

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Hur et al., 
2003; Moon et al., 2010; Kang et al., 2011). 특히 각

각의 종들은 서식환경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생태적 지

위를 차지하며, 이에 선호하는 서식지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식지 차이에 따른 조류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

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식환경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

(Smith et al., 1989). 현재 곶자왈 보호를 위해 주로 논

의되고 있는 곳은 숲 지역이지만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

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조류는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숲과 주변 지역을 모두 이용가능하며 숲뿐만 아

니라 주변지역의 변화는 조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변 관목림 그리고 곶자왈을 둘러

싸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식환경별로 출현하는 조류를 

파악하여 종 자체 뿐만 아니라 곶자왈이라는 서식지 보

호를 위한 정책수립이나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지역

본 연구는 제주도 서부에 위치한 한경-안덕곶자왈지

대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해발

고도 약 120 m; N33°18′, E126°16′)와 제주도 동부에 

위치한 조천-함덕곶자왈지대에 속하는 제주시 조천읍 선

흘리(해발고도 약 110 m; N33°31′, E126° 42′)에서 실

시하였다. 서식환경은 숲,  관목림, 그리고 농경지로 나누

었으며 청수곶자왈에서 숲 2개소, 관목림 2개소, 농경지 

2개소, 선흘곶자왈에서 숲 2개소, 관목림 2개소, 농경지 

2개소 총 12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숲은 수고

가 10 m 이상인 수목이 자라는 곳으로 주로 가시나무류

가 생육하고 있는 곳이었고 일반적으로 곶자왈 숲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관목림은 곶자왈 숲 가

장자리에 위치하며 수고가 2 m내외의 수목과 덤불이 자

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경지는 숲과 관목림 

인근 지역에 위치하며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

로 하였다(Fig. 1). 숲을 비롯한 관목림, 농경지 등은 최

소 1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지점은 조류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지점 간 거리를 500 m
이상으로 하였다.

2.2. 조류 출현 조사

본 조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 2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팀이(2인) 조사시기의 변화

에 따른 자료의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0일 전후 

맑은 날을 택하여 되도록 연속 2일을 조사하였다. 조사시

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류

의 출현이 적은 12시부터 14시까지는 조사를 중단하였

다. 조사는 서식환경을 대표할 만한 곳에서 군집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반경 25 m내에서, 
10분간 머물면서 관찰종 및 개체수를 기록하는 정점조사

법을 실시하였다(Huff et al., 2000).  육안관찰, 쌍안경

(Leica 10×25)으로 관찰된 조류의 나는 모양, 울음소리

를 통하여 종을 동정하고 개체수를 기록하였다(Bibby et 
al., 1997). 

각 지수는 우점도(D, Dominance)와 종다양도(H', 
Species diversity), 종풍부도(R', Species richness), 균
등도(E', Species evenness), 그리고 유사도지수(CCs, 
Similarity index)를 이용하였고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

하였다(SØrensen, 1948; Shannon and Weaver, 1949; 
Margalef, 1958; McNaughton, 1967; Pielou, 1975 ). 

D(우점도)＝(ni/N)×100, 
   ni : i종의 개체수, N : 총개체수

H'(종다양도 지수)＝－Σ(ni/N)×ln(ni/N), 
   ni : i종의 개체수, N : 관찰된 종의 총개체수

R'(종풍부도 지수)＝(s-1)/l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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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vey sites by the habitat environment at Gotjawal area (A: Cheongsu-Gotjawal, B: Seonheul-Gotjawal, blue dot : 
forest, yellow dot: shrub, red dot: farmland, satellite photography source: Google Ea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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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전체 종수, N : 관찰된 종의 총 개체수

E'(균등도 지수)＝H'/ln(S), 
  H': 종다양도 지수, S: 전체종 수

CCs(유사도지수)= 2C/S1+S2, 
  C; 두 군집의 공통종수, S1및 S2:군집 1 및 2의 종수

계절적인 출현형태에서는 제주도에서 번식하면서 일 

년 동안 관찰이 되는 조류는 텃새로, 여름철에 번식하고 

겨울철에 출현하지 않는 조류는 여름철새로, 겨울철에 2
개월 이상 도래하여 월동하는 조류는 겨울철새로, 봄철

과 가을철에 제주도를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조류는 나그

네새로 분류하였다(Park et al., 2011). 출현빈도는 출현

개월수를 총 개월수로 나눈 식으로 표현하였고 조류의 

이동성으로 인해 출현하는 개월수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

에 텃새인 경우 24개월로 하였고 여름철새, 나그네새, 겨
울철새는 12개월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서식환경별 조류 특징

이번 조사에서는 총 65종 4,802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서식환경별로는 숲에서 36종 1,287개체, 관목림에서 40
종 1,554개체, 농경지에서 41종 1,961개체가 관찰되었

다(Appendix 1). 관목림, 농경지, 숲 등 3개의 서식환경

에 모두 출현한 종은 16종이었으며 전체종 중 25%정도

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숲에서만 관찰된 종은 10종이었

고 관목림에서만 관찰된 종은 7종이었으며 농경지에서

만 관찰된 종은 10종이었다(Appendix 1). 3개의 서식환

경에서 모두 출현한 종은 꿩, 멧비둘기, 까치, 큰부리까마

귀, 직박구리, 방울새 등으로 대부분 텃새이면서 전국적

으로 흔하게 서식하는 종이었다. 이들 종들은 서식지가 

농경지, 공원, 숲 등을 이용하는 종들로(Kang et al., 
2018) 먹이나 번식을 위해 특수한 환경을 선호하는 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관목림과 숲에서 관찰되는 

종들 또한 농경지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휴식지, 채식

지, 방해요인 등 출현한 장소와 인접한 환경특성에 따라 

조류의 서식종과 분포특성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Kwon et al., 2007; Kim, 2008), 농경지와 접한 숲이나 

관목림 등의 서식환경이 이들 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판단된다. 

관목림에서만 관찰된 종 중 절반이상인 4종이 맹금류

로 확인되었는데, 황조롱이, 새호리기, 조롱이 등은 가을

과 겨울에 주로 관찰되는 맹금류들이었으며 이들 맹금류

들은 소형의 조류를 주로 사냥한다. 이들 맹금류가 사냥

하는 소형의 조류에는 동박새, 흰배지빠귀, 개똥지빠귀 

등이 속하였는데 휘파람새과, 동박새과, 지빠귀과 등의 5
개과가 관목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한

다(Kim et al., 2010). 이는 먹이자원 확보 차원에서 관

목림 지역이 맹금류의 먹이터로서 적합하였다고 판단된

다. 그리고 먹이조건 이외에도 관목림은 숲보다 시야확

보가 용이하고 방해물이 적어 사냥 성공률을 높일 수 있

어 숲 보다 관목림을 채식지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농경지에서만 관찰된 종은 10종으로, 이들 종 중 나그

네새가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나그네새는 봄과 가을 이

동시기에 휴식이나 채식을 위해 잠깐 머무는 조류이다. 
홍도는 조류의 중간기착지로 많이 이용되는 도서지역으

로, 홍도지역에서 조사된 참새목 조류의 중간기착지 이

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농경지에서는 주로 취식 행동

이 관찰되었고 관찰된 조류 중 82.3%가 농경지에서 취

식 행동을 취하였다고 하였다(Kim et al., 2010). 봄과 

가을에 이동시기에 출현하는 나그네새들은 먹이를 잡기 

위한 공간으로 농경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그네새가 많

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숲에서만 관찰된 종은 10종으로, 이들 

종 중 5종이 여름철새였다. 이 종들은 숲을 주요 번식지

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먹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숲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숲에서만 관찰된 종 중 

팔색조는 특히 습하고 하부식생이 빈약하며 수관층이 빽

빽하게 덮여있어 어두운 곳이라는 환경조건까지 충족시

켜야 하기 때문에(Kim, 2004) 숲 이외의 장소에서 관찰

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긴꼬리딱새 역시 활엽수가 많

고 습도가 높으며 조도가 낮은 환경을 선호하며 인가지

역과 밭농사지역, 감귤과수원 지역은 긴꼬리딱새가 서식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하였듯이(Kim, 2011), 숲이라

는 특수한 환경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종이다. 따라서 팔

색조, 긴꼬리딱새 등 숲에서만 관찰된 종들은 숲이 훼손

되어 면적이 감소하거나 환경이 변화할 경우 개체수 감

소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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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식환경별 조류군집 분석

본 조사에서 서식환경별 조류군집 분석 결과, 농경지

에서 종다양도(2.38)와 균등도(0.64)가 다른 서식환경보

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풍부도(5.31)는 관목림에서 

가장 높았고 우점도(0.57)는 숲에서 가장 높았다(Table 
1). 전라남도 홍도지역 연구에서는 관목에서 가장 많은 

종과 개체수가 관찰되었다는 보고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데(Kim et al., 2010), 이는 홍도지역이 봄과 가을 이동

철새의 중간기착지로 이용되는 유인도서이기 때문에 봄

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장소

와 조사 시기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종다양도

와 균등도가 높다는 것은 농경지에서 다양한 종이 골고

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경지에서 종이 골

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우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서식환경 중 숲은 종풍부도가 가

장 낮고 우점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숲에서 다양한 

종이 골고루 서식하기 보다는 숲을 이용하는 몇몇 종에 

개체수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종들은 숲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숲이라는 서식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사도지수를 살펴보면 관목림과 농경지가 유사도지

수가 높았고 숲과 농경지가 낮은 유사도 지수를 나타냈

다(Table 2). 유사도 지수는 0.8이상일 때는 동질적인 집

단으로, 0.2미만일 때는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

고(Whittaker, 1956), 종 분포가 비슷할수록 유사도 지

수는 높게 나타난다(Cox, 1976)고 보았다. 보통 0.5이상

이면 통례적으로 차이가 없는 군락으로 보았는데(Chung 
et al., 2010) 서식환경별 유사도지수는 모두 0.5이상을 

나타내 동질적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Table 2). 
출현한 조류를 살펴봤을 때, 각각의 서식환경에서만 관

찰되는 조류인 경우 관목림에서는 18%, 농경지에서 

24%, 숲에서 27%정도만이 해당되었으며 관찰된 전체 

조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서식환경을 선호하는 몇몇 조류를 제외

하고 관목림, 농경지, 숲 등을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의 서식환경에서 겨울철새와 

나그네새의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먹이자원 확보 

및 천적으로부터의 피난이 중요한 겨울철새나 이동 중간

에 휴식이나 먹이를 찾기 위해 찾아오는 나그네새는 먹

이자원이 존재하거나 피난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은 장소와 관계없이 출현 가능하여 특정 서식환경에 대

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진다(Kim et al., 2010; Bing et 
al., 2012)는 보고가 있어 출현조류의 이동성 또한 유사

도지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집단들을 동질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번식하는 종인 텃새와 여

름철새만을 가지고 유사도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관목림

과 농경지, 숲과 관목림은 유사도지수가 높아 이 두 지역

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었고 숲과 농경지는 유

사도지수가 낮아 농경지와 산림에서 계절별로 서식하는 

종구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는 보고처럼(Kang 

Habitat environment
All birds Breeding birds

Shrub Farmland Forest Shrub Farmland Forest

Shrub - -

Farmland 0.64 - 0.66 -

Forest 0.61 0.55 - 0.55 0.44 -

Table 2. Similarity index by the habitat environment

Indices Shrub Farmland Forest Total

Diversity 2.235 2.380 2.235 2.546

Evenness 0.605 0.640 0.623 0.609

Richness 5.307 5.276 4.888 7.550

Dominance 0.548 0.445 0.571 0.425

Table 1. The indic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y the habitat environment at Gotjaw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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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1) 번식지와 관련해서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조류의 이동성에서도 텃새와 

여름철새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관목림인 경우 전체종

수 중 55%, 농경지는 66%, 숲은 72%로, 번식조류의 비

중이 숲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번식조류의 비중이 높은 곶자왈처럼 숲에 의존하여 

서식하는 종은 숲의 환경이 변화하거나 훼손될 경우 영

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산림의존성이 높은 종인

지 그렇지 않은 종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종 자체뿐만 아

니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숲에 서

식하는 야생동물의 산림의존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숲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변화는 야생동물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사에서 총 65종 4,802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서식환경별로는 숲에서 36종 1,287개체, 
관목림에서 40종 1,554개체, 농경지에서 41종 1,961개
체가 관찰되었다. 농경지에서 종다양도와 균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풍부도는 관목림에서 가장 높았고 우점

도는 숲에서 가장 높았다. 관목림과 농경지가 유사도지

수가 높았고 숲과 농경지가 낮은 유사도 지수를 나타냈

다. 관목림은 선호하는 종은 열매를 섭식하는 소형조류

와 이들 소형조류를 사냥하는 맹금류들이었고 농경지는 

인가 근처에 주로 관찰되고 번식하는 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숲에서만 관찰된 조류는 10종이었

다. 서식환경별로 출현하는 조류의 종 및 개체수가 다르

기 때문에 서식환경별로 출현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 

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서식환경이 중요하지만 특히 숲은 한번 훼손되

면 복원이 쉽지 않고 숲이 복원되었다고 해도 숲을 서식

지로 이용하는 조류의 개체수가 감소하였을 경우 이를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숲에 서식하지만 숲 이

외의 서식환경을 공유하는 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숲 

주변의 서식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숲 주변의 서

식환경이 숲 내 서식하는 조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용되는 지 등에 조사를 통해 숲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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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Korean name Occurrence*
Number of individual Appearance frequency

SH** FL FO SH FL FO

Phasianus colchicus 꿩 Res 25 15 7 0.46 0.42 0.21

Aix galericulata 원앙 WV 2 1 1 0.08 0.08 0.08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WV 1 0.08

Ardea alba modesta 중대백로 Res 1 0.04

Falco tinnunculus 황조롱이 WV 1 0.08

Falco subbuteo 새호리기 PM 2 0.17

Falco peregrinus 매 Res 1 2 0.04 0.08

Pernis ptilorhynchus 벌매 PM 1 1 0.08 0.08

Accipiter soloensis 붉은배새매 PM 1 0.04

Accipiter gularis 조롱이 PM 1 0.08

Accipiter nisus 새매 WV 6 3 0.5 0.25

Accipiter gentilis 참매 WV 1 3 1 0.08 0.25 0.08

Buteo buteo 말똥가리 WV 5 6 2 0.33 0.33 0.08

Aquila chrysaetos 검독수리 Res 1 0.04

Streptopelia orietalis 멧비둘기 Res 37 157 40 0.63 1 0.75

Cuculus micropterus 검은등뻐꾸기 SV 1 2 0.08 0.17

Cuculus canorus 뻐꾸기 SV 1 4 0.08 0.33

Cuculus poliocephalus 두견 SV 7 6 3 0.33 0.33 0.08

Hirundapus caudacutus 바늘꼬리칼새 PM 1 0.08

Apus pacificus 칼새 SV 1 0.08

Upupa epops 후투티 PM 1 0.08

Dendrocopos leucotos 큰오색딱다구리 Res 2 13 0.08 0.42

Pitta nympha 팔색조 SV 11 0.33

Pericrocotus divaricatus 할미새사촌 PM 1 2 0.08 0.17

Lanius bucephalus 때까치 Res 11 15 0.29 0.42

Terpsiphone atrocaudata 긴꼬리딱새 SV 29 0.67

Garrulus glandarius 어치 Res 4 4 22 0.13 0.13 0.5

Pica pica 까치 Res 11 186 7 0.38 1 0.29

Corvus corone 까마귀 Res 13 0.29

Corvus macrorhynchos 큰부리까마귀 Res 17 13 18 0.25 0.17 0.33

Parus major 박새 Res 37 31 92 0.58 0.5 0.83

Parus venustulus 노랑배진박새 Vag 1 0.08

Parus ater 진박새 Res 2 0.08

Parus varius 곤줄박이 Res 4 50 0.08 0.79

Hirundo rustica 제비 SV 40 66 5 0.83 0.92 0.25

Cecropis daurica 귀제비 PM 7 0.08

Aegithalos caudatus 오목눈이 Res 7 1 92 0.08 0.04 0.71

Appendix 1. The list and the occurrence of observed birds and the number of individual and appearance frequency by the 
habitat environment confirmed from 2014 to 2015 at Gotjaw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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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Korean name Occurrence*
Number of individual Appearance frequency

SH** FL FO SH FL FO

Cisticola juncidis 개개비사촌 SV 1 0.08

Microscelis amaurotis 직박구리 Res 543 581 535 1 1 1

Cettia diphone 휘파람새 Res 105 58 36 0.88 0.92 0.83

Zosterops japonicus 동박새 Res 310 96 201 1 0.75 1

Regulus regulus 상모솔새 WV 2 0.08

Troglodytes troglodytes 굴뚝새 Res 8 0.17

Sturnus cineraceus 찌르레기 SV 10 0.25

Zoothera aurea 호랑지빠귀 Res 6 0.13

Turdus hortulorum 되지빠귀 SV 13 0.58

Turdus pallidus 흰배지빠귀 Res 27 17 22 0.75 0.75 0.75

Turdus naumanni 노랑지빠귀 WV 1 0.08

Turdus eunomus 개똥지빠귀 WV 25 3 0.17 0.17

Luscinia cyanura 유리딱새 WV 1 4 0.08 0.25

Luscinia sibilans 울새 PM 1 0.08

Phoenicurus auroreus 딱새 WV 14 12 0.67 0.67

Saxicola torquatus 검은딱새 PM 2 0.17

Muscicapa griseisticta 제비딱새 PM 1 0.08

Muscicapa sibirica 솔딱새 PM 2 0.08

Ficedula zanthopygia 흰눈썹황금새 SV 2 0.17

Passer montanus 참새 Res 44 292 0.46 0.92

Motacilla alba leucopsis 알락할미새 SV 1 0.08

Anthus hodgsoni 힝둥새 WV 2 12 0.17 0.08

Fringilla montifringilla 되새 WV 13 0.17

Carduelis sinica 방울새 Res 142 224 17 0.88 1 0.42

Carduelis spinus 검은머리방울새 WV 67 12 0.33 0.33

Emberiza cioides 멧새 Res 57 56 0.79 0.92

Emberiza rustica 쑥새 WV 1 0.08

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Res 39 3 15 0.54 0.08 0.38

Number of species 65 40 41 36

Number of individual 4802 1554 1961 1287

*Occurence: the status of the avian species on Jeju Island: res: resident, wv: winter visitor, Vag: vagrant, pm: passage migrant, sv: 
summer visitor

**Abbreviation: SH: Shrub forest, FL: Farmland, FO: For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