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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Birds are the birds that occupy the highest proportion in Korea, inland wetlands and reser-

voirs provide them with a good environment as habitat, but their habitats have been losing because

of thoughtless development. Therefore, artificial plant islands in reservoirs are important for improving

habitat environment and providing food resources. However, there are no research and standards on

the built and management of artificial plant islands. So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ensity of bird

using artificial plant island as habitat through monitoring using UAV focus on the Cheonho-reservoirs

located in Seobuk-gu, Cheonan-si(Middle Chungcheong Province). Further, the correlation analysis with

environmental factor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artificial plant islands as habitats for

water-birds. The supervised classification of the three-time images taken by the drone identified 244

white-billed ducks and 46 mandarin ducks. The utilization rate was different for each photographed

date, and more individuals were identified in wet artificial plant islands than dry on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tilization follow environmental factors, the distance from the trail showed a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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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icant correlation, and the other factor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s study is

the first case of the UAV monitoring method of the water-birds using artificial plant islands in the

reservoir, and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built and management.

Key Words：Biotope, Water birds, Multi-copter, Escape distance, NDVI, Anas poecilorhyncha, Aix ga-

lericulata

I. 서 론

우리나라 내 갯벌, 강 하구역 등의 습지생태

계는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이동하는 수조

류의 월동지 혹은 중간기착지로 활용되고 있다

(Kang et al., 2008). 특히 수조류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조류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종으로, 습지생태계는 이들에게 휴식 및 취

식 장소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Choi et

al., 2007). 이처럼 수조류 서식지로서 습지생태

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람사르협약 및 습지보

호지역 지정을 통해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내

륙습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수조류 등 야생

동물의 서식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Dugan,

1990; Moon et al., 2010).

우리나라는 과거 벼농사 발달로 인해 농업용

저수지가 국토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저수지는

수조류잠재 서식지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Leslie et al., 1994; Kwon et al., 2007). 그러나

대부분의 저수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수위 차가

커 수조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

하고 생태계 자정 순환 능력이 낮아 서식지로서

큰 한계가 있다. 이에 저수지 내 인공식물섬 조

성을 통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Kwon, 2007).

호소 내 인공식물섬 조성을 통한 침식 방지

및 수질 개선(Jung, 2006; Kim et al., 2013;

Kwon et al., 2009; Park et al., 2000) 연구와 플

랑크톤, 미생물 및 수생식물의 증가(Kim et al.,

2001 ; Kim et al., 2007; Lee et al., 2001)등 인

공식물섬의 효과 및 먹이자원 제공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인공식물섬을 이용하는 조류의

행동 및 환경 공간 특성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

한 현실이다. 또한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

관리 환경영향평가, 2013」에 따르면 저수지 내

대체서식지 조성은 단순히 저습지 중간에 건식

혹은 습식 인공식물섬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

고 있어 조류의 서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저수지를 서식지 및 월동 거

점으로 삼는 조류에 대한 인공식물섬의 이용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인공식물섬 조성 및 관

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분야에서는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극

복하고 있다(Sardà-Palomera et al., 2012). 그 중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는

지상에서 원격 조종, 사전 경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율비행 및 항공영상 촬영 기술을 의미하

며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아지

고 있다(Kim et al., 2014). UAV는 실시간 모니

터링 및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 식생지수 등을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군사, 측량 분야에서 활

용을 시작으로 최근 재난, 농업 및 환경 분야의

식생, 수질, 토양 모니터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Zhang and Kovacs. 2012; Song, 2019). 지

상 관측으로 인한 제한된 시야를 최소화하고,

육안 관측의 오차 등 한계를 크게 극복할 수 있

어 야생생물 모니터링 분야 UAV의 활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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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Cheonho- reservoir.

Main survey area is designated by solid line,

and artificial floating island is designated by

white dot

대두되고 있다(Park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저수지 내 인공식물섬을 대

상으로 수조류의 행동 특성을 UAV를 통해 모

니터링하고, UAV를 통해 취득한 환경 정보를

접목하여 저수지 내 수조류 이용특성을 파악하

고자 한다. 저수지를 이용하는 수조류 행동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 공간 특성을

확인하여 향후 대체서식지 측면 인공식물섬의

설계 및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

동과 안서동 일대에 조성된 천호저수지(이하 천

호지)를 대상이다(Fig 1). 천호지는 약 31만㎡의

넓은 면적을 갖는 천안 충남 내륙 지역 최대 저

수지이다. 과거부터 천호지는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와 원앙(Aix galericulata)

등 수조류의 중간기착지 및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천호지 인공식물섬 조성공사로 인

해 연꽃 등 수생식물의 활착을 돕는 4개의 습식

인공섬과 흙을 성토하여 버드나무류 및 초본이

식재된 12개의 건식 인공섬이 조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천호지에 조성된 습식 인공섬 4개와

건식 인공섬 12개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했다.

2. 연구 대상종

연구 대상종은 연구 기간 천호지에서 주로 관

찰된 흰뺨검둥오리와 원앙으로 선정했다. 흰뺨

검둥오리는 전국 하천, 호수, 늪, 소택지, 간척지

등의 습지에서 생활하는 텃새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습지생태계를 거점 및 서식지로 활용하고

있다(Won and Kim, 2011). 또한, 흰뺨검둥오리

는 겨울철이 되면 북방지역에서 내려와 월동하

는 겨울 철새이기도 하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327호로서 전국의 산간계

류에서 서식하는 우리나라 텃새이다. 번식기에

는 암수 외 무리를 구성하지 않으며, 비번식기

가 되면 겨울철 북방지역에서 번식하는 큰 무리

와 합류를 한다(Cho and Choi, 2002)

3. 도피거리 및 촬영고도 선정

야생동물은 자기방어를 위해 행동권 내 외부

침입이나 포식자의 등장에 회피하는 성향을 보

인다. 도피거리(Escape distance)는 야생동물이

행동권 내 침입을 인지하고 회피를 시작하는 거

리를 의미한다(Ruddock and Whitfield, 2007).

UAV를 통해 수조류의 저수지 내 서식 특성을

모니터링 하기 앞서, UAV의 출현 및 소음으로

인한 수조류 도피거리를 확인하였다. UVA가

발생시키는 소음은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중요

요인으로 관여되며(Brisson-Curadeau et al.,

2017), UAV를 포식 동물로 인식하여 개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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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UAV 도피거리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Vas et al., 2015; Brisson-Curadeau et al.,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UAV 교란으로 인한

백로류의 평균 도피거리는 52.9m±4.8로 확인되

었다(Park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UAV

의 법적 제한 고도인 150m를 고려하여 1m 단위

씩 하강하였으며, 수조류가 최초로 UAV를 인

식하는 도피거리를 측정하였다.

4. UAV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조류 모니터링은 운량 등 기상 상황을 고려

하여 2019년 3월 2주차부터 4월 1주차까지 약 3

주 동안 매주 2회 이상으로 진행하였다. UAV 촬

영은 천호지 내 대표 우점종인 흰뺨검둥오리의

서식지 이용패턴 및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수조

류 이동이 거의 없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

이에 주로 진행했다(Shin et al., 2016). UAV 기

체는 DJI사의 Inspire2 회전익 드론과 Zenmuse

X5S 카메라를 활용하였다(Table 1). 데이터 수집

을 위한 자동 이동 경로 및 촬영은 Pix4D

Capture(Pix4D Inc.)를 활용하였으며 종·횡중복

률 70%로 설정하여 영상자료를 취득했다.

Model DJI INSPIRES2

UAV Type Rotary wing

Flight altitude 2,500m

Flight speed 94km/h

Weight 3,440g

Flight time 23-27 mins

Take off/landing auto/manual

Table 1. Specification of DJI INSPIRES2

5. 인공식물섬 이용 수조류 개체 탐지

UAV를 통해 취득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공

식물섬을 이용하는 수조류 개체 모니터링을 진

행하였다. 무인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조류

개체군 동태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진이

나 영상을 통해서 조류의 종 단위의 분류에는

한계를 가지지만 군집 별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는 0.001%미만이었다(Nam et al., 2018). 또한

흰뺨검둥오리와 원앙과 같이 명확한 외향적 특

성을 지니는 수조류에 있어서는 종 단위의 분류

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am, 2018).

인공식물섬을 이용하는 수조류의 개체탐지는

ArcGIS 10.5 (ESRI Inc.)를 활용하여 각 날짜별

촬영된 이미지 중 수조류로 판단되는 위치에서

포인트를 추출하는 감독분류 기법을 활용했다.

건식 및 습식 인공섬 반경 5m 내 개체는 인공섬

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종(흰뺨검둥

오리 및 원앙)을 분류하여 표시하였다(Fig 2).

Figure 2. Marking of water-birds individuals using

ArcGIS. The water-birds marked by block box

6. 환경 공간 요인

인공식물섬의 공간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수

조류의 출현 패턴과 서식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

고자 총 5개의 환경요인을 선정하였다. 수조류

행동 특성에 미치는 식생 요인, 지형 요인, 간섭

요인으로 분류하여 수조류와의 상관성을 조사

하였다.

1) 식생 요인

식생 요인은 인공식물섬 별 식생이 차지하는

면적을 식생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수

조류가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은신처나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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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분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식생 및 녹지의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화식생지수)가 조류 다양

성 분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서 확인된 바 있다

(Song,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생 요인을

확인하고자식생건강도 및활력도평가에 보편적

으로 활용되는 NDVI를 활용하였다. NDVI는 기

체에 PARROT사의 COMS 센서 타입 SEQUOIA

멀티스펙트럼 카메라(Multispectral Camera)를 부

착하여 근적외선 밴드를 취득한 후 Pix4D Mapper

4.2.1(Pix4D Inc.)를 활용하여 도출했다.

2) 지형 요인 

수조류의 행동 특성에 대한 지형 요인을 확인

하고자 인공식물섬의 면적, 둘레복잡도지수, 인

공식물섬 간 거리 변수를 구축하였다. 지형 요

인은 무인항공기를 통해 촬영된 정사영상을 토

대로 인공식물섬을 디지타이징(Digitizing)하여

분석하였다. 둘레복잡도지수는 저수지의 둘레길

이를 동일면적의 원이 갖는 원주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Ryding and Rast 1992), 결과값이 ‘1’에

기준으로 하여 커질수록 둘레의 형태가 복잡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간섭 요인

일반적으로 조류는 자신의 행동권 내 인간의

침입에 영향받으며,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인간의 접근의 제한을 요구하는 간섭거리가 필

요하다(Song, 2018). 따라서 인공식물섬과 산책

로 간 거리를 통해 수조류에 미치는 간섭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천호지는 유동인구

가 많은 산책로에 둘러 쌓여있어 많은 간섭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인공식물섬과 산책로와의

거리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산책로와의 거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수치지형

도에서 구축하였으며, 앞서 구축된 인공식물섬

공간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정하였다.

7. 통계 분석

인공식물섬의 식생(NDVI), 지형(면적, 인공

식물섬 간 거리, 둘레복잡도) 및 간섭(산책로와

의 거리)요인과 연구 기간 출현한 수조류의 개

체 수의 연관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Pearson 상관분석은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

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상관계수 r값이 ±1

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음,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며 0에 가까워질수록 무시할 수 있는 선형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공섬을 이용하는 수조

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을 확인할 수 있

어, 향후 인공식물섬 조성 계획 및 지침에 활용

될 수 있는 환경요인을 도출하고자 진행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및 통계처리는 R 3.4.2와 R

Studio 3.4.2를 활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도피거리 및 촬영 최저고도 선정

흰뺨검둥오리와 같은 수면성 오리류는 월동기

간에 수계와농경지를이용하며, 먹이활동을 농경

지에서 주로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Baldassarre

and Bolen, 1994).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조류

의 모니터링을 시행한 인공식물섬은 취식지보다

는 휴식지로서 주된 이용을 보였다. 따라서 수조

류들이 UAV를위협요소로 판단하고 휴식장소를

빠르게 이동하는 시점을 도피거리 측정의 기준으

로 삼았다. UAV를 통해 천호지 내 흰뺨검둥오리

와 원앙의 도피거리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5m±0.5로 나타났다.

UAV를 통해 백로류의 도피거리를 측정한 선

행연구(52.9m±7.8)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UAV의 종류 및

크기 차이로 인한 소음 발생량, 관측 조류 종의

차이 등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

조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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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W1 W2 W3 W4 Sum

Anas
poecilo-
rhyncha

13
th

march 0 0 0 0 0 0 0 0 0 0 0 0 4 28 0 0 32

25
th

march 8 8 1 1 0 0 0 15 0 0 0 0 14 28 0 35 110

28th

march 8 0 0 15 0 0 13 9 0 0 0 0 2 26 4 23 100

Sum 16 8 1 16 0 0 13 24 0 0 0 0 20 82 4 58 242

Aix
galericulata

13
th

march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th

march 0 0 0 0 0 0 0 0 0 0 0 0 5 15 0 7 27

28
th

march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0 2 19

Sum 0 0 0 0 0 0 0 0 0 0 0 0 5 32 0 9 46

Total sum 16 8 1 16 0 0 13 24 0 0 0 0 25 116 4 67 290

D: dry artificial plant island, W: wet artificial plant island

Table 2. The individuals of Spot-billed duck and Mandarin duck depend on artificial plant island and date

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조류는 월동지

선택 후 특별한 방해요인이 없으면, 매년 동일

지역을 월동지로 이용한다(Kang et al. 2014). 저

수지 내 흰뺨검둥오리는 주변 환경요인으로부

터 적응한 텃새이자, 겨울 철새다. 따라서 개체

수 분석을 위한 UAV 최저 촬영고도의 기준은

본 실험결과에 따라 10m 이내로 설정했다. 그러

나 UAV의 배터리 용량과 저수지 면적을 고려

한 최대 드론 비행시간, 수조류 개체 판독분류

가 가능한 고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촬영고도를

60m로 선정하였다. 연구는 촬영고도 60m, 평균

1시간 30분간 배터리를 3회 교체하여 촬영을 실

시했다.

2. UAV영상을 통한 수조류 개체 탐지

약 3주간 8회 촬영을 실시했으나, 정확한 수

조류 개체 분류가 가능한 3월 13일, 25일, 28일

에 해당하는 3차례의 영상을 활용하여 수조류의

개체 수를 파악하였다. 저수지 내 12개의 건식

인공식물섬과 4개의 습식 인공식물섬에서는 흰

뺨검둥오리, 원앙이 확인되었다. 관측일에 따른

인공식물섬을 이용하는 수조류의 개체 수는 3월

13일에 건식을 제외한 습식 인공식물섬에서 흰

뺨검둥오리가 32개체 확인되었으며 원앙은 발

견되지 않아 연구기간 가장 적은 개체가 확인되

었다(Table 2). 3월 25일은 흰뺨검둥오리가 건식

인공식물섬에서 33개체, 습식 인공식물섬에서

77개체로 확인되었으며, 원앙이 27개체로 총

137개체가 분류되었다. 3월 28일은 흰뺨검둥오

리가 건식 인공식물섬에서 45개체, 습식 인공식

물섬에서 55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원앙은 습식

인공식물섬에서만 19개체가 확인되어 총 129개

체가 분류되었다.

인공식물섬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식 인공식

물섬에서 흰뺨검둥오리 총 78개체가 발견되었

지만, 원앙은 한 개체도 출현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습식 인공식물섬에서는 흰뺨검둥오리가

164개체, 원앙이 46개체가 출현하여 건식 인공

식물섬보다 이용 및 출현 빈도가 더 높았다. 특

히 원앙의 경우 건식 인공식물섬을 전혀 이용하

지 않았는데, 흰뺨검둥오리에 비해 저수지에 출

현한 전체 개체 수가 적었고, 두 종이 다른 생활

사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

전에 촬영된 영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어 먹이활

동 과정에서 수조류는 습식 인공 식물섬 이용률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수조류의 경우 오전·

오후에 따라 이동거리, 행동패턴 등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Shi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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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모니터링과 보다 지속적인 방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개

체에 직접 부착하는 원격무선추적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조류의 이동 시기, 이동 경로, 행동 패

턴 등을 다양한 규모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

다(Aebischer and Robertson, 1993; Yamaguchi

et al., 2008; Krementz et al., 2011).

3. 인공식물섬 환경요인

인공식물섬을 이용하는 수조류 개체 수 분포

와 인공식물섬 주변 환경요인과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Table 3), 주변 산책로와의 거리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환경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류의 출현 개

체수는 인공식물섬의 면적(r=0.152), 둘레복잡도

(r=0.078)가 높을수록 수조류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포식자의 위협과 방해요인으로 인해

저수지의 높은 둘레복잡도 지수는 수조류의 개

체 수를 감소시킨 선행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

였다(Moon et al., 2010). 이는 둘레복잡도가 커

질수록 수계 내 포식자의 접근이 올라가는 저수

지와는 달리 수조류가 주로 휴식을 취하는 장소

인 인공식물섬의 둘레복잡도가 커질수록 수변

의 길이가 증가하여, 포식자에 의한 위험과 방

해로부터 보다 쉬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된다. 결과적으로 저수지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Moon et al., 2010), 저수지 내 인공식물섬은 둘

레의 형태가 복잡할수록 수조류의 인공섬이용

과 안정적인 분포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식물섬 간의 거리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로서

(r=-0.143), 인공식물섬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공식물섬을 이용하는 개체 수가 증가하였다.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조각 및 패치의 규모와

연결성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패치 간의 높은 연결성은 서식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Turner et al., 2001; Benton et al.,

2003). 이에 패치규모와 조각 특성의 차이가 있

지만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인공식물섬

간 높은 연결성은 인공식물섬이 수조류의 휴식

및 먹이활동의 장소로서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패치규모, 조각

특성 및 종 차이등 수조류 서식처의 경관생태학

적 연구를 통해 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인공식물섬 주변 산책로와의 거리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서(r=0.529*, *=

p<0.05), 산책로와 거리가 클수록 인공식물섬을

이용하는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드론에 대한 수

조류의 교란 및 도피거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

았으나, 인간과 행동권의 직접적 충돌은 수조류

의 인공식물섬 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건식 인공식물섬의 경우 습식보다

저수지 내 산책로와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건식

인공식물섬에서 수조류의 개체수가 적은 것으

로 해석된다.

Shimada, 2001.에 의하면 흰뺨검둥오리가 위

협으로부터 적합한 서식지는 위협을 받을 때 이

동하는 거리와 교란과 간섭을 유발하는 도로의

길이를 곱한 면적이라 한다. 이에 인간 간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조류의 서식장소로서

인공식물섬을 산책로, 도로, 관찰대 등의 이격

거리를 두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수조류는 습지에 의존하여 사는 종으로,

습지가 있는 곳을 벗어나면 경계가 심해지는 양

상을 보인다. 따라서 산책로와의 거리보다 먼저,

건식과 습식의 차이가 출현 개체수 차이까지 영

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UAV를 제외한 현장 조사가 따로 이

루어지지 않아 대상지 내 종과 개체군의 분포,

서식환경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 추후에는 현

장 조사를 병행한 다방면의 조사가 진행되어 연

구의 한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식물섬 내 NDVI는 출현 수조류 개체 수

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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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ircle

Complexity

Distance

NDVIbetween

artificial islands
Road(Sidewalk)

Populaiton 0.076 0.078 -0.143 0.529
*

0.376

*p < 0.0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 affecting the population

를 나타냈다(r=0.376). 본 연구는 3월 개엽 이전

촬영되어 인공식물섬 내 식생들이 완전히 활착

되지 않았지만, 습식 인공식물섬 내부에 수생식

물과 건식 인공식물섬 내 초본 및 교목의 개엽

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어느정도 수조류 출현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활

용한 NDVI는 10cm급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수

조류 개체 단위의 환경변수를 분석하는데 용이

한 자료로 의의가 있으나 취득한 NDVI는 3월

한시기만을 고려한 영상으로 NDVI 시계열적

변화에 따른 수조류의 개체 수 변화를 정량적으

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수조류의 주 이용시기인 11월~3월 시

기 간 출현 데이터와 NDVI와 같이 시계열로 데

이터가 변하는 변수에 대해 지속적인 데이터 수

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UAV를 활용하여 저수지 내 인공

식물섬을 이용하는 수조류 모니터링을 위한 연

구로서, 흰뺨검둥오리와 원앙을 대상으로 인공

식물섬 이용 및 출현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더불어 인공식물섬의 환경요인에 따른 수조

류의 이용률을 파악했다. 수조류 모니터링을

위한 UAV 촬영고도 선정에 앞서 수조류의 도

피거리를 파악하였으며, 적절한 개체 분류가 가

능한 시점을 고려하여 촬영고도 60m로 진행하

였다. 3월 13, 25, 28일 세차례 실시된 UAV촬영

을 통해 수조류의 인공식물섬 이용특성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3월 13일 인공 식물섬 이용률

이 가장 낮았으나, 이는 천호지의 수조류 전체

개체 수를 대변할 수 없다. 인공식물섬 외 저수

지 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거나 주변 농경

지 및 초지에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는 인공식물섬뿐만 아니라 저수지

주변 환경과 저수지의 전반적인 수조류 모니터

링을 수행하여, 보다 정확한 저수지 내 서식패

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두 종 모두

건식 인공식물섬보다 습식 인공식물섬을 선호

하였으며 이는 흰뺨검둥오리와 원앙이 다른 생

활사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구의 기간이 짧고 촬영시간을 오전으로 한정

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수지 및 습지

의 수조류 모니터링을 위해 본 연구방법과 원격

무선추적기법을 병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서식

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인공식물섬의 환경요인에 따른 서식지 이

용특성을 살펴본 결과(table 3) 인공식물섬 면적,

둘레복잡도, 산책로와의 거리, 식생활력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공식물섬 간 거

리는 음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산책로와 거

리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지만

결과적으로, 인공식물섬의 면적이 크고 형태가

복잡하며 산책로와 거리가 멀고 인공식물섬간

거리가 가깝고 섬 내 식생 활착정도가 높아야

이용률이 높았다. 이에 저수지 내 인공식물섬의

효과적인 조성·관리 방안과 과학적인 기초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표본의 수가 적고 단기간 모니터링으

로서 한계가 있으며, 원앙과 흰뺨검둥오리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추후 연구를 통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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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수조류의 서

식처로 활용되는 내륙습지 및 저수지 등으로 확

대분석하고 다양한 수조류 종의 검증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조류의 인공식물섬

이용패턴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수지 내 생태계 건전성 확보 및

서식처 제공를 위해 조성되었던 인공식물섬을

무인항공기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수조류 이용

현황과 패턴을 파악하였다. 더나아가 주위 환경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인공식물섬을 과

학적인 조성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갖는 최초

의 연구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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