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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ur times on 2005 and 2006, respectively May and October to under-

stand the bird community and habitat using condition in the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DBJM). In this study, 34 species and 332 individuals were observed. The dominant species were

Passer montanus 22.0%, Pica pica 18.1%, Hypsipetes amaurotis 6.02% and Sinosuthora webbiana

5.72%, and the species diversity was 2.797. With migration, the highest number and percentage to the

lowest was residents 61.7%, summer visitors 26.5% and winter visitors 11.8%. Among 24 species

which bred(check or possibility) in the DBJM, canopy was 50.0%, hole was 37.5% and bush was

12.5% in their nesting guilds. In foraging guilds in breeding season was canopy was 58.1%, water was

19.3% and bush was 16.1%, and in non-breeding season, canopy was 54.8%, water 22.6% and bush

19.3%. For the habitats of the birds in the DBJM, wetlands including reservoir area were used by her-

ons, ducks and Hirundo rustica, grassland area was used by Sinosuthora webbiana, buntings and

Passer montanus, and forest area was used by Streptopelia orientalis, woodpeckers, Hypsipetes amaur-

otis and tits.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of birds observed in the DBJM was higher than

other urban parks. We suggest that this was attributed to various man-made habitats such as wetland

with reservoir, grassland and forest area constructed in the DBJM.

Key Words：guild, man-made habitat, species diversity, urb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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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한 도시화는 자

연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동반하였다. 현대사회

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

치 단체 및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도시민

의 삶의 질적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다

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의 가치는 시

민의 접근성, 편의시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등 인간 중심의 서비스 위주로 평가하였지만,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

공하고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중요

하게 평가한다(Shimazki et al., 2016).

도시공원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생물서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시 내

생물서식지 조성방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한 도시 소생물서식처 조성사업과 자연마

당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보전협력금 제도는 환경

오염 유발자가 피해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오염

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바탕으로

1972년 OECD에 의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

는 원칙으로 채택되었다(Kwak & Yoo, 2000).

생물서식지로서 도시공원과 생태계 복원지역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들 지역에 서식하

는 생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공

원 또는 생태계복원지역에서의 조류분포 연구

로는 경상남도의 도시공원(Lee et al., 2002), 서

울시 길동자연생태공원(Kim et al., 2004), 서울

남산도시자연공원(Lee et al., 2004; Lim 2008),

서울시 시가화지역(Hong & Kwak, 2011), 충남

천안시 도시공원(Song, 2015; 2017), 전북 익산

시 소라산 자연마당(Choi et al., 2019) 그리고

서울시 하천 생태계 복원지역(Kim & Koo,

2003) 등이 있다.

연구지역인 대구광역시 “불로고분 자연마당

사업”은 삼국시대 문화유산인 사적 제 262호 불

로고분군 내 폐경작지와 불법 건축 철거지를 생

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과 무

분별한 이용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하는 공

간을 복원함으로써 생물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기능 회복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문화 및 생태공간의 확보 등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자연마당사업 이후의 조류 서식현황

을 파악하고, 2) 복원되거나 새로이 조성된 생태

계가 조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3)

조류 서식지로서의 불로고분 자연마당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지역

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과 도동

일원의 사적 제 262호 불로고분공원 내 폐경작

지 지역, 불법 주거 건축물 철거지역 그리고 불

법경작지 및 주거철거지의 총 3개 지역으로서

약 94,678㎡이다(Figure 1). 계획의 편의상 3개

지역으로 구분된 공간을 제 1마당(약 19,090m
2
),

제 2마당(약 7,066m
2
), 제 3마당(약 58,522m

2
)으

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Figure 1).

2. 자연마당사업 추진내용

제 1마당은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 북서쪽

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인접하여 주거지역이 분

포하고 있다(Figure 1). 마을과 인접하여 진입부

에 소나무를, 주변에는 관목류 및 지피식물을

식재하였다. 제 1마당 동쪽의 산림과 인접한 지

역에는 대규모 초지를 조성하였고, 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피식물을 식재하였다.

제 1마당에는 계류를 복원하여 다양한 서식환경

을 조성하였고, 계류는 기존 지반 위에 성토하

여 생물서식지를 보존하였다. 그리고 자갈, SB

혼합토, 식생롤, 식생매트, 모래톱 그리고 양토

등 다양한 하상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생물서식

지와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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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였다.

제 2마당은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 남서쪽

에 있으며 공원의 기존 주차장 부지와 함께 습

지지역이 분포하고 있다(Figure 1). 맹꽁이 서식

지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둠벙을 조성하였다. 모

래와 자갈둔덕 그리고 자연석 놓기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생물서식지를 조성하였고, 소

나무와 갯버들 등의 목본류와 다양한 지피식물

의 식재를 통하여 다양한 생물의 먹이원과 서식

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였다.

제 3마당은 사업지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인

접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일부 주거지역이 존재

한다(Figure 1). 기존의 습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물서식지를 복원하였고, 대상종은 물총새와

오리류(Ducks) 등 이었다. 주변에는 다양한 지

피식물을 식재하여 경관향상 및 먹이원을 확보

하였으며 수변부로 다양한 수생식물의 식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존 산림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

고 최대한 기존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조류조사방법

조사는 2015년과 2016년 5월과 10월에 모두

4회 조사하였다. 조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

까지이며, 자료는 자연마당별로 정리하였다. 조

사방법은 선센서스(line census)와 정점센서스

(point census)를 병행하였다. 우점종과 종다양

도지수는 최대 개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연마당별로 조류군집과 종 구성의 유사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종다양도지수(H')(Shannon

and Weaver, 1949)와 유사도 지수(S)(Sørensen,

1948)를 구하였다.

H′= - ∑
s

i= 0
PilogPi

H′: 다양도, S: 전체 종수, Pi: i 번째에 속하

는 개체수의 비율(ni/N)로 계산 (N: 군집내의 전

체 개체수, ni: 각 종의 개체수)

S: 2C/(A+B) (A: A 지역의 출현 종 수, B: B

지역의 출현 종 수, C: A와 B 지역의 공통출현

종 수)

그리고 서식지 조건에 의한 조류군집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 조류의 길드(guild) 구

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길드는 ‘유사한 방식으

로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는 종들의 모임’이다

(Root, 1967). 이는 조류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접근과 관리를 위한 효과

적인 도구이며, 조류군집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

하고 서식지 구성요소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길드 개념을 이용한 조류 군집의 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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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소길드(nesting guild)와 취식(채이)길드(foraging

guild)로 나누었다. 영소길드는 조류가 영소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자에 따라 수동(hole), 수관층

(canopy), 덤불(bush) 그리고 물(water) 등으로 구

분하였으며, 취식길드는 조류가 먹이를 취식하

는 장소에 따라수관층, 덤불, 물및 지면(ground)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종에 대한길드의개념은다소넓은의미로사용

되었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지역에 나타

난 종의 습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번식길드는 조사지역에서 번식을 확인한 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류분포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관찰된 조류는

모두 34종 332개체였고, 최우점종은 참새로서

22.0%(73개체)였고 우점종은 까치 18.1%(60개

체), 직박구리 6.02%(20개체) 그리고 붉은머리

오목눈이 5.72%(19개체)의 순이었다(Table 1).

자연마당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은 원앙(천연

기념물)과 새매(천연기념물 및 환경부 멸종위기

2급) 2종이었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관찰된 조류의

종수는 18∼31종이었고 이는 경상남도 진주시

(Lee et al., 2002), 광주광역시(Lee & Lee, 2002)

와 천안시 도시공원(Song, 2015, 2017)의 조류

종수보다 많았다. 이는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

내에 습지(저수지 포함), 초지 그리고 산림지역

등의 서식환경이 조성되어 다양한 조류에게 서

식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의 각 지역별 종다양

도는 2.223∼2.731이었고(Table 1), 이는 광주광

역시 도시공원의 1.66∼2.18(Lee & Lee, 2002)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공원의 0.41∼2.13

(Song, 2015)과 0.47∼1.75(Song, 2017)보다 높

았고, 서울특별시 길동생태공원의 2.511(Kim et

al., 2004)과는 비슷하였다.

도시공원에서 조류 종다양성은 공원의 면적

과 형태, 식물의 피복률, 다양성 그리고 산림(녹

지)의 연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elle &

Monkkonen, 1990; Lee & Lee, 2002; Song,

2017). 특히, 도시공원은 개발과 시가화 등으로

소규모화, 파편화 및 고립화되었기 때문에 조류

종다양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파편화 및 고

립화되어 있는 도시공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Saura & Pascual-Hortal, 2007; Song, 2017). 그

리고 광주광역시와 천안시 도시공원보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조류의 많은 종수와 높

은 종다양도는 습지(저수지 포함), 산림 그리고

초지지역 등의 다양한 서식환경의 조성이 주요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도시지역에서 공원

을 조성할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면 조류를 포함한 생물 다

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마당별 유사도 지수는 1마당과 2마당에서

0.737로 가장 높았고, 1마당과 3마당에서 0.706,

2마당과 3마당에서 0.612였다(Table 2).

2. 조사지역별 조류분포

제 1마당에서 관찰된 조류의 종과 개체수는

20종 80개체였다. 최우점종은 까치 21.2%(17개

체)였고 우점종은 참새와 찌르레기 각 16.2%(13

개체) 그리고 멧비둘기와 붉은머리오목눈이 각

6.25%(5개체)의 순이었다. 종다양도는 2.518이

었다(Table 3). 제 2마당에서 관찰된 종과 개체

수는 18종 94개체였고, 우점종은 참새 37.2%(35

개체), 방울새 13.8%(13개체) 그리고 제비와 까

치 각 8.51%(8개체)의 순이었다. 종다양도지수

는 2.223이었다(Table 4). 그리고 제 3마당에서

관찰된 조류는 34종 332개체였고, 가장 많이 관

찰된 종은 참새로서 22.0%(73개체)였고 우점종

은 까치 18.1%(60개체), 직박구리 6.02%(20개

체) 그리고 찌르레기 4.52%(15개체)의 순이었

다. 조류 종다양도는 2.731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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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Madang
Total

Dom.

(%)1st 2nd 3rd

1. 원앙 Aix galericulata 1 1 0.30

2.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1 2 3 0.90

3. 쇠오리 Anas crecca 14 14 4.22

4. 왜가리 Ardea cinerea 1 1 0.30

5. 중대백로 Ardea alba 1 1 0.30

6.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a 1 1 0.30

7. 꿩 Phasianus colchicus 1 1 1 3 0.90

8.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5 3 2 10 3.01

9. 뻐꾸기 Cuculus canorus 1 1 0.30

10.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 1 2 3 0.90

11.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1 1 2 0.60

12. 청딱다구리 Picus canos 1 1 0.30

13. 새매 Accipiter nisus 1 1 0.30

14. 제비 Hirundo rustica 8 5 13 3.92

15. 때까치 Lanius bucephalus 2 1 3 0.90

16.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3 4 13 20 6.02

17.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2 2 5 9 2.71

18. 딱새 Phoenicurus auroreus 2 3 2 7 2.11

19. 흰배지빠귀 Turdus pallidus 1 1 0.30

20.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5 14 19 5.72

21.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1 2 5 8 2.41

22. 쇠박새 Poecile palustris 2 1 6 9 2.71

23. 진박새 Periparus ater 2 2 0.60

24. 박새 Parus major 3 3 3 9 2.71

25. 쑥새 Emberiza rustica 3 2 5 1.51

26.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2 4 4 10 3.01

27. 방울새 Chloris sinica 1 13 14 4.22

28. 참새 Passer montanus 13 35 25 73 22.0

29. 찌르레기 Sturnus cineraceus 13 2 15 4.52

30. 꾀꼬리 Oriolus chinensis 2 1 2 5 1.51

31. 어치 Garrulus glandarius 1 1 2 0.60

32. 물까치 Cyanopica cyana 1 3 4 1.20

33. 까치 Pica pica 17 8 35 60 18.1

34.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 2 0.60

Number of species 20 18 31 34

Number of individuals 80 94 158 332

Species diversity(H') 2.518 2.223 2.731 2.797

Table 1. Bird community in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2015-2016

Madang 1st 2nd 3rd

1st 0.737 0.706

2nd 0.612

Table 2. Comparison of simila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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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2015 2016
Max.

Dom.

(%)May Oct. May Oct.

1. 꿩 Phasianus colchicus 1 1 1 1 1.25

2.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2 3 5 5 5 6.25

3.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 1 1 1 1 1 1.25

4. 때까치 Lanius bucephalus 2 2 2.50

5.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3 3 3 3 3.75

6.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2 2 2.50

7. 딱새 Phoenicurus auroreus 1 1 2 2 2.50

8.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5 5 5 6.25

9.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1 1 1.25

10. 쇠박새 Poecile palustris 2 1 2 2.50

11. 박새 Parus major 2 3 2 2 3 3.75

12. 쑥새 Emberiza rustica 3 3 3.75

13.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2 2 2 2.50

14. 방울새 Chloris sinica 1 1 1.25

15. 참새 Passer montanus 10 10 13 13 16.2

16. 찌르레기 Sturnus cineraceus 13 13 16.2

17. 꾀꼬리 Oriolus chinensis 2 2 2.50

18. 어치 Garrulus glandarius 1 1 1.25

19. 물까치 Cyanopica cyana 1 1 1.25

20. 까치 Pica pica 7 17 7 15 17 21.2

Number of species 10 10 15 8 20

Number of individuals 34 46 55 31 80

Species diversity(H') 1.993 1.861 2.240 1.624 2.518

Table 3. Bird community in the 1st madang of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2015-2016

제 1마당은 초지와 산림지역을, 제 2마당은

둠벙을 그리고 제 3마당은 기존의 저수지와 물

길을 중점적으로 복원하였다. 마당별 복원효과

를 살펴보면 제 1마당의 우점종은 초지와 산림

에서 주로 서식하는 조류였고, 제 2마당은 둠벙

의 얕은 지역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제비가 우점

종이었고, 제 3마당은 습지를 서식지로 이용하

는 다양한 물새류(원앙,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왜가리 그리고 검은댕기해오라기 등)를 관찰하

였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는 서식지 복

원 유형에 따라 우점종과 서식하는 조류가 다르

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류 서식지 복원은 1) 복

원할 서식지의 유형, 2) 복원지역의 우점종 그리

고 3) 서식을 유도하는 종의 종류 등을 결정하

고 거기에 알맞게 서식지를 복원하여야 한다.

도시에서 생물서식지는 개발로 인하여 소규

모화, 고립화 또는 단절화되어 생물들의 서식환

경이 악화되고 서식이 어려워져 생물 다양성과

안정성이 급격히 낮아진다(Sukopp, 1990). 다양

한 도시공원의 조류군집에서 우점종은 참새, 까

치, 박새 그리고 멧비둘기 등이었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참새, 멧비둘기, 까치 그리고

박새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였다(Lee et al.,

2002; Kim et al., 2004).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

당의 조류 우점종도 과거 도시공원의 조사와 비

슷하였다. 도시생태계는 구조적, 기능적인 측면

에서 고유의 생태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생태계는 소규모화, 파편화, 고립화

또는 단절화된 경우가 많고, 개발지역에 소규모

로 넓게 흩어져 분포하는 패치화도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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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2015 2016
Max.

Dom.

(%)May Oct. May Oct.

1. 중대백로 Ardea alba 1 1 1.06

2.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1 1 1 1.06

3. 꿩 Phasianus colchicus 1 1 1.06

4.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1 3 3 3.19

5.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1 1 1.06

6. 제비 Hirundo rustica 8 3 8 8.51

7.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 3 4 4 4.26

8.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2 2 2.13

9. 딱새 Phoenicurus auroreus 1 2 3 3 3.19

10.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2 2 2.13

11. 쇠박새 Poecile palustris 1 1 1 1.06

12. 박새 Parus major 1 3 2 3 3 3.19

13.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4 2 4 4.26

14. 방울새 Chloris sinica 2 13 2 4 13 13.8

15. 참새 Passer montanus 5 35 15 5 35 37.2

16. 꾀꼬리 Oriolus chinensis 1 1 1.06

17. 물까치 Cyanopica cyana 3 3 3.19

18. 까치 Pica pica 3 2 8 5 8 8.51

Number of species 9 12 10 8 18

Number of individuals 23 67 39 29 94

Species diversity(H') 1.859 1.635 1.871 2.041 2.223

Table 4. Bird community in the 2nd madang of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2015-2016

되고 있다(Hong & Kwak, 2011). 도시공원을 포

함한 도시지역 산림은 인위적으로 조림한 식재

림의 비율이 높고, 인간간섭으로 인한 2차 천이

가 진행되어 다양한 식생유형이 파편화되어 분

포한다(Hong & Kwak, 2011). 이에 도시환경에

서 조류 서식지의 소규모화, 파편화 그리고 패

치화 등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의 감소, 훼손 및

파괴 등으로 도시공원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

종이 비슷하였고, 이는 도시공원의 조류분포가

빠르게 단순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 생각된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에서는 홍여

새와 찌르레기 등이 우점종이었는데, 이는 특정

시기에 두 종이 대규모 무리로 관찰되었기 때문

이다(Lee & Lee, 2002).

3. 조류 군집의 길드

대구불로고분자연마당에서관찰된조류 34종

을이동성에 따라나누어 보면텃새 61.7%(21종),

여름철새 26.5%(9종) 그리고겨울철새 11.8%(4종)

이었다.이동성에따라각종들의영소및취식길드

를나누어보면, 번식조류(확인또는가능성) 24종

의 영소길드는 수관층(Canopy)을 이용하는 종

50.0%(12종), 수동(Hole)을이용하는종 37.5%(9종)

그리고덤불(Bush)을이용하는종 12.5%(3종)이었

다(Table 5). 도시공원에서식하는조류의영소길드

는수관과수동을이용하는종이 80%이상이었다

(Lee & Lee, 2002; Kim et al., 2004). 특히, 교목이

잘발달한지역에서수관과수동이용율이비교적

높았다(Lee & Lee, 2002). 이외에 공원의외부를

이용하거나인공둥지를이용하는종이가장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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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2015 2016
Max.

Dom.
(%)May Oct. May Oct.

1. 왜가리 Ardea cinerea 1 1 0.63

2.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a 1 1 0.63

3. 원앙 Aix galericulata 1 1 0.63

4.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2 1 2 1.27

5. 쇠오리 Anas crecca 14 14 8.86

6. 꿩 Phasianus colchicus 1 1 1 0.63

7.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2 2 2 2 1.27

8. 뻐꾸기 Cuculus canorus 1 1 0.63

9.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 2 1 2 2 2 1.27

10.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1 1 1 1 0.63

11. 청딱다구리 Picus canos 1 1 0.63

12. 새매 Accipiter nisus 1 1 0.63

13. 제비 Hirundo rustica 5 2 5 3.16

14. 때까치 Lanius bucephalus 1 1 1 0.63

15.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3 13 2 7 13 8.23

16.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3 5 3 5 3.16

17. 딱새 Phoenicurus auroreus 2 1 1 1 2 1.27

18. 흰배지빠귀 Turdus pallidus 1 1 0.63

19.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3 14 13 7 14 8.86

20.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1 5 2 5 3.16

21. 쇠박새 Poecile palustris 2 4 6 3.80

22. 진박새 Periparus ater 1 2 2 2 1.27

23. 박새 Parus major 2 2 2 3 3 1.90

24. 쑥새 Emberiza rustica 2 2 1.27

25.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1 4 4 2.53

26. 참새 Passer montanus 9 25 10 25 15.8

27. 찌르레기 Sturnus cineraceus 2 2 1.27

28. 꾀꼬리 Oriolus chinensis 1 2 2 1.27

29. 어치 Garrulus glandarius 1 1 1 1 1 0.63

30. 까치 Pica pica 3 35 16 19 35 22.1

31.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 2 2 1.27

Number of species 20 3 17 19 31

Number of individuals 44 17 56 83 158

Species diversity(H') 2.738 2.128 2.296 2.464 2.731

Table 5. Bird community in the 3rd madang of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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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ing guild % (No. of species) Foraging guild
breeding non-breeding

% (No. of species)

Hole 37.5% ( 9 species)

Canopy 50.0% (12 species) Canopy 58.1% (18 species) 54.8% (17 species)

Bush 12.5% ( 3 species) Bush 16.1% ( 5 species) 19.3% ( 6 species)

Water Water 19.3% ( 6 species) 22.6% (7 species)

Table 6. Species number of nesting and foraging guilds observed birds in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Manmade habitats for birds Attracted or used birds for the habitats

First Madang
Wet and dry grasslands, small stream,

common rues and bee plants
Grey starlings, Black-naped Orioles

Second Madang Small stream, shallow wetland, shrubs
Spot-billed ducks, Tree swallows,

Oriental greenfinchs

Third Madang
Existed small pond, small stream and

wetland

Mandarin ducks, Spot-billed ducks,

Green-winged teals, Striated herons

Table 7. Manmade habitats and their major birds in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고, 수동을 이용하는 종은 현저히 낮았다(Lee et

al., 2002).

취식길드는 번식기와 비번식기로 나누었으며,

번식기에 관찰된 조류 31종은 수관층을 이용하는

종 58.1%(18종), 물(Water)을 이용하는 종 19.3%

(6종) 그리고 덤불을 이용하는 종 16.1%(5종)였

고, 비번식기에는 수관층을 이용하는 종 54.8%(17

종), 물을 이용하는 종 22.6%(7종) 그리고 덤불을

이용하는 종 19.3%(6종)의 순이었다(Table 5). 도

시공원에서의 취식길드는 수관에서 취식하는 종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Lee & Lee, 2002; Kim

et al., 2004).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덤불을 이용

하는 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Lee et al., 2002).

도시공원에서 조류의 영소길드 및 취식길드

는 지역에 따라 달랐고, 이는 각 지역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둥지자원 및 먹이자원이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Lee et al., 2002; Lee &

Lee, 2002; Kim et al., 2004).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의 도시공원에서 조류의 영소 및 취식길

드는 다른 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공원을 조성할 때 조류의 서식환경(둥지자원,

잠자리 그리고 피난처 등)과 먹이자원을 고려하

지 않은 산림조성과 공원시설물을 인간이 이용

하기 편리하도록 조성하여 조류 서식지가 부족

하고 생태적으로 불안정한 서식환경의 조성이

원인이었다(Lee et al., 2002). 그리고 인공둥지

의 설치가 많을수록 인공새집 이용률이 증가하

여 수동 영소길드를 이용하는 종이 적게 나타났

다(Lee et al., 2002).

4. 조류 서식지 이용 및 조성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각 마당별로 조

성된 주요 서식지와 그 서식지를 이용한 조류를

Table 6에 기술하였다. 관찰된 조류의 서식지 이

용현황은 저수지를 포함한 습지지역은 백로류

(Herons), 오리류(Ducks) 그리고 제비 등이 주로

이용하였고, 초지지역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멧

새류(Buntings), 참새 그리고 찌르레기 등이 이

용하였고, 산림지역는 멧비둘기, 딱따구리류

(Woodpeckers), 직박구리 그리고 박새류(Tits)

등이 서식지로 이용하였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

마당에서 새로이 조성된 얕은 습지는 인근에서

번식하는 제비가 둥지자원 및 취식지역으로 이

용하였다.

도시공원에서 인공둥지는 조류에게 좋은 둥

지자원을 제공해 준다(Lee et al., 2002;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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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Before After

1. 중대백로 Egretta alba modesta ●

2. 원앙 Aix galericulata ●

3.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

4. 쇠오리 Anas crecca ●

5. 꿩 Phasianus colchicus ● ●

6.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 ●

7. 뻐꾸기 Cuculus canorus ● ●

8. 파랑새 Eurystomus orientalis ●

9.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 ● ●

10.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

11. 청딱다구리 Picus canos ● ●

12. 새매 Accipiter nisus ●

13. 제비 Hirundo rustica ● ●

14. 때까치 Lanius bucephalus ●

15.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 ●

16.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

17. 딱새 Phoenicurus auroreus ● ●

18.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 ●

19.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 ●

20. 쇠박새 Poecile palustris ●

21. 진박새 Periparus ater ●

22. 박새 Parus major ● ●

23. 방울새 Carduelis sinica ussuriensis ● ●

24. 참새 Passer montanus ● ●

25. 찌르레기 Sturnus cineraceus ●

26. 꾀꼬리 Oriolus chinensis ●

27. 어치 Garrulus glandarius ●

28. 물까치 Cyanopica cyana

29. 까치 Pica pica ● ●

30.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

31. 쑥새 Emberiza rustica ●

32.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

Number of species 16 23

Table 8. Comparison of bird distribution in Daegu Bulnogoboon Jayeon Madang

al., 2004).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조류의

인공둥지 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10개의

인공둥지를 설치하였고, 2015년에 한 개, 2016

년에 두 개의 둥지를 이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에서 조류의 인공둥지 이용은 다양한

지역에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2; Lee et

al., 2002; Kim et al., 2004). 도시공원에서 인공

둥지를 설치하고, 습지(저수지, 연못 또는 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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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등)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공원에서 조류의

종수와 종다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

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 조성 전 1회의 조사

에서 관찰된 조류의 종수는 16종이었고 조성 후

에 관찰된 종은 모두 23종이었다. 조성 후에 새

로이 관찰된 종은 중대백로, 원앙, 흰뺨검둥오

리, 쇠오리, 새매 그리고 제비 등 14종이었고,

관찰되지 않은 종은 파랑새 1종이었다(Table 7).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 조성 전(1회 조사)과

조성 후(4회 조사)에 조사 횟수의 차이는 있지

만 조성 후에 비교적 많은 종이 관찰되었다. 새

로이 관찰된 종은 습지를 휴식 및 취식 지역으

로 이용하는 종이 많았고, 이는 자연마당 사업

에서 조성된 습지가 다양한 조류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복원지역에

서 조성된 습지와 초지는 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복원지역의 생물서

식기능을 향상시킨다(Choi et al., 2019). 자연마

당과 같은 서식지 조성 또는 복원이 조류분포와

종다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조성지역에 대한 자세한 조류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사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 복원효과는 첫째, 습지를 다양한 조류들

이 서식지로 이용하였고, 둘째, 인공새집에서 번

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류 종다양도는 다른

도시공원에 비하여 높았다. 이후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다양한 조류가 안정적으로 서식

하기 위해서는 1) 식재림의 자연림으로 천이가

이루어 지고, 2) 조성 또는 복원된 습지의 수심

및 식생의 관리 그리고 3) 습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식지 교란 저감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의 조류군

집 특성과 이들의 서식지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로서 2005년과 2006년 5월과 10월에 각 1회씩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에서 관찰된 종과 개체수

는 모두 34종 332개체였고, 이 중에서 우점종은

참새22.0%, 까치 18.1%, 직박구리 6.02% 그리

고 붉은머리오목눈이 5.72%였고, 종다양도지수

는 2.797이었다. 이동 특성에 따른 분류는 텃새

61.7%, 여름철새 26.5% 그리고 겨울철새 11.8%

의 순이었다.

번식을 확인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24종의 영

소길드는 수관층이 50.0%, 수동이 37.5% 그리

고 덤불이 12.5%(3종)였다. 취식길드는 번식기

의에 관찰된 31종 중 수관층이 58.1%, 물이

19.3% 그리고 덤불이 16.1%(5종)였고, 비번식

기에는 수관층, 물 그리고 덤불을 이용하는 종

이 각각 43.5%, 23.9%(7종) 그리고 21.7%의 순

이었다.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서식지 복원으

로 조성된 습지는 백로류와 오리류가 취식 및

휴식지역으로, 얕은 습지는 제비가 취식지역 및

둥지자원으로 이용하였고, 인공둥지에서 박새가

번식하였다. 이에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 조

성된 습지와 인공둥지는 다양한 조류에게 서식

지를 제공하였고, 자연마당의 조류 종다양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조류 서식지 복원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

해서는 복원 전과 후의 동일한 조사 횟수가 중

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구 불로고분

자연마당에서 복원 이전과 이후의 조류조사 횟

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생물서식지 복원 이

전에 지금보다 많은 조류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식지 복원 전과 후의 조류분포를 비

교·분석하여야 한다. 생물서식지 복원사업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시설계 단

계에서 유치를 목표로 하는 생물분류군을 설정

하고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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