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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에 따른 철새의 종·개체수 관계 분석 : 신안군 배낭기미습지

Analysis on Relationships of Migratory Birds Species·Population due to 
Water-Ecosystem : Shinan-gun Benangkimi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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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라남도 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재의 철새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배낭기미 습지는 다양한 종과 많은 수의

철새들이 관찰되는 장소이다. 철새의 서식환경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낭기미습지의 수리·수

문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수리·수문현장조사와 철새 중간 기착지 서식지이용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배낭기미습지의 수리·수문조사는 2015~2016년(2개년)의 기간 중 연 1~2회 현장계측을 실시하였다. 지형 및 지질, 강우,

수리특성, 습지의 상태에 따라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였고, 철새조사 지역과 동일한 3구역과 습지의 유출부 1구역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봄철과 가을철 철새의 이동시기에 배낭기미습지로 도래하는 이동성 소형 조류들을 중

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낭기미습지 내 서식환경을 크게 3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지역에 따른 개체수와 종을 조

사한 결과, 각 구역별 수심, 퇴적물 두께와 염도에 따라 서식환경이 달리 나타났으며, 철새가 선호하는 수리·수문특성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배낭기미습지의 과학적 관리방안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서식환경과 기초 수리·

수문자료의 연관성 검토를 통해 생태-수리학의 기초자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배낭기미습지, 수심, 퇴적물, 염도, 철새

ABSTRACT The Benangkimi wetland, which serves as a stopover place for migratory birds in the Dadohae Marine National

Park in Wando-gun, Jeollanam-do, is a place where various species and a large number of migratory birds are observed.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and scientific management plan for the habitat environment of migratory birds, we carried out field

survey of Benangkimi wetland. The field survey and survey on habitat use of migratory birds were conducted in parallel

to obtain the basic data of hydraulics and hydrology. The hydraulic and hydrological survey of Benangkimi wetland was

conducted 1-2 times a year during the period of 2015-2016 (two years). It was classified into 4 sectors according to the topography

and geology, rainfall, hydraulic characteristics, and wetland conditions. The 3 sectors same as the migratory birds survey sector and

the 1 sector as the inflow of the wetland were analyzed. The survey also focused on small migratory birds arriving at Benangkimi

wetland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season.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population and species in each section, the habitat

environmen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water depth, sediment thickness and salinity. Migratory birds prefer hydraulic

and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will be used for the scientific management of Benangkimi wetland, which serves as a

stopping point for migratory birds, and it will contribute to basic data of ecology - hydraulic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abitat environment and hydrological data.

KEYWORDS Benangkimi wetland, Water depth, Sediment thickness, Salinity, Migratory birds

서 론

배낭기미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상이 존재하는 서식지로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

낭기미 습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도서 지역들은 동아

시아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요충지로서, 매

년 다양한 종과 많은 수의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매년 봄

·가을철 마다 한반도를 통과하고 국내 도서지역을 중간기

착지로 이용하는 철새들에게 취식지 및 휴식지를 제공한다

(권영수 외, 2007; 김동원 외, 2009). 철새의 주요 중간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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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초적인

수리·수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리·수문 조사는 강우, 강수

량(rainfall, precipitation), 조위(tide level) 관측소 자료와 배

낭기미습지의 수심, 퇴적물 두께, 염도를 현장계측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관련 연구로는 최진환 외(2010)는 수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취식지 면적의 변화와 월동 수금류와의 관계를 조

사한 바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남·동판

·산남 3곳의 저수지에서 수심을 50 cm 이하, 50~100 cm,

100 cm 이상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면적과 각

종의 개체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수위별

과 각 종별로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백충렬 외(2010)에서는 수위변동에 따른 오리류의

서식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07년 9월

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6개월동안 충남 공주시를 가로지

르는 금강에 위치한 소학섬을 중심으로, 수면성 오리류(청

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원앙, 쇠오리)와 잠수성 오리류(흰

죽지, 댕기흰죽지, 흰뺨오리, 비오리)를 대상으로 하여, 연

도, 및 날짜별로 수위에 따른 개체수를 분석 및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공주대교 아래 댐 건설로 인한 돌보를 쌓기 이전

인 2007년 11월의 겨울철 수면성 오리류는 최대 2,059개체

였으며 예비조사 기간인 2006년와 비교하면 총 개체수의

큰 변동이 없었으나, 돌보가 완성된 2008년 11월에는 585개

체로 개체수가 약 1/4(25%) 감소하였으며, 12월에는 420개

체가 관찰하였다. 이는 돌보를 쌓음으로써 높아진 수위가

소학섬 인근의 많은 사구들을 유실시켰고, 또한 수면성 오

리류가 휴식을 취하는 강변의 둔치 역시 높아진 수위로 인

하여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반하여 깊은

수심을 선호하는 잠수성 오리류 및 일부 기타 조류들은 증

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수위 변동과 같은 수문특성이 철새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 연구는 있으나, 종·개체수 수준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과인 배낭기미 습지의 수리?

수문 특성과 철새의 종과 개체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서식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조사지역 및 방법

2.1 조사지역의 개황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배낭기미습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하여 철새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역할을 하

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6). 배낭기미습지의 서쪽에

위치한 흑산 제1수원지에서 담수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

며, 동쪽으로 50 m 떨어진 지점에 배낭기미해변 유출부로

해수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배낭기미 습지로

유입되는 담수는 흑산 제1수원지에서 월류의 형태로 공급

이 가장 주요한 인자로 확인되었다. 

배낭기미습지의 유역은 Fig. 1에서와 같으며 유역면적

0.4675 km2, 유역 길이 2.8020 km, 유로연장 0.8360 km, 유역

평균 경사 6.22°이며, 영산강 유역환경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라 흑산도의 토질은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낭기미습지의 토지이용은 초지, 삼림으로 분류

되어 있다(Fig. 1). 

2.2 조사기간 및 방법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철새 서식지)의 수리·수문 분야

의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퇴

적물 두께, 수위와 염도만을 계측하였다. 습지의 수리·수

문 분야 연구는 미비하기에 습지 생태계를 연관성을 분석

하였다.

배낭기미습지의 기초 수리·수문조사를 위한 계측지점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배

낭기미 습지와 유입되는 담수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측 지점에 따라 상류 제1수원지로부터 공급되는 유입원

에 대하여 A1에서의 분류전과 분류 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구간을 선정하였다. A2, A3, A4는 습지의 수리·수문학

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A1이후 나누어진 유입원에 대

Fig. 1. Basin of Benangkimi Wetland

Fig. 2. Observation Point of Benangkimi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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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 지점을 Fig. 2와 같이 나누었다. Table 1에 각 구역

의 면적과 전체 측정면적 대비 각 구역의 면적비율을 나타

내었다. 

2.2.1 수심계측

기존연구에서 습지의 염도가 수원지로부터의 방류량 및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로를 통하여 흐르는 유량을

측정하면 수심에 따른 습지의 염습화를 분석 할 수 있다. 수

심계측은 실제로 봄·가을 습지의 수심변화가 크다는 조사를

통하여 계절에 따른 수심변화가 염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수심계측 방법으로 배낭기미 습지의 폭이 넓지 않아 횡

단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 수심을 계측하였다. 세부 계

측방법으로 기준점을 선정하여 삼각대에 수준 측량기계를

설치한 후 일정 간격으로 표척을 이동시키며 레벨을 계측

하였다.

2.2.2 염도계측

배낭기미 습지는 해수와 담수의 밀도차로 인하여 배후습

지가 형성된 습지이다. 염도는 밀도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

으며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에도 영향을 주는 등 습지

의 염습화 분석에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에 따른 지점

별 염도의 계측이 필요하다.

본 현장 계측에서 염도계측 방법으로 배낭기미 습지의

선정된 계측지점별 표면 및 내부 수심 샘플을 최소 20 ml 이

상 확보 한 후 보정된 염도측정기기에 스포이드를 이용하

여 확보된 샘플을 자유낙하 시켜 계측하였다. 미국 지질조

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수질자료 수

집을 위한 현장매뉴얼(National Field Manual for the collection

of water-quality data)를 참고하여 샘플을 확보하였다. 단면의

면적에 따라 샘플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측정 장소 선정에 있어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장소, 주변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단면 형상

혹은 유속이 급변하는 지점 등을 제외하였다. 샘플 확보는

20 ml 이상 확보하였으며, 염도분석을 7일 이내 분석하였다.

얕은 수심의 경우 1점법(수면에서 수심의 60% 지점), 깊은

수심의 경우 2점법(수면에서 수심의 20, 80%지점)에서 측

정하였다(Fig. 3).

2.2.3 유속 및 유량계측

배낭기미 습지의 경우 유속에 의하여 수로바닥에 퇴적물

이 쌓일 수 있으며 쌓인 퇴적물은 습지의 염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습지의 유속을 계측하기 위하여 프로펠러 유속

계를 사용하였다. 흐름에 의하여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되

며 그 회전속도에 따라 습지의 유속을 계측한다. 횡단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유량조사사업단 유속측정 기준에

따라 수심 0.5~0.75 m를 경계로 수심 0.5 m 이하에서는 1점

법, 수심 0.75 m 이상에서는 2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하였다.

유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전자식 유량계를 사용 하여, 상

류 흑산도 제1수원지에서 유입되는 유량과 산봉우리에서

흘러내려와 수로 측벽으로 나오는 유량이 수로를 통하여

흐르게 된다. 흐름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하여 전자식 유량

계를 이용하여 유량조사사업단, 미 환경보호청(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기준에 따라

측정한다(EPA, 2006; EPA, 2008).

3. 결 과

3.1 배낭기미습지 수리·수문 변화

현장계측결과를 배낭기미 습지의 수심, 퇴적물 두께, 염

도에 관하여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Fig. 2.는 A1~A4로 나눈

조사구역을 측정을 위해서 세분화한 그림이다(Fig. 2). 

Table 1. Observation point of benangkimi wetland

Point Area (m2) Ratio (%)

A1 882 4.52

A2 2084 10.68

A3 2017 10.33

A4 1716 8.79

Unmeasured Area 12819 65.68

Total 19518 100

Fig. 3. Collection of water sample (Edwards and Glysson, 1999)



10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기상청에서 흑산도 관측소의 2015, 2016년도의 강수량

자료를 확인하였다. Fig. 4에서 배낭기미습지의 수리·수문을

수행한 월은 빨간색 막대로 표시하였으며, 이는 수심, 염도,

퇴적물의 변화와 강수량은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배낭기

미습지의 상류의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강수 시

여수로로 방류하기 때문에 강수량과 배낭기미습지의 수리·

수문 환경과 연관성이 크다. 저수지와 가장 근접한 A1 지역

의 2015년 9월의 수심이 가장 낮은 이유는 강수량이 다른

측정날짜보다 훨씬 적다. 2016년 10월의 경우는 전월 9월의

강수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1.1 수심

A4 지점 수심이 가장 깊었으며, A3, A2 지점으로 이동할

수록 수심이 얕아짐을 확인하였다. A3의 중간부에서 퇴적

물에 의하여 수심이 얕아지는 구간을 가지고 있었다. A1 상류

유입지점은 29.5 cm의 수심으로 상류원의 유입에서 유출로

진행될수록 수심이 얕아진다(Table 2).

배낭습지의 수심은 봄, 가을철에 높고 여름, 초가을에 상

대적으로 낮은 수심 분포를 보인다. A1의 경우 저수지 여수

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 변화가 강수량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수량이 풍부한

Fig. 4. Monthly rainfall data in Heuksan Island

Table 2. Results of water depth at observation poin

Point

2015.9 2016.4 2016.7 2016.10

Water Depth

(cm)

Mean

(cm)

Water Depth

(cm)

Mean

(cm)

Water Depth

(cm)

Mean

(cm)

Water Depth

(cm)

Mean

(cm)

A1

Point 1 28.0

40.7

38.0

48.7

44.0

49.7

42.0

48.7Point 2 62.0 67.0 65.0 69.0

Point 3 32.0 41.0 40.0 35.0

A2

Point 4 37.0

46.0

47.0

56.0

32.0

43.3

45.0

55.5
Point 5 40.0 51.0 39.0 50.0

Point 6 53.0 600 50.0 64.0

Point 7 54.0 66.0 52.0 63.0

A3

Point 8 88.0

58.0

90.0

66.1

73.0

54.3

89.0

68.7

Point 9 56.0 60.0 41.0 54.0

Point 10 48.0 55.0 500 61.0

Point 11 46.0 57.0 48.0 64.0

Point 12 51.0 57.0 53.0 58.0

Point 13 59.0 77.0 61.0 86.0

A4
Point 14 86.0

74.6
92.0

90.5
71.0

65.5
96.0

94.5
Point 15 63.0 89.0 60.0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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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A1은 수심이 증가한다. 여수로 바로 아래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A1지역의 퇴적물이 하류로 이송된다. 이

러한 퇴적물의 이송은 A1지역은 수심의 증가, A2~A4 구역은

수심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평균적으로 A4지점의 수심이

가장 깊었으며 이는 유출부의 막힘 현상에 따라 배낭기미

습지의 수심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2, A3지역은

A4수심보다 10~30 cm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 염도

A1 지점은 상류 수원지의 담수와 빗물이 유입되는 지점

으로 평균 2.6‰의 값을 가지며 A2, A3 지점에서는 평균염

도가 7.7‰, 10.4‰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해수의 조위에 의해 습지로 해수가 침투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 A4지점은 가장 낮은 2.1‰의 염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류의 담수 유입과 해수의 침투로 인하여 지

점별 염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A1지역은 저수지의 여수로 방류량으로 인해 염도가 해수에

가까운 A2~A4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강수량이 풍부

한 여름철에는 염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A3과 A4의 경우는

여름철에도 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낭기미습지의

월간 조위자료를 보면 여름철에 조위가 높아 해수가 습지

내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수의 유입구와 가까운

A3와 A4는 여름철에 염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1.3 퇴적물

상류 부유사의 유입으로 습지의 하상에서 유사의 퇴적이

관측되었으며, 상당한 오염이 진행되었다. A1-A4로 흐름이

진행됨에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떨어져 퇴

적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Table 4).

조류의 먹이원과 관련하여 하상에 퇴적물의 두께는 중요

한 인자이다. 여수로 방류량에 영향을 받는 A1의 경우 강수

량이 풍부한 여름철에는 두께가 얇게 나타났고 방류로 인해

퇴적물이 침식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방류로부터

영향이 적은 A2, A3, A4의 경우에도 유출입량이 많다고 판

Table 3. Results of Salinity at Observation Point

Point
2015.9 2016.4 2016.7 2016.10

Salinity (‰) Mean (‰) Salinity (‰) Mean (‰) Salinity(‰) Mean (‰) Salinity (‰) Mean (‰)

A1

Point 1 2.2

2.6

1.0

1.0

0.0

0.3

2.0

1.7Point 2 2.7 0.0 1.0 1.0

Point 3 3.0 2.0 0.0 2.0

A2

Point 4 7.4

7.7

3.0

2.7

2.0

1.5

2.0

3.3
Point 5 7.4 3.0 2.0 4.0

Point 6 7.3 1.0 1.0 3.0

Point 7 8.7 4.0 1.0 4.0

A3

Point 8 9.8

10.4

2.0

1.8

1.0

2.3

2.0

2.0

Point 9 9.7 2.0 4.0 2.0

Point 10 10.1 2.0 3.0 3.0

Point 11 10.1 3.0 2.0 3.0

Point 12 10.7 2.0 1.0 0.0

Point 13 12.2 0.0 3.0 2.0

A4
Point 14 2.1

2.1
2.0

1.5
3.0

3.5
1.0

1.5
Point 15 2.2 1.0 4.0 2.0

Fig. 5. Temporal variation of water depth Fig. 6. Temporal variation of s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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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여름철에 퇴적물의 두께가 얇게 나타났다. 

3.2 배낭기미습지 철새 종·개체수 변화

조류의 조사는 특정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정점조사

법과, 적절한 경로를 설정하여 도보로 경로 좌·우 일정 범위

를 조사하는 선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쌍안경과 망원

경을 이용한 육안관찰 및 울음소리로 종을 식별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5). 

배낭기미습지의 서식환경 별 구획(Fig. 8)을 살펴보면 수

리·수문 조사를 위한 관측 구획은 습지로 분류되어있다. A1

의 경우에는 초지구획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관측

점은 모두 습지 구획에 포함되어있다. 해당 구획의 조류 관

측결과, 개체수 대비 많은 종이 관찰되어 종 다양도와 종 풍

부도가 높게 나타났다. 갈대·골풀군락에서는 촉새(멧새과,

약 250 개체수(28.7%)), 검은딱새(솔딱새과, 약 86 개체수

(9.9%)), 제비(제비과, 약 50 개체수(5.4%)) 순으로 나타났고,

우점종 중 촉새, 제비, 흰뺨검둥오리는 초지, 나지, 경작지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갈대·골

풀군락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었으며 검은딱새와

개개비(5.0%)의 경우에는 갈대·골풀 군락에서만 모습을 드

러냈다. 수심별로 주요 물새류가 선호하는 서식지 수심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범위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난 촉새, 검은딱새, 제비 등은 수심 45~90 cm 까지 다양

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연구원(2015)에

따르면 동일 서식지에서 2015년 여름에 조사한 결과 검은

딱새(솔딱새과, 18.8%), 노랑턱멧새(멧새과, 16.1%), 촉새

(멧새과, 14.1%) 순으로 나타났다. 배낭기미습지의 수원이고

수심이 깊은 저수지에는 주로 왜가리과, 오리과, 백로과가

분포하였고, 산림지역에는 직박구리과, 오목눈이과, 동박

새과, 되새과 등이 분포하였다. 또한, 수심이 평균 50~60 cm

로 물새류보다는 산새류가 대부분 습지에서 나타났다(국립

공원관리공단, 2016). 

Table 4. Results of Sediment thickness at Observation Point

Point

2015.9 2016.4 2016.7 2016.10

Sediment Thickness 

(cm)

Mean 

(cm)

Sediment Thickness 

(cm)

Mean 

(cm)

Sediment Thickness 

(cm)

Mean 

(cm)

Sediment Thickness 

(cm)

Mean 

(cm)

A1

Point 1 7.6

9.3

28.0

26.7

10.0

8.0

22.0

22.3Point 2 9.9 20.0 8.0 16.0

Point 3 10.5 32.0 6.0 29.0

A2

Point 4 16.4

19.4

15.0

8.5

11.0

3.3

13.0

4.3
Point 5 16.7 5.0 0.0 0.0

Point 6 23.7 6.0 0.0 0.0

Point 7 20.6 8.0 2.0 4.0

A3

Point 8 14.2

24.7

10.0

16.3

4.0

10.8

6.0

13.2

Point 9 21.7 21.0 11.0 18.0

Point 10 30.7 10.0 13.0 12.0

Point 11 26.3 16.0 10.0 11.0

Point 12 21.4 20.0 14.0 16.0

Point 13 33.8 21.0 13.0 16.0

A4
Point 14 39.6

34.3
10.0

9.0
0.0

0.0
0.0

0.3
Point 15 29.0 8.0 0.0 0.5

Fig. 7. Temporal variation of sediment thickness
Fig. 8. Section by inhabited environment in benangkimi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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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수심에 따른 먹이원 조류의 분포

배낭기미습지에서 발견된 우점종의 먹이원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설물 분석을 수행하였다. 촉새, 검은딱새와 개개

비(휘파람새과)의 먹이원은 배설물을 수거하여 관측하였다.

Table 5는 배설물 내에서 발견된 먹이원의 종류와 크기 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개개비의 경우 총 2개체를 관찰하였고, 주요 섭식 먹이원은

주로 진딧물류로 나타났다. 진딧물류를 포함하여 먹이원이

된 분류군들은 식물조직과 함께 섭취되었으며, 이를 통해

식물조직에 앉아있는 곤충을 개개비가 사냥한 것으로 생각

된다. 검은딱새는 주로 소형 나방류의 유충과 성충을 섭식

하였다. 노랑턱멧새도 주로 진딧물류를 섭식하였고 우점종

인 촉새의 경우도 초본류나 관목의 줄기부분에서 집단으로

흡즙하는 진딧물류가 주요 먹이원으로 확인되었다(국립공

원관리공단, 2016). 배낭기미습지의 수심과 염도는 갈대·골

풀군락이 자라기에 적합하며 이는 곧 다양한 산새류의 종

과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대·골풀군락

은 진딧물류가 서식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러

한 진딧물류를 포식하는 곤충들도 산새류의 먹이원으로 분

류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진딧물류를 먹이원으로 하고 있

는 아래의 산새류들의 배설물에 유충, 성충 등의 곤충과 식

물조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및 고찰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철새 서식지)의 수생태의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심, 퇴적물 두께, 염도를 관측하였고,

2015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 봄, 여름, 초가을 3회에 거

려 수행하였다. 배낭기미습지 내에 갈대·골풀 지역을 4구역

(A1, A2, A3, A4)로 나누고 총 15개의 관측점에서 관측을 수

행하였다. A1 지점은 상류의 제1수원지의 영향을 받아 염

도나 퇴적물이 강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 변화가 눈에띈다.

비교적 상류 수원으로부터 거리가 있고 식생이 존재하는

A2~A4 구역은 수심의 변화나 퇴적물의 변화가 눈에 띄지

는 않으나 염도의 경우에 해수의 유출·입에 가까운 A4의 구

역은 염도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2~A4지역의 염도와 수심은 갈대·골풀 군락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줄기가 긴 갈대·골풀 군락의 영향으로 물새

류보다는 산새류가 많이 나타난다. 갈대·골풀 군락은 유속

이 없고 얕은 수심과 퇴적물이 존재하는 습지의 경우 번식

하기가 쉽고 갈대·골풀 군락의 줄기에 서식하는 진딧물이나

유충, 성충 등의 곤충이 조류들의 주요 먹이원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참새목 중 촉새와 검은딱새, 개개비 등의 조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조류의 종·개체수의 관측방법은 배설물 뿐만아니라 새소

리와 같은 청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조류가 나타난 위

치 혹은 분포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배설물의 경우에도 그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배설물을 이용해서 정확한 개체수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눈 구획별로 조류의

분포를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향후 더 정

확한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한다면 좀더 명확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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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od Source by Species

Species No. Order/Family ind. size

great reed warbler

1

Hymenoptera/Ichneumonidae sp.1 1 10-13 mm

Hymenoptera/Halictidae sp.1 1 10-13 mm

Hymenoptera/Lygaeidae sp.1 1 5-6 mm

Hymenoptera/Aphididae sp.1 50↑ 2-3 mm

2

Hymenoptera/Formicidae sp.1 5 2-3 mm

Hymenoptera/Coleoprera sp.1 1 5-6 mm

Hymenoptera/Aphididae sp.1 50↑ 2-3 mm

Stejneger’s Stonechat
1

Lepidoptera/Lepidoptera sp. 1 2-3 mm

Lepidoptera/Lepidoptera sp. 2↑ 4-5 mm

2 Lepidoptera/Lepidoptera sp. 2 2-3 mm

Yellow-throated Bunting

1 Plant particle

2 Hemiptera/Aphididae sp. 50↑ 4-5 mm

3 unidentified

4 Hemiptera/Aphididae sp. 10↑ 4-5 mm

Black-faced Bunting 1 Hemiptera/Aphididae sp. 30↑ 3-4 mm



14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Reference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6). Monitoring Man-

ual Chapter 14 : Salinity, Epa-842-b-06-003.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8). Methods for

evaluating wetland condition #20 Wetland Hydrology. EPA-

822-R-08-024.

Edwards, T. K., Glysson, G. D. (1999). Field methods for mea-

surement of fluvial sediment 3(C2). US Geological Survey;

Information Services.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국립공원관리공단 (2016). 조류조사·연구 결과 보고서. 국립공

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2015). 도서지역 철새 중간기착지 서식환

경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권영수, 김동원, 이후승, 권인기, 백운기, 유정칠 (2007). 경남

홍도일대에서 번식하거나 중간기착하는 조류. 한국조류학

회지. 14(1): 51-60.

김동원, 권영수, 유정칠 (2009). 경남 홍도를 경유하는 백로와

조류의 이동방향. 한국조류학회지. 16(2): 141-145.

백충렬, 이진희, 오태훈, 염광석, 한일훈, 정진우, 조삼래 (2010).

수위변동에 따른 오리류의 서식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

국조류학회지. 17(3): 205-216.

최진환, 문영민, 신주열, 유정칠 (2010). 수위에 따른 이용 가능

한 취식지 면적의 변화와 월동 수금류와의 관계, 한국조류

학회지. 17(4): 303-316.

Received

Revised

Accepted

April 27, 2018

June 19, 2018

June 27,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