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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연구
책임

이두표 1957. 6. 1. 고문 36년 이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
책임

이한수 1961. 5. 9.
대표
이사

33년 이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원 빙기창 1979. 5. 23.
총무
이사

13년 이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유재평 1968. 7. 8. 이사 27년 농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최원석 1988. 2. 10.
총무
간사

5년 이학박사수료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최송현 1967. 6. 6.
외부

연구원
29년

공학박사/
조경기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이수동 1974. 4. 1.
외부

연구원
22년 공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오현경 1974. 1. 10.
외부

연구원
19년

조경학박사/
생물분류기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김명철 1969. 3. 1.
외부

연구원
22년 이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김경태 1977. 3. 30.
외부

연구원
16년 조경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최승호 1970. 7. 14
외부

연구원
22년 이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안동하 1979. 10. 13
외부

연구원
21년 이학박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이상철 1982. 6. 13
외부

연구원
11년

공학박사/
조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원 이시완 1965. 6. 14.
연구
소장

25년 이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원 김인규 1971. 8. 21.
기초생태
연구소장

19년 농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원 강태한 1976. 2. 5.
응용생태
연구소장

17년 이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원 조해진 1978. 6. 3.
기초생태 
부소장

15년 조경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원 박치영 1980. 7. 18.
연구
팀장

11년 농학박사
공동

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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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구원 한승우 1983. 10. 26. 팀장 9년 농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원 정상민 1985. 12. 11. 팀장 6년 이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원 임은홍 1987. 4. 16. 연구원 6년 박사수료
공동

수급체

연구원 김달호 1979. 8. 9. 팀장 11년 박사수료
공동

수급체

연구원 송민정 1976. 6. 18. 팀장 15년 농학석사
공동

수급체
연구

보조원
이존국 1967.12.09.

외부
연구원

7년 농학석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

보조원
김은옥 1989.01.24.

외부
연구원

5년
석사수료/

생태복원기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

보조원
김우찬 1991.12.20.

외부
연구원

4년
석사수료/

생태복원기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

보조원
김정우 1991.06.23.

외부
연구원

4년 이학석사
주관연구

기관
연구

보조원
김보람 1982. 1. 14. 과장 9년 전문학사

공동
수급체

연구
보조원

이상보 1979. 3. 2. 팀장 1년 공학사
공동

수급체
연구

보조원
손장혁 1990. 8. 24. 사원 3년 이학사

공동
수급체

연구
보조원

김한나 1986. 6. 3. 사원 3년 인문학사
공동

수급체

연구
보조원

이오선 1978. 11. 3.
외부

연구원
- 이학박사

공동
수급체

연구
보조원

이재호 1983. 02. 05.
외부

연구원
- 이학석사

공동
수급체

보조원 배한준 1993.06.24.
외부

연구원
2년 -

주관연구
기관

보조원 이광규 1991.01.28
외부

연구원
2년 공학석사

주관연구
기관

보조원 조봉교 1991.10.15.
외부

연구원
2년 공학석사

주관연구
기관

보조원 유승봉 1992.11.02.
외부

연구원
2년

공학석사/
조경기사

주관연구
기관

보조원 신해선 1995.11.24.
외부

연구원
2년

이학사/
산림기사

주관연구
기관

보조원 장정은 1997.01.21.
외부

연구원
1년 이학사

주관연구
기관

보조원 오충현 1994.7.23.
외부

연구원
1년 이학사

주관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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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6년에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1987.7.),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1999.8.), 해양수산부에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1982.10.)되었음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 김해신공항 

건설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다수의 계획이 계획 

중에 있어 이로 인한 철새 서식지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됨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66년 지정된 이후 50년 동안 부분적으로 12차례 조정되어 

왔으나, 주변 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철새 도래 개체수가 지속감소 추세에 있어 

현황을 재점검하고 향후의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관리 방안이 요구됨

  ※ 개체수 변화 : 2015년 106,841 → 2016년 93,878 → 2017년 74.479 (부산광역시:최대개체수)

  ※ ’66.7월 232,358,458㎡→2017.12월 87,279,741㎡, 최근 12차 조정 2011.7.27.(부산광역시)

2. 과업의 필요성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지정(1966.7.23.)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화재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주변 

지역과 형평성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등 21건의 

완료된 사업이 있으며, 에코델타시티 등 14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에 따른 환경적 

변화와 철새 도래 개체수의 변화 등을 분석할 필요하고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의 친문

화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효율적 문화재구역 

조정과 문화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침이 필요한 시기임 

 특히, 대·중·소 권역화 조사와 관리방안 마련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 도출을 통해 정책 

방향의 제시 및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화재 구역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성별 보존방안 마련으로 규제행정의 효과성, 신뢰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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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동향

가. 국내 동향

 국내 수조류는 습지(강, 저수지, 하천 등의 수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여 서식하거나 월동하는 

야생조류로 전 세계적으로 32과 833종이 분포하며, 이중 국내에 도래 및 서식하는 수조류는 

176종으로, 우리나라 기록 종의 33.9%에 해당하며, 전 세계 수조류 비율인 8.6%보다 높음

 국내의 서·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경사가 완만하여 조수간만의 차가 커 갯벌이 

발달되어 있으며, 만조 시에는 물에 잠기어 광활한 하구를 이루는 지역이 많음. 

 갯벌 및 하구 지역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도요·물떼

새류의 중간기착지, 수금류의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음

 낙동강 하류 지역은 이러한 갯벌 및 하구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며,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보호지역(천연기념물 제179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보호지역은 대상에 따라 관련 기관인 문화재청(천연기념물 등),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 등), 

환경부(야생동물보호구역, 내륙습지보호구역 등), 해양수산부(연안습지보호구역 등), 지자체

(야생동물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철새 

모니터링에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철새와 연관된 서식지 분석과 먹이원과의 관련성 등은 

미흡한 게 현실임

 부산광역시와 문화재청에서 2003년 이후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기존 도출된 결과와 본 연구 결과 비교를 통해 중·장기적인 낙동강 하류 보호 관리 

방안 및 지정 구역 재설정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청 5

제1장. 과업 개요

나. 국외 동향

 Wetlands International은 1967년 물새류 모니터링을 위한 The International Waterbird 

Census (IWC)를 조직, 4대륙을 중심으로 물새류에 대한 국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Wetlands International의 물새류 국제 모니터링은 물새류에 대한 개체군 파악 및 물새류 

보호를 위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식별하고 물새류 개체군 보호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약 또는 국가 법률제정 등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영역에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2007년 국가 물위원회(National Water Commission)에서 호주의 물 자원 및 

가치가 높은 환경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습지와 습지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물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물새조사를 시행하여 물새 분석보고서(The 

National waterbird assessment report)를 발행하고 있음 

 물새의 개체군 증감과 보전 가치가 있는 습지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관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해외의 경우 이러한 물새류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우수지역에 대해 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

하고 람사르 습지 및 생물권보호지역 등으로의 등재를 통해 꾸준히 보호지역을 선정 관리하고 

있음

 정밀조사를 통해 구역의 적절성과 재설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서식지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계획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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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

나. 시간적 범위

  2019년 3월 18일 ∼ 2020년 3월 12일

다. 내용적 범위

  조류 서식, 번식, 이동 실태와 개체수 변화를 조사 

  식생 및 생물상 조사와 조류와의 영향 관계 분석, 교란 요인 조사 및 대응 방안

  문화재 구역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문화재 구역 조정에 따른 향후 10년간 전망과 영향분석

  철새도래지의 보존과 사업 지역 이용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방안 등

   ※ 공공기관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시각의 조사 자료 비교·분석으로 객관화된 자료 도출 및  

의견차이 발생 원인분석

  문화재 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유도방안 제시

라. 2차년도 연구 내용

1) 철새분포조사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의 모든 종을 대상으로 소권역별 개체수 조사 

  철새가 도래하는 서식지 특성에 따라 15 ~ 20개의 대권역 구분 후, 다시 경관생태학적인 

특성에 따라 수개의 소권역으로 구분 조사

  조사는 매월 1회씩 실시하며, 1회 조사는 1~2일에 완료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조사된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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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식실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번식하는 개개비,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등 여름철새의 번식실태 

조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조사된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3) 서식지 현황 및 특성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그 인근 지역에 철새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주요 철새서식지를 

파악하고 위치와 규모 등 현황을 파악

  주요 서식지의 훼손요인, 위험요인 등 방해요인을 조사 및 예측

4) 철새 이동 패턴 분석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그 인근에 도래하는 주요 철새들의 유형 구분 및 이들의 1일 이동 

패턴 조사 실시

5) 먹이자원

  철새 먹이자원을 유형별 구분하고 이들의 분포양상과 양적인 변화 추산

  철새 먹이자원의 유형에는 어류, 저서생물, 농작물, 습지식물 등을 포함

6) 생물조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조류 이외의 주요 생물상 조사 실시

  생물상에는 식물상, 식생현황,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등을 포함하여 조사 실시

7) 교란요인 조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란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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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철새분포조사

1) 조사 지역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수행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관리방안』의 보고서1)를 

참고하여 동일한 조사 위치로 대권역을 설정

   대권역은 총 1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권역은 현장조사 시 정점으로 활용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A1, A2, B1, B2』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류함

그림 1. 조사지역 대권역 구분도

1) 부산광역시, 2017.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238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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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주변지역(A권역) 일웅도 주변지역(B권역) 염막 주변지역(C권역)

맥도강 주변지역(D권역) 대저수문 주변지역(E권역) 서낙동강 주변지역(F권역)

장자~신자도 주변지역(G권역) 백합·도요등 주변지역(H권역) 대마등 주변지역(I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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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금머리등 주변지역(J권역) 진우도 주변지역(K권역) 삼락둔치 주변지역(L권역)

대저둔치 주변지역(M권역) 화명둔치 주변지역(N권역) 둔치도 주변지역(O권역)

그림 2. 낙동강 하류 지역 소권역 구분도 (부산광역시)

2) 조사방법

   현지조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월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며, 1회 조사는 

1일에 완료하였음 

   도요·물떼새의 도래 시기에는 물때 및 조류 도래현황 등의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4 ∼ 5개 팀이 동시에 일정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중복 카운트를 최소화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구성된 팀이 선조사(line census) 및 정점조사(point count census)를 

병행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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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도, 진우도, 백합등, 대마등의 섬 지역은 선박을 이용하여 조사함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에 대해서는 GPS좌표를 기록

   조류 군집 관찰은 반복 계수를 통해 개체수를 산정 오차를 최소화함

연도 월별 조류 조사 시기 비고

2019년

2월 20일 - 22일 1회

3월 27일 - 29일 1회

4월 24일 - 26일 1회

5월 29일 - 31일 1회

6월 19일 - 21일 1회

7월 22일 - 24일 1회

8월 21일 - 23일 1회

9월 16일 - 18일 1회

10월 16일 - 18일 1회

11월 20일 - 22일 1회

12월 18일 - 20일 1회

2020년 1월 13일 - 15일 1회

표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조류조사 시기

3) 문헌조사방법

   문헌을 참고하여 서식 가능성을 유추함

   문헌 조사 자료는 객관성이 확보되는 자료 위주로 선정  

   국가기관, 지자체, 관련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등을 선정하여 분석

4) 분석방법

   조류 대상 종은 2009년 조류학회 개정판 조류목록 기준으로 기재

   분포현황은 지도에 표기하고, 기준좌표(WGS84)를 설정

   분류기준은 야외원색도감 한국의새 개정증보판2)을 기준으로 분류

   관찰종의 분석은 우점도, 종다양도, 종풍부도 등을 산출 

   조사 횟수에 따른 중복카운트를 막기 위해 최대 개체수 합계로 산출

   각 조사지역별로 우점종 및 종다양도(H')를 분석

2)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타니구찌 타카시. 2014. 야외원색도감 한국의새 개정증보판. LG상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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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번식실태조사

1) 낙동강 하구 지역 모래섬에 번식하는 종(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에 대한 실태 조사 

   번식 종 실태 조사는 백합·도요등 및 대마등을 중심으로 조사실시

   번식 둥지가 확인될 시에는 전체 둥지에 표식(번식에 방해가 안되도록 설치) 

   누락되는 둥지를 감안, 확인된 둥지 및 전체 서식 개체수 대비 가능한 번식 쌍을 도출

2) 낙동강 주변에서 번식하는 개개비의 개체수 산정 

   낙동강 및 하구 지역에서 번식하는 개개비의 번식 쌍을 파악 

   조사 시 확인되는 울음소리를 활용하여 번식하는 개체수를 산정

   현장조사 시 개개비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좌표를 기록 

   기록된 좌표와 개개비의 행동영역을 고려하여 추정 개체수를 산정

3)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번식조류 조사 시기

   서식현황조사는 4월부터 조사를 실시하며, 번식조사는 5월부터 실시

   신자도, 장자도, 도요등, 백합등, 진우도 등 하구지역에 입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개개비의 경우 입도조사를 포함하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을 조사

번호 월별 번식 조사 시기 비고

1 4월 25일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개개비

2 5월 30일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개개비

3 6월 20일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개개비

4 7월 21일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개개비

5 8월 22일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개개비

표 2.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번식조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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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서식지 및 법정보호종 현황 

1) 주요 철새 서식지역 및 위치도 작성

   조류 군집은 분포도를 작성 및 주서식지에 대한 파악

   분포도는 수치지도를 활용하며, 필요시 위성지도(Google map, 다음지도) 등을 활용

주요조류 서식지역에 관한 분포도 

2)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분포양상 및 관찰지역 작성 

   GPS(Garmin, GPSMAP 62s, WGS84)를 이용하여 좌표를 획득, 

   관찰된 지점은 등급과 종에 따라 구분, 개체수가 많을 경우, 개체수에 관계없이 관찰된 종을 

중심으로 표기

법정보호종 관찰 위치도 예시



문화재청 17

제2장 연구 대상 및 방법

라. 철새 이동 패턴 분석

1)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활용한 분석

   철새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부착

   부착에 활용되는 추적기는 WT-300을 사용

2)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활용한 분석

   WT-300은 GPS-Mobile(GCT - 상용통신망 위치추적장치)기반 추적기임

   제품별 사양은 다음과 같음

항목 사양

무게 ○ 27g solar형  

수명 ○ 데이터 송수신 사용량에 따라 가변적

메모리 ○ 약 200,000회의 위치정보 저장 가능

사용가능온도 ○ -20℃∼60℃

대상종 ○ 최소 1kg이상의 조류·포유류에 적용 가능

비고

○ 연구목적에 따라 GPS-Mobile 수신횟수, GPS-Mobile 송신횟수 조절 가능

○ GPS-Mobile통신이 어려울 경우, 위치정보 자동 저장하여 차후 통신이 가능할 때 모두 송신

○ 로밍시스템 도입으로 국외 이동 현황 실시간 추적 가능

WT-300

구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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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생조류 포획방법 및 허가신청

   야생조류 포획은 자체 제작한 압축공기를 활용한 포획장치를 사용하였음 

   포획방법은 다음과 같음

포획장소 파악

↓

볍씨로 유인(5-7일 소요) / 유인되는 정도를 매일 확인

↓

최적 장소에 그물과 포획기를 설치 / 먹이 제공

↓

그물과 포획기에 대한 경계완화기간(3-5일 소요)

↓

최대로 유인된 오리류가 먹이 취식 시 모든 인력 대기

포획기 발사 및 포획

조류포획단계 및 포획된 조류사진 

   관련허가사항은 지자체에 야생동물포획허가를 신청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통해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한 후 포획을 실시함

4) 야생조류 위치추적기 부착지역 및 시기

   야생조류 포획은 2020년 1월 15일 을숙도생태공원습지에서 고방오리 총 5개체 포획

5) 야생조류 위치추적기 부착방법

   건강상태(무게, 외부상태 등)가 양호한 개체를 대상으로 추적기를 부착

   야생조류 추적장치는 조류의 등에 백팩 형태로 부착



문화재청 19

제2장 연구 대상 및 방법

   위치추적기 부착은 1㎏ 이상의 개체를 대상으로 진행

   부착 후 방사개체에 대해서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병행

야생조류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고방오리

번호 국 명 추적기 번호 추적기 부착날짜 부착 지역

1 고방오리 ke2001 2020년 1월 15일 을숙도 습지

2 고방오리 ke2002 2020년 1월 15일 을숙도 습지

3 고방오리 ke2003 2020년 1월 15일 을숙도 습지

4 고방오리 ke2004 2020년 1월 15일 을숙도 습지

5 고방오리 ke2005 2020년 1월 15일 을숙도 습지

표 3. 야생동물위치추적기 부착지역 및 시기

6) 1일 이동 패턴 및 서식지 현황 분석방법

   1 일 이동 패턴 분석은 주/야간으로 구분하였음 

   주간은 08:00, 12:00, 16:00, 야간은 20:00, 00:00, 04:00로 구분

   행동권 분석은 최소블록다각형법(Minimum Convex Polygon Method: MCP), 핵심분포

추정법(KernelDensity Estimation: KDE)을 이용

   핵심분포추정법(Kernel Density Estimation: KDE)은 95%, 90%, 50%로 분석

   축적된 위치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주로 활용하는 서식지를 분석

   김해국제공항의 보안 문제로 단순그림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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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먹이자원 분석

1) 먹이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농경지, 습지)에 대한 분포양상 분석

 가) 농경지 

   농경지에 대한 면적 분석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분석

 나) 습지

   습지에 대한 면적 분석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분석

2) 잠재 먹이원(어류, 저서생물, 습지식물)에 대한 분포 및 밀도 분석

 가) 어류

 ① 조사지점 및 시기

   낙동강 철새도래지 권역 내 6개 지점을 조사

   조사시기는 봄철(5월)과 가을철(9월)에 2회 조사 실시

조사지점 조사지명 비고

St. 1 M5(북구 화명동 일대 낙동강 하류 본류 구간

St. 2 D4(강서구 대저 2동 일대) 맥도

St. 3 O2(강서구 봉림동 일대) 둔치도(서낙동강)

St. 4 A2(사하구 장림동 일대) 낙동강 하구 을숙도 아래

St. 5 F1(강서구 식만동 일대) 중사도(서낙동강)

St. 6 K1(강서구 신호동 일대 진우도

표 4. 어류상 조사지점 

 ② 연구 내용 및 방법

   어류의 채집은 족대(5 × 5 ㎜)와 투망(6 × 6 ㎜)을 이용

   투망은 10회, 족대는 30분 정도 조사를 실시

   채집된 어류는 현장에서 가능한 동정하며, 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하고 방류

   사진촬영, 표본제작 등에 필요한 개체는 10% 포르말린액에 고정하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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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2000년 이후 본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어류의 문헌을 조사

    본 조사에서 확인된 어류상과 비교 분석 

 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① 조사지점 및 시기

   낙동강 철새도래지 권역 내 2개의 수계(낙동강 및 서낙동강)로 구분

   총 9개의 세부 조사지점을 설정, 총 2회(봄, 가을)수행

그림 3. 저서무척추동물 조사수계 및 구간 위치(9지점) 

 ② 연구 내용 및 방법

   수변부 조사는 한 조사지점에서 3회 이상 실시하였음 

   서버넷(Surber net), 드렛지(dredge)을 이용한 정량조사, 뜰채(hand net)를 이용한 정성

조사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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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료의 처리 및 동정

   현장에서 칼스 용액 및 95 % 에틸알코올로 시료를 고정

   생물량이 큰 대형 패류나 호소 퇴적물을 다량 포함한 시료는 포름알데하이드 20%와 아세

트산 2%를 서로 1:1로 혼합한 후에 고정액으로 사용

   실험실 내 골라내기 작업을 실시, 보존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보관

 ④ 시료의 처리 및 동정

   우점도, 종다양도, 균등도, 풍부도지수 등을 분석

   조류 등의 위 내용물 분석을 실시

   우점도지수(DI) = N 1 +N2
N

                    McNaughton(1967)

   다양도지수(H') = - ∑
S

i = 1
p i log 2p i, pi =

N i
N

   Shannon-Weaver(1949)

   균등도지수(J')  = H'
log 2S

                      Pielou(1975)

   풍부도지수(R1) = S - 1
lnN

                       Margalef(1958)

 다) 습지식물

   관속식물의 유형분류(수생태복원사업단)와 습지식물(수생태복원사업단, 2014)3), 자원식물

보호연구회(2008)4)도감을 기반으로 정리

     연구내용 및 방법

전체 식물상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습지식물을 선정하여 제시

      - 습지출현빈도에 의한 전체 관속식물의 유형 분류

      - 습지의 습한 정도와 수생형에 의한 습지식물의 유형 분류

      - 생육지의 유형 분류

      - 식물 생장형의 유형 분류

      - 계절성의 유형 분류 

      - 식물 생장형의 유형 분류

      - 계절성의 유형 분류

3) 수생태복원사업단, 2014. 우리나라의 습지식물. 151pp. 
4) 자원식물보호연구회, 2008. 한국의 수생식물과 생활주변식물도감. 862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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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물조사

1) 식물상 및 식생 조사

  가) 조사지점 및 시기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식물상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15일 동안 실시

   2018년(1차기)에는 4권역 섬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수행한 반면, 본 2019년(2차기) 

조사에서는 낙동강 하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구분 조사일시 비고

1차 조사(6월) 2019년 06월 10일 ~ 20일, 14일, 24일 낙동강하류지역 현지답사

2차 조사(7월) 2019년 07월 17일~18일, 24일 백합등 등 식물조사

3차 조사(8월) 2019년 08월 25일∼27일 을숙도 및 주변지역 식물조사

4차 조사 (9월) 2019년 09월 27일∼29일, 17일, 19일 진우도 등 식물조사

표 5. 식물상 조사지점 및 시기

구분 세부권역 세부지역

1권역 A, B, C, D 을숙도, 일웅도, 염막, 맥도강 일원

2권역 E, F, O 대저수문, 서낙동강, 둔치도 일원

3권역 N, M, L 화명둔치, 대저둔치, 상락둔치 일원

4권역 G, H, I, J, K 장자~신자도, 백합등, 도요등, 대마등, 맹금머리등, 진우도 일원

표 6. 식물상 조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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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식물상 조사범위

 나) 조사내용 및 방법

   식물에 대한 배열순서와 학명의 기재는 국가표준식물목록 및 국가생물종시직정보시스템 

의거하여 정리

   휴면형(Raunkiaer(1934)의 생활형), 번식형(지하기관형과 산포기관형) 및 생육형으로 구분

   조사지역 특성상 염생식물(심현보 등, 2009; 김은규, 2013) 도합 106분류군

 본 조사에서 확인된 식물자원 중 특이종 유형별 구분

   환경부(2005)의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식물 77분류군 

   희귀식물(산림청과 국립수목원, 2008)은 IUCN 평가기준에 따른 6개 범주에 해당되는 571

분류군

   한국특산식물은 국립수목원(2005)에서 선정한 328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국립환경과학원(2012)의 1,256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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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에서 확인된 식물자원 중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 구분

   귀화식물은 환경부(2014)의 333분류군

   생태계교란식물 14분류군 

 멸종위기식물 및 희귀식물에 대한 보전방안 제시

   멸종위기식물은 별도의 개체군 정밀조사 후 보전방안을 수립

   희귀식물은 취약종(VU) 이상의 유형을 대상으로 보전방안을 제시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Cmin≤NCD≤Cmax)

ΣCi : 식생단위 내의 i종의 피도 적산값

N : 전체 조사구 수

ni : i종이 출현한 조사구 수

  


×

NCDi : 대상 식생단위에 대한 i종의 기여도

NCDmax : 대상 식생단위 내의 기여도 최댓값

2) 식생

 가) 연구내용

   문화재지정구역 내 현존식생조사 및 현존식생에 따른 대표 식생군락의 군집구조 및 우수 

생태계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문화재지정구역 경계를 따라 GIS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실시

 나) 식생군집구조 조사방법

   식생조사는 식물사회학적 방법(Braun-Blanquet방법)을 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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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는 식물상 정보와 환경정보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각 층별로 출현 식물종은 

정량적으로 기록하고 군락분류는 식생자료를 이용한 표작업과 수리분석의 통합분류방법

(Becking R.W., 1975)5)으로 정밀도를 높였음

   섬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식생 유형을 대상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을 사용하여 

조사구를 설정

   식생조사는 각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초본식물을 대상으로 식물명, 우점도, 군도, 초장, 피도 

등을 파악

   조사 시기는 여름철에 실시하였다. 조사구내에 분포하는 초본식물을 대상으로 

Braun-Blanquet(Muller Dombois and Ellenber, 1964) 방법으로 측정

계급 기 준

r  대단히 드물게 출현한다.

+  소수이며 피도는 대단히 낮다.

1  다수이며 피도는 낮다. 또는 대단히 소수이나 피도는 약간 높다.

2  대단히 다수(단, 피도는 1/10 이하)또는 피도가 1/10～1/4이다.(단 개체수는 임의)

3  피도가 1/4～1/2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5  피도가 1/2～3/4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5  피도는 3/4이상으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표 7. 우점도(Dominance, D) 등급

구분 기 준

1  단독으로 생육하는것

2  군 또는 총상으로 생육하는것

3  방석모양으로 모여 나는것

4  융단모양으로 모여 남. 카페트 상태의 여러곳에 구멍이 뚫리고 그곳에 다른 종 출현

5  같은 종의 수관이 맞닿으면서 전면을 덮고 있는 상태

표 8. 군도(Sociality, S) 등급

5) Becking, R.W.,1957. The Z rich-Montpellier school of phytosociology. Bot. Rev. 23(7): 41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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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유류 조사

 가) 조사지점 및 시기

   조사지점은 조류의 대권역과 동일한 15개의 대권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

   현장조사는 4회로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를 수행 

구분 조사일시 비고

1차 조사 2019년 3월 27일 ~ 29일

2차 조사 (봄) 2019년 4월 24일 ~ 26일

3차 조사 (여름) 2019년 8월 21일 ~ 23일

4차 조사 (가을) 2019년 10월 16일 ~ 18일 무인센서카메라 포함

5차 조사 (겨울) 2020년 1월 13일 ~ 15일 무인센서카메라 포함

표 9. 포유류 현지조사 시기

 나) 현장조사방법

   포유류 현장조사는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서를 기준으로 수행

   현지조사는 직접조사방법 및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현지조사 시 박쥐목은 제외 소형포유류(설치류)는 관찰된 종만을 기록

   현지조사 시 모든 종에 대해서는 GPS좌표(Garmin, GPSMAP 62s, WGS84)를 기록 

   청문조사 및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조사를 병행

   환경부 지정 침입종(뉴트리아) 및 법정보호종은 출현지역에 대한 조사 및 좌표를 기록

 다)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인근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 위주로 선정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만을 선정하여 분석

3) 양서·파충류 조사

 가) 조사지점 및 시기

   조사지점은 조류의 대권역과 동일한 15개의 권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 

   현장조사는 3회 이상 조사를 수행

   맹꽁이(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의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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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일시 비고

1차 조사 2019년 2월 20일 ~ 23일 현지답사

2차 조사 (봄) 2019년 3월 27일 ~ 29일

3차 조사(추가) 2019년 6월 29일 ~ 21일 맹꽁이 조사

4차 조사 (여름) 2019년 7월 22일 ~ 24일 맹꽁이 조사

5차 조사 (가을) 2019년 10월 16일 ~ 18일

표 10. 양서·파충류 현지조사 시기 

 나) 현장조사방법

   양서·파충류 현장조사는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서를 기준으로 수행

   양서류의 현지조사는 직접관찰 또는 난(卵)을 통해 서식개체를 조사함

   산개구리류는 조사구간 계곡 및 농경지에서 조사를 실시 

   파충류는 출현빈도가 높은 임연부 등의 지역을 중심적으로 조사함

   외래종(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등)은 관찰시 주변지역 조사 후 관리방안 제시

   현지조사 시 모든 종은 GPS좌표(Garmin, GPSMAP 62s, WGS84)를 기록

 다) 문헌조사

   문헌조사 자료는 객관성이 확보되는 자료 위주로 선정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만을 선정

4) 곤충류 조사

 가) 조사지역 및 시기

   낙동강 철새도래지 권역 내에서 해양을 제외한 10개의 대권역을 중심으로 수행

   현장조사는 년 3회(계절별[봄, 여름, 가을]) 조사를 실시

구분 조사일시 비고

1차 조사 (봄) 2019년 5월 28~31일 10개 권역 전체

2차 조사(여름) 2019년 8월 14~16일 10개 권역 전체

3차 조사(가을) 2019년 10월 26~28일 10개 권역 전체

표 11. 곤충류 현지조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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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육상곤충 조사권역

(총 10개 권역, ⓧ 표시된 지역은 조사 제외)

 나) 현장조사방법

   현지조사는 임의채집법, 스위핑법 및 털어잡기법 등에 의해 채집을 실시

   주요 조사대상 분류군은 식별이 가능한 모든 곤충분류군을 포함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법적 보호종이나 생태계교란야생생물, 고유종, 국외반출승인

대상생물자원 등의 특정 분류군 포함여부에 대하여 확인

   육상곤충류의 채집 및 종확인은 포충망을 활용, 채어잡기, 쓸어잡기(sweeping), 털어잡기

(beating)를 통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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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란요인

   본 연구는 조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빛공해 및 소음 측정을 실시

   인위적 교란 요인을 중심으로 교란등급평가, 소권역별 교란등급을 분류

   식지가치평가 및 교란등급 분류를 실시

   교란등급의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6. 교란등급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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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새분포조사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체 조류 현황

1) 문헌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248종이 확인됨

   문헌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을 참고하였음

   생활형의 경우 겨울철새(WV)가 36.0%, 나그네새(PM)가 27.1%, 텃새(Res) 및 여름철새

(SV)가 각각 17.8%, 길잃은새(Vag) 1.2% 순으로 확인되어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확인됨

   법정보호종외 경우 총 46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음

   천연기념물은 26종,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10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7종

   현지조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조롱이, 벌매 등 2종이 추가로 확인됨

2) 현지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현지조사결과 총 146종 75,963 최대개체수 합계가 확인됨

   대권역별 종수 및 개체수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종 수 최대개체수
A대권역 84종 10,758개체
B대권역 82종 3,241개체
C대권역 81종 5,984개체
D대권역 63종 2,396개체
E대권역 48종 2,200개체
F대권역 77종 13,400개체
G대권역 38종 3,016개체
H대권역 37종 2,642개체
I대권역 65종 14,174개체
J대권역 27종 1,703개체
K대권역 35종 1,606개체
L대권역 49종 5,150개체
M대권역 52종 5,027개체
N대권역 47종 2,335개체
O대권역 46종 2,151개체

표 12.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대권역별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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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점종은 청둥오리가 18.8%, 흰뺨검둥오리 10.2%, 물닭 6.8%, 괭이갈매기와 큰기러기가 

각각 5.3% 순으로 확인됨

   생활형의 경우 겨울철새(WV)가 35.6%, 텃새(Res)가 26.0%, 여름철새(SV) 21.2%, 나그네새

(PM) 17.1% 순으로 확인됨

   법정보호종외 경우 현지조사에서 총 23종이 서식이 확인됨 

   천연기념물은 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7종으로 확인됨

3) 월별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월별 조사결과 12월에 8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됨. 

   개체수의 경우 11월에 29,721개체수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됨

그림 7.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월별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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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류군별 조사결과

   분류군별 조사는 총 14개 분류군으로 분석하였음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월별 전체 분류군은 다음과 같음

번호 국 명

월 별 최대
개체수
합계

2018 201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 기러기류
종수 2 1 2 2 2 2

개체수 1,226 10 1,295 1,684 2,802 2,802

2 고니류
종수 1 1 1 1 1 1 1

개체수 1,278 7 23 1,094 955 1,138 1,278

3
수면성

오리류

종수 9 10 7 2 2 1 4 4 7 9 11 10 12

개체수 5,070 2,104 556 527 330 290 756 2,081 3,022 16,112 14,800 11,336 17,878

4
잠수성

오리류

종수 7 3 3 1 1 3 6 7 7 7

개체수 1,050 443 37 1 1 1,174 1,446 1,352 1,750 1,991

5 아비류
종수 1 1

개체수 1 1

6 논병아리류
종수 3 2 2 1 2 2 3 3 3

개체수 102 33 7 2 16 184 231 321 346

7 저어새류
종수 1 1 1 1 1 1 1 1 1 1 2

개체수 4 5 1 16 16 5 13 30 12 20 46

8 백로류
종수 3 4 5 7 6 6 7 7 4 4 3 4 8

개체수 92 104 170 314 207 306 671 320 149 236 105 133 731

9 가마우지류
종수 2 2 2 2 2 2 2 2 2 2 2 2 2

개체수 147 47 10 14 7 3 18 6 187 1,833 350 274 1,833

10 맹금류
종수 8 4 4 6 3 4 5 4 5 8 8 7 15

개체수 14 12 8 20 7 22 19 19 15 35 57 40 96

11 뜸부기류
종수 2 2 2 2 2 2 2 2 2 2 2 2 2

개체수 2,559 1,126 211 23 8 14 34 25 328 3,338 2,362 3,512 3,529

12
도요·

물떼새류

종수 3 5 11 6 4 9 9 8 4 9 8 5 20

개체수 62 106 293 54 13 80 254 2,083 137 307 326 80 2,464

13 갈매기류
종수 5 5 5 4 3 5 5 4 5 4 5 5 10

개체수 703 1,013 458 130 117 2,538 210 424 451 1,493 2,284 840 4,322

14 기타 산새류
종수 27 25 29 33 25 28 27 23 27 29 33 29 61

개체수 2,171 1,832 1,500 2,928 1,856 1,225 1835 1,543 2,292 2,318 3,726 3,980 6,309

종 수 73 66 71 64 48 57 63 56 62 79 86 78 146 

개 체 수 14,478 6,843 3,251 4,028 2,561 4,478 3,803 6,515 7,794 29,721 28,244 26,226 43,626 

표 13.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월별 분류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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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권역별 조사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5개의 대권역과 68개의 소권역으로 조사됨

   소권역별 조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권역
소권역별 최대 종수 및 개체수 관찰지역

우점종(%) 법정보호종*
종 수 최 대 개 체 수

A대권역 A4지역 61종 A6지역 3,730개체 청둥오리(17.4%) 천:5,  멸Ⅱ:9

B대권역  B3지역 64종 B3지역 1,290개체 붉은머리오목눈이(9.7%) 천:3,  멸Ⅱ:3

C대권역 C5지역 60종 C5지역 1,794개체 쇠기러기(11.8%) 천:5, 멸Ⅰ:2 멸Ⅱ:5

D대권역 D4지역 53종 D2지역 770개체 참새(15.8%) 천:3, 멸Ⅱ:7

E대권역 E2지역, E3지역 36종 E3지역 954개체 물닭(18.7%) 천:2, 멸Ⅱ:1

F대권역 F3지역 50종 F3지역 4,602개체 청둥오리(28.4%) 천:4, 멸Ⅰ:1 멸Ⅱ:6

G대권역 G4지역 28종 G1지역 2,004개체 민물가마우지(46.5%) 천:6, 멸Ⅰ:3 멸Ⅱ:8

H대권역 H1지역 25종 H1지역 1,946개체 괭이갈매기(61.4%) 천:4, 멸Ⅰ:1 멸Ⅱ:5

I대권역 I4지역 52종 I4지역 8,174개체 청둥오리(36.5%) 천:6, 멸Ⅰ:2 멸Ⅱ:9

J대권역 J2지역 25종 J1지역 882개체 재갈매기(55.0%) 천:4, 멸Ⅰ:1 멸Ⅱ:4

K대권역 K2지역 25종 K2지역 1,233개체 괭이갈매기(61.5%) 천:2, 멸Ⅱ:3

L대권역 L2지역 40종 L2지역 2,410개체 큰기러기(22.2%) 천:3, 멸Ⅱ:2

M대권역 M1지역 40종 M2지역 2,183개체 흰뺨검둥오리(26.9%) 천:3, 멸Ⅱ:2

N대권역 N2지역 34종 N1지역 1,092개체 물닭(18.2%) 천:2, 멸Ⅰ:1 멸Ⅱ:1

O대권역 O1지역 35종 O2지역 1,683개체 떼까마귀(29.3%) 천:2, 멸Ⅱ:4

 법정보호종* : 천(천연기념물),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표 14.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소권역별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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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식실태조사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번식 현황

1)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 현황

 가)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서식 현황

   쇠제비 갈매기 및 흰물떼새 서식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국 명
현 지 조 사 최대

개체수
생활형

법정
보호종*

4월 5월 6월 7월 8월

1 쇠제비갈매기 26 12 1 3 1 26 SV

2 흰물떼새 8 9 26 4 26 PM

표 15.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서식현황 

 나)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현황

   소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총합계 비고

2003 667 68 735

낙동강생태계모터닝

2004 1,117 39 1,156

2005 1,579 34 1,613

2006 1,377 19 1,396

2007 1,415 77 1,492

2008 1,313 77 1,390

2009 1,302 40 1,342

2010 1,114 34 1,148

2011 741 35 776

2012 930 25 955

2013 552 4 556

2014 10 4 14

2015 0 10 10

2016 1 13 14

2017 1 1 2

2018 0 2 2 1차년도

2019 3 6 9 현지조사

(번식쌍 및 둥지수)

표 16.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연도별 번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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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개비 번식 현황

 가) 개개비 서식 및 번식 현황

   개개비 서식 및 번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국 명
현 지 조 사 최대

개체수
생활형

법정
보호종*

5월 6월 7월 8월 9월

1 개개비 680 247 38 14 - 680 SV

표 17. 개개비 서식 및 번식현황

그림 8.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개개비 서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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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지 현황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서식지 현황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요서식지 현지조사 결과

 가) 전체 현지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기 주요 서식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개체수

그림 9.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 주요 서식지 현황

 나) 대권역별 현지조사 결과

   대권역별 주요 서식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을숙도 주변지역(A권역) 일웅도 주변지역(B권역) 염막 주변지역(C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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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강 주변지역(D권역) 대저수문 주변지역(E권역) 서낙동강 주변지역(F권역)

장자·신자도 주변지역(G권역) 백합·도요등 주변지역(H권역) 대마등 주변지역(I권역)

맹금머리등 주변지역(J권역) 진우도 주변지역(K권역) 삼락둔치 주변지역(L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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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둔치 주변지역(M권역) 화명둔치 주변지역(N권역) 둔치도 주변지역(O권역)

그림 10.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소권역별 주요 조류 서식지

2) 법정보호종

 가) 대권역별 법정보호종 결과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은 전체 총 23종이 확인됨

   천연기념물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7종

   확인된 법종보호종 위치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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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별 법정보호종 결과

   확인된 월별 법종보호종은 다음과 같음

연 도 월 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018년

2월 7 2 8

3월 4 7

4월 4 1 3

5월 2 2 5

6월 2 1 2

7월 1 3

8월 5 2 4

9월 4 1 3

10월 2 4

11월 2 9

12월 8 1 9

2019년 1월 7 1 9

표 18. 월별 법정보호종 현황

4. 철새 이동 패턴 분석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이동경로 현황

1) 문헌조사 결과

 가) 청둥오리 이동경로 현황

   문헌조사 결과 2017년 1월에 을숙도(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청둥오리 6개체를 대상

으로 야생동물위치추적기(WT-300)를 부착

   부착된 청둥오리는 대부분 을숙도와 서낙동강 수계, 김해시의 농경지 등을 주로 이용

   을숙도와 서낙동강 수계는 휴식지로 이용

   김해시와 김해공항 인근 농경지에서는 취식지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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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청둥오리의 이동경로 현황

 나)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문헌조사 결과 2018년 1월에 을숙도(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고방오리 6개체를 대상

으로 야생동물위치추적기(WT-300)를 부착 

   부착된 고방오리는 대부분 을숙도와 서낙동강 하구와 하류 일부 지역, 김해시의 농경지 

등을 주로 이용

   청둥오리와 같은 결과로 을숙도와 서낙동강 수계는 휴식지로 이용

   김해시 인근 농경지에서는 취식지로 이용

그림 13.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고방오리의 이동경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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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결과

 가) 야생동물위치추적기 부착현황

   을숙도생태공원(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습지에서 야생동물위치추적기(WT-300)를 부착

   야생동물위치추적기 부착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국 명 추적기 번호 좌표 추적기 부착날짜 비고

1 고방오리 ke2001 160 2020년 1월 15일

2 고방오리 ke2002 152 2020년 1월 15일

3 고방오리 ke2003 31 2020년 1월 15일 송신두절

4 고방오리 ke2004 144 2020년 1월 15일

5 고방오리 ke2005 149 2020년 1월 15일

표 19. 야생동물위치추적기 부착현황 

 나)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이동경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국 명 추적기 번호 좌표
MCP
(㎢)

KDE
95%

KDE
90%

KDE
50%

비고

1 고방오리 ke2001 160 44.30 37.89 27.02 4.91

2 고방오리 ke2002 152 105.70 78.39 55.88 8.65

3 고방오리 ke2004 144 109.58 102.79 78.92 16.42

4 고방오리 ke2005 149 238.32 129.51 129.51 23.35

표 20.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다)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현지조사 결과 고방오리는 을숙도생태공원 습지에서 주로 활동, 

   주변 농경지를 취식지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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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오리(ke2001)이동경로 고방오리(ke2002)이동경로

고방오리(ke2004)이동경로 고방오리(ke2005)이동경로

그림 14.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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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방오리 서식지 이용 현황

   고방오리 서식지 이용률은 습지가 42.0% 가장 높았음

   농경지 및 수계(갯벌)는 취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번호 서식지

ke2001 ke2002 ke2004 ke2005 전체

좌표수
이용률

(%)
좌표수

이용률

(%)
좌표수

이용률

(%)
좌표수

이용률

(%)
좌표수

이용률

(%)

1 습지 75 46.9 74 48.7 54 37.5 51 34.2 254 42.0

2 수계 55 34.4 47 30.9 66 45.8 63 42.3 231 38.2

3 농경지 30 18.8 31 20.4 24 16.7 35 23.5 120 19.8

총합계 160 100.0 152 100.0 144 100.0 149 100.0 605 100.0

표 21. 고방오리 서식지 이용현황 

 라) 고방오리 전체 주·야간 서식지 이용 현황

   고방오리는 주·야간 서식지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고방오리 주간 서식지 이용현황 고방오리 야간 서식지 이용현황

그림 15. 고방오리 주·야간 서식지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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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먹이자원조사

가. 어류

1) 전체 출현종 현황

   본 조사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6목 8과 19종 656개체로 확인됨

   채집된 어류 중 농어목어류가 9종, 잉어목 어류가 6종, 청어목, 숭어목, 동갈치목, 복어목 

어류가 각각 1종씩 출현함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기수성 종은 모두 10종으로 전체 출현종의 

52.6%를 차치함

2) 계절별 출현종 현황

   봄철(5월)에 총 4목 5과 14종

   가을철(9~10월)에 총 4목 6과 17종

3) 특정 분류군 현황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음 

   외래종이며 생태계교란종은 배스와 블루길 2종이의 서식이 확인됨

나. 저서생물

1)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상

가) 전체 출현종 및 개체수 현존량 비율 현황

   낙동강 9개 조사지점에서는 총 4문 8강 21목 41과 58종, 평균 106.3 개체/m2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출현하였음

   주요 분류군별 출현 종수 및 개체수 현존량 비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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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별 출현종수 비율(통합)

그림 17.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별 개체수 현존량 비율(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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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사지점별 현황

   조사지점별 출현종수 및 개체수 현존량은 다음과 같음

그림 18. 낙동강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 및 개체수 현존량

 라) 우점종 및 아우점종 현황

   조사지점별 우점종을 및 아우점종은 다음과 같음

조사시기 A구역 D구역 E구역 F구역

1차(5월)

우점종 옆새우류 깔따구 sp.1 왼돌이물달팽이
수정또아리

물달팽이

우점율 70.0% 29.7% 50.0% 23.3%

아우점종 참갯지렁이 물달팽이 깔따구 sp.1 물자라

우점율 18.2% 23.0% 22.6% 21.5%

2차(10월)

우점종 옆새우류 징거미새우 왼돌이물달팽이
수정또아리

물달팽이

우점율 66.0% 55.0% 29.2% 75.5%

아우점종 풀게 등검은실잠자리 왼돌이물달팽이 왼돌이물달팽이

우점율 19.3% 30.0% 29.2% 9.4%

표 22. 낙동강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우점종 및 아우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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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H구역 K구역 L구역 N구역 O구역

1차(5월)

우점종 곤쟁이류 옆새우류 주름다슬기 징거미새우
왼돌이

물달팽이

우점율 99.0% 53.8% 18.2% 33.3% 69.8%

아우점종 옆새우류
둥근입기수

우렁이
주름다슬기

왼돌이

물달팽이
물달팽이

우점율 1.0% 23.1% 18.2% 16.7% 17.9%

2차(10월)

우점종 옆새우류
흑색반점기수

우렁이

뾰족쨈물

우렁이
쇠우렁이 징거미새우

우점율 75.0% 55.2% 37.5% 28.6% 55.6%

아우점종 실지렁이 옆새우류
또아리

물달팽이
쇠우렁이 깔따구 sp.1

우점율 25.0% 17.2% 25.0% 28.6% 16.7%

표 23. 낙동강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우점종 및 아우점종(계속)

 마) 군집지수 현황

   조사지점별 군집지수는 다음과 같음

그림 19. 낙동강 수계의 지점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지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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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지식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습지식물은 습생식물 54분류군, 정수식물 16분류군, 부엽식물 4

분류군, 침수식물 4분류군으로 도합 82분류군이 확인

   새섬매자기는 낙동강 하류가 간조시에 대규모 군락이 노출되어 큰고니 등 겨울철새의 

중요한 먹이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을숙도와 그 외 섬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개체군이 

적거나 군락면적은 작은 편

   이 밖에도 겨울철새들의 좋은 먹이자원으로 지채 열매와 갈대 및 천일사초 뿌리가 있으며, 

갈대와 천일사초는 현재 개체군 및 군락면적은 충분

   침수식물은 다수 유동적이지만 산발적 분포, 충분한 먹이자원으로 가치가 있음

 가) 기존 공급 먹이자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철새 먹이 급여 지역은 다음과 같음

그림 20. 낙동강 하구 철새 먹이주기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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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이자원 조사

   큰고니 등 철새가 먹이자원으로 이용하는 새섬매자기 면적은 다음과 같음

대상지 조사구 면적(㎡)

명지갯벌 19 245,821 

을숙도 9 109,575 

맹금머리등 11 277,624 

진우도, 신자도 -

합 계 633,020 

표 24. 큰고니 먹이량 산출을 위한 새섬매자기 면적 

※ 부산광역시(2018) 보고서를 참고하여 면적 재산출

위치
㎡당 괴경량(g) 환산중량(㎏)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을숙도

(109,575㎡)
9.32 106.69 40.62 1,021.24 11,690.56 4,450.94

명지갯벌

(245,821㎡)
2.87 164.25 58.26 705.51 40,376.10 14,321.53

맹금머리등

(277,624㎡)
5.81 127.39 46.07 1,613.00 35,366.52 12,790.14 

표 25. 새섬매자기 건조 전 괴경량 산정 

위치
㎡당 괴경량(g) 환산중량(㎏)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을숙도

(109,575㎡)
2.02 23.18 8.33 221.34 2,539.95 912.76

명지갯벌

(245,821㎡)
0.62 35.69 12.66 152.41 8,773.35 3,112.09

맹금머리등

(277,624㎡)
1.26 27.68 10.01 349.81 7,684.63 2,779.02

표 26. 새섬매자기 건조 후 괴경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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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경지 

   철새가 취식지로 이용하는 농경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분류 중분류 면적(㎢) 비율(%)

농업지역

논 91.37 69.1

밭 28.54 21.6

하우스재배지 7.81 5.9

과수원 3.44 2.6

기타재배지 1.11 0.8

합계 132.27 100.00 

표 27. 토지피복도 중분류 농경지 현황 분석

6. 생물조사

가. 식물상

1) 전체 관속식물상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전체 관속식물상은105과 308속 480종 4아종 40변종 7품종 

3교잡종으로 총 534분류군(taxa) 확인

   권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에서 95과 432분류군, 2권역에서 84과 420분류군, 3권역에서 

76과 375분류군, 4권역에서 51과 191분류군이 확인

2) 생활형

 가) 휴면형 

   전체 534분류군 중 반지중식물(Hemicryptophytes)이 100분류군(18.7%), 1년생 식물

(Therophytes)이 94분류군(17.6%) 등의 순으로 분석

 나) 번식형

    전체 534분류군 중 지하나 지상에 연결체를 전혀 만들지 않는 단립식물(R5)이 358분류군

(67.0%), 근경이 짧게 분지하고 가장 좁은 범위의 연결체를 갖는 식물(R3)이 60분류군

(11.2%) 순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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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포기관형(Disseminule form)은 중력산포형(D4)이 251분류군(47.0%), 풍수산포형

(D1)이 114분류군(21.3%) 등의 순으로 분석

 다) 생육형

   전체 534분류군 중 지상부에 주축이 분명한 직립형(e)이 200분류군(37.5%), 로제트 직립형

(t)이 57분류군(16.3%) 등의 순으로 분석

3) 염생식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염생식물은 갈대, 새섬매자기, 가는갯는쟁이, 칠면초, 해홍나물, 

지채 등 총 52분류군이 확인

4) 희귀식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희귀식물은 식재종(4분류군)을 제외한 쥐방울덩굴, 새박, 갯방풍, 

자라풀, 모새달, 큰옥매듭풀, 벗풀 등 총 7분류군이 확인

5) 특산식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특산식물은 식재종(4분류군)을 제외한 능수버들, 키버들 등 총 

2분류군이 확인

6) 구계학적 특정식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98분류군이 확인

   Ⅴ등급에 3분류군, Ⅳ등급 3분류군, Ⅲ등급 8분류군, Ⅱ등급 3분류군, Ⅰ등급 29분류군

7)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귀화식물은 45분류군이 확인

   Ⅴ등급에 3분류군,  Ⅳ등급 3분류군, Ⅲ등급 8분류군, Ⅱ등급 3분류군, Ⅰ등급 29분류군

   귀화율(NR)은 18.3%, 도시화지수(UI)는 29.4%

   생태계교란식물은 애기수영, 가시박,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양미

역취,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등 총 11분류군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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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생현황

1) 식생군집조사 결과

 가) 도요등

   도요등에서 설치한 조사구는 외해와 직겁 접하는 지역으로 해풍의 영향을 받는 상태임

   전 지역에 갈대, 통보리사초 등이 우점

   염분의 영향에 따라 갈대,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의 우점도가 다르게 혼효되어 분포

 나) 맹금머리등

   맹금머리등은 낙동강 하구의 동측에 입지, 무지개공단과 인접

   상류로부터 물흐름을 직접받고 있으며, 하류부분은 퇴적이 진행되고 있음

   위에 특성에 따라 간조시 갯벌이 드러나면 새섬매가지가 분포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됨

   아래쪽으로 백합등, 도요등이 인접하여 해풍의 영향이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됨

   식생은 상부에 갈대, 갯벌에 새섬매자기,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

 다) 명지갯벌

   명지갯벌은 낙동강 하구 서측에 입지, 명지동과의 사이에 선박이 운항하는 수로가 있음

   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간조시 광범위한 갯벌이 출현

   겨울철 고니류, 기러기류, 이동시기에 도요·물떼새 휴식지 및 섭식지로 중요한 지역임

   식생은 새섬매자기,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

 라) 백합등

   백합등은 남쪽에 도요등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해풍의 영향이 적음

   목본으로 아까시나무, 곰솔, 초본으로 갈대, 모세달, 우산잔디, 천일사초 등이 우점

   수변으로부터 거리, 염분의 영향 등에 따라 변화가 다양함

   다만 해풍의 영향으로 아까시나무, 곰솔의 수고가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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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을숙도

   을숙도와 인접하며 남단에 위치한 갯벌은 남쪽으로 갈대군락이 길게 분포

   을숙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흐르는 낙동강의 영향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됨

   남단 갯벌은 퇴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섬매자기가 분포

   식생은 상부 좌우에 갈개, 갯벌에는 새섬매자기,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

 바) 진우도

   진우도는 낙동강 하구의 서쪽에 위치, 외해와 인접하여 해풍에 영향이 가장 많음

   목본은 현사시나무, 곰솔, 초본은 갈대, 띠, 통보리사초 등이 우점

   수변으로부터의 거리, 해풍에 따른 영향 정도에 따라 식생변화가 다양함

   해풍의 영향이 강한 외해와 인접한 수변은 토양침식, 식생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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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유류

1) 낙동강 하류 전체 포유류 현황

   포유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15종이 확인됨

   현지조사결과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총 9종이 확인됨

   지역별로는 을숙도가 위치한 A 대권역에서 9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됨, 

   법정보호종의 경우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과 삵(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2종이 확인됨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서식이 확인됨

2) 법정보호종

   침입종 및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 법정보호종 관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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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서·파충류

1) 낙동강 하류 전체 양서·파충류 현황

   양서·파충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25종(양서류:11종, 파충류:14종)이 확인됨, 

   현지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양서·파충류는 총 13종(양서류:6종, 파충류:7종)이 확인됨

   지역별로는 을숙도가 위치한 A대권역, 대저수문 지역인 E대권역, 화명생태공원이 위치한 

N 대권역에서 각각 8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됨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확인됨

   침입종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2종이 확인됨

2) 법정보호종 및 침입종

   침입종 및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2. 법정보호종 및 침입종 서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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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곤충류

1) 곤충상

 가) 전체 출현종 현황

   현지조사 결과 총 11목 69과 168종의 육상곤충류가 출현이 확인됨

   출현한 주요 곤충류는 하천이나 습지 주변 초지를 중심으로 나비류, 노린재류, 잠자리류, 

파리류, 딱정벌레류 등이 주를 이룸

   각 세부 조사지구별로 출현한 곤충류의 종다양성은 큰 차이없이 유사하게 나타남 

(단, 계절별 시기에 따른 출현곤충류의 차이는 있음)

 나) 계절별 출현종 현황

   봄철(5월)에 총 11목 58과 121종

   여름철(8월)에 총 10목 56과 111종

   가을철(10월)에 총 10목 39과 81종

 다) 세부 소권역별 출현종 현황

   세부 소권역별 출현종은 다음과 같음 

소권역1 소권역2 소권역3 소권역4 소권역5 소권역6 소권역7

대권역A - - 25종 32종 23종 - -

대권역B - 23종 36종 - 33종 - -

대권역C 22종 23종 23종 15종 25종 26종 -

대권역D 11종 13종 12종 16종 - - -

대권역E 19종 17종 22종 - - - -

대권역F 25종 21종 27종 22종 19종 - 15종

대권역L 27종 28종 21종 - - - -

대권역M 33종 27종 - 24종 - - -

대권역N 28종 26종 19종 23종 - - -

대권역O 17종 25종 - - - - -

표 28. 10개 대권역의 세부 소권역별 2019년도 육상곤충 출현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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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정 분류군 현황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음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꽃매미 (Lycorma emelianov) 1종의 서식이 확인됨

   특히 꽃매미는 조사지구 2 (대저-삼락생태공원 일대)에서 다수가 관찰됨

   고유종으로는 우리벼메뚜기 1종,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으로는 7종의 곤충이 확인됨

7. 교란요인

가. 빛공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일대의 약 93% 지역은 은하수를 볼 수 없음

   북극성 조차 볼 수 없는 지역은 전체면적에 약 23%로 많은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음

   주변 주거지, 공업지, 도로 등 도시의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으로 빛공해에 취약함

나. 소음

 소음 측정결과, 주간 최대소음은 89.1dB로 16번 지점에서 발생한 항공기소음이었음

 주간 최소소음은 44.4dB로 을숙도 생태공원 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임

 야간 최대소음은 82.7dB로 을숙도를 관통하는 국도 2호선 도로임

 야간 최소소음은 45.2dB로 운동시설(축구장)과 광장이었음 

 최소소음 지점인 축구장과 광장은 야간 소음발생원(도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수변지역(52.0dB)보다 낮은 소음수치를 나타내었음

다.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서식지 가치평가 등급 면적(㎢) 비율(%) 비고

1 71.71 87.92 자연하천, 자연습지, 자생식물우점지역 등

2 1.56 1.91 경작지유형(습지성), 인공하천, 인공습지 등

3 2.67 3.28 경작지유형(건조성), 조경수식재유형, 기타나지유형 등

4 2.29 2.80 비건폐포장지유형(투수성포장) 등

5 3.34 4.10 비건폐포장지유형(불투수포장), 시설경작지, 건폐지 등

표 29.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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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

다.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교란등급 내 용 소권역 비 고

Ⅰ
교란면적 산출 결과, 해당 소권역 
면적의 5% 미만 지역

A1, A2, A5, A6, B1, B2, B4, C4, C5, D1, 
D2, F3, F5, F6, F7, F8, G1, G2, G3, G4, 
G5, G6, H1, H2, H3, H4, H5, I1, I2, I3,  

I4, I5, J1, J2, J3,  K1, K2, N3, N5

39개 소권역

Ⅱ
교란면적이 해당 소권역 면적의 5 
~ 10%인 지역

B3, C1, C2, D3, D4, F2, F4, M5 8개 소권역

Ⅲ
교란면적이 해당 소권역 면적의 10 
~ 20%인 지역

A3, A4, C6, E1, E3, F1, L1, L3, M1, M3, 
O2

11개 소권역

Ⅳ
교란면적이 해당 소권역 면적의 20 
~ 35%인 지역

B5, C3, E2, L2, M2, N4 6개 소권역

Ⅴ
교란면적이 해당 소권역 면적의 
35% 이상인 지역

M4, N1, N2, O1 4개 소권역

표 30.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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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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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결론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조사권역은 총 15개의 대권역과 68개의 소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

 조류의 먹이 자원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지역은 132.27㎢로서 전체면적의 

26.6%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248종이 확인됨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는 겨울철새가 36.0%로 가장 많이 확인됨 

 법정보호종의 경우 총 46종(천연기념물은 2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0종, 멸종위기야생동

물Ⅱ급 27종)이 확인됨 

 현지조사에서는 총 146종 최대개체수 합계 75,963개체가 확인됨 

 겨울철새(WV)가 35.6%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청둥오리가 18.8%로 가장 우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는 을숙도 지역인 A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종의 조류가 확인됨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됨 

 월별로는 12월에 86종으로 겨울철새가 유입되어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으며, 11월에 최

대개체수 합계 14,174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됨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은 총 23종(천연기념물은 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4종,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17종)이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2종이 추가로 서식이 확인됨

 쇠제비갈매기는 신자도 1개소 도요등 2개소의 번식이 확인됨 

 쇠제비갈매기 번식은 월류현상 및 너구리 등의 포식자로 인해 번식실패로 판단됨

 흰물떼새의 경우 신자도 및 도요등에서 6쌍의 번식이 확인됨

 흰물떼새는 주변 서식 개체가 확인되어 경우 약 10쌍 이상이 번식 했을 것으로 판단됨. 

 개개비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개개비는 수계 주변 갈대군락에서 약 340쌍이 번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오리류의 이동경로 및 행동권은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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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에서 야생동물위치추적기는 을숙도생태공원에서 부착

 을숙도생태공원 습지 및 주변 수계(갯벌), 농경지를 주로 이용 

 고방오리는 주간에는 주로 습지나 수계(갯벌)에서 휴식 및 섭식

 야간에는 취식지인 주변 수계(갯벌) 및 농경지, 습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됨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조류의 잠재적 먹이원인 어류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6목 8과 19종 

656개체를 확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58종(평균 106.3 개체/m2) 출현

 습지식물의 경우 조사지역에서 82분류군이 확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간조시에 새섬매가지 군락이 노출되어 큰고니 등 겨울철새의 

중요한 먹이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

 을숙도 및 삼락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둔치도 등 철새먹이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전체 관속식물은 총 534분류군(taxa)이 확인됨 

 총 534분류군 중 목본식물(Woody plants)은 138분류군(25.8%), 초본식물(Herbaceous plants)은 

396분류군(74.1%)으로 구분

 식생의 경우 전 지역에 갈대, 통보리사초 등이 우점하고 있었으나 염분의 영향에 따라 갈대,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의 우점도가 다르게 혼효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됨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서식하는 포유류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총 9종이 확인됨

 법정보호종은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과 삵(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종,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확인됨

 양서·파충류의 경우 총 13종(양서류:6종, 파충류:7종)이 확인됨, 

 법정보호종은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확인, 침입종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2종이 확인됨. 

 곤충의 경우 총 11목 69과 168종의 육상곤충류가 출현한 것으로 집계 및 확인됨

 교란요인은 낙동강 일대의 약 93% 지역은 은하수를 볼 수 없음, 

 북극성 조차 볼수 없는 곳이 약 23%로 확인되었음, 

 소음의 경우 최대소음은 89.1dB, 주간 최소소음은 44.4dB, 야간 최대소음은 82.7dB, 야간 

최소소음은 45.2dB로 확인되었음 

 서식지 가치평가 결과 1등급 면적은 전체의 87.92%,  5등급은 4.10%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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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가. 철새분포조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현재 대부분의 참고문헌의 경우 서식지의 정확한 개체수 현황에 쓰이는 최대개체수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와의 개체수 분석이 어려움

 앞으로 최대개체수의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최대개체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화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8년도 1차년도 조사는 조사 기간이 5월부터 진행되어 4차년도 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나. 번식실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번식현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개개비 등의 번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서식지현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서식지 현황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가 서식하는 주요 

서식지를 파악 

 추후 주요 서식지의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류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

 그 지역에 대한 변화상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라. 철새이동패턴

 조류의 행동권 및 이동경로, 서식지 이용률을 알기위해 1차년도에 총 5대의 야생동물위치

추적기를 부착

 정확한 분석을 위해 최소 한 종에 10대 이상의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부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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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먹이자원

1) 어류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요구

 낙동강 하구 주변에 형성된 시설물(생태공원)의 운영 재고

 낙동강 하구언의 해수 유통

 낙동강 하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의 필요성

2) 저서생물

 염분농도의 영향 범위에 따라 담수성 및 기수성과 해양성의 분류군들의 분포 변동이 나타남

 염분농도가 커질수록 곤충류보다는 환형동물 등 비곤충류의 서식비율이 증가

 향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모니터링은 갯벌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개체밀도에 따른 

생산성 평가 등이 같이 이루어지면 철새들의 개체군 유지 등과 결부되어 보다 유용한 자룔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철새도래지가 형성된 갯벌 등의 조사권역에 대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모니터링은 담수성, 

기수성, 그리고 해양성 분류군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해당 

분류군의 전공자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3) 습지식물

 새섬매자기는 낙동강 하류가 간조시에 대규모 군락이 노출되어 큰고니 등 겨울철새의 중요한 

먹이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을숙도와 그 외 섬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개체군이 적거나 

군락면적은 작은 편임

 이 밖에도 겨울철새들의 좋은 먹이자원으로 지채 열매, 갈대 및 천일사초 뿌리, 기타 고랭이류 

및 침수식물 등이 있으며, 이중 갈대와 천일사초는 현재 개체군 및 군락면적은 충분함

 또한 고랭이류 및 침수식물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먹이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지채의 경우 현 자생지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추후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선발종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임

4) 농경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농경지는 조류의 취식지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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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농경지 변화상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올해 시기적인 문제 및 농경지 소유주와의 마찰로 인해 농경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

하여 추후 농경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됨

바. 생물조사

1) 식물상

 가) 희귀식물 보전방안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식물은 확인되지 않음

   희귀식물은 식재종을 제외하면 약관심종(LC) 이하의 유형에 해당되는 쥐방울덩굴, 새박, 

갯방풍, 자라풀, 모새달, 큰옥매듭풀, 벗풀 등 7분류군이 확인됨

   희귀식물은 취약종(VU) 이상의 범주에 해당되는 식물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본 조사지역에서는 식재종을 제외한 희귀식물은 대부분이 취약종 이하의 약관심종 및 

자료부족종(DD)에 해당

 나) 우선순위 모니터링 대상종

   생태계교란식물은 총 14분류군으로 이중 전세계 갯벌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영국

갯끈풀(Spartina anglica)과 갯줄풀(S. alterniflora)이 우리나라 강화도갯벌과 진도갯벌에 

유입되어 인근 갯벌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본 현지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 식물에 

대한 생태특성, 지속적인 관찰 및 교육을 통해 종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전 관리방안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생태계교란식물은 애기수영, 가시박, 도깨비가지,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총 7분류군으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

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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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현황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섬과 등 중 장자도, 신자도, 대마등, 백합등의 식생 파악함. 하지만 

이들 지역 외에도 도요등, 맹금머리등에 대한 식생과 퇴적지의 발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낙동강 하루에 도래하는 철새의 행동과 먹이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찰 및 장비를 이용한 기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포유류

   수달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서식지 조성작업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에서 유입되는 낚시 줄 및 폐그물 같은 쓰레기는 정화활동을 통해 제거

   어업활동에 쓰이는 통발어망은 수달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에 십자모양으로 격자를 

설치

   수달이 서식하는 서식지는 안내판을 설치 및 사람에 유입을 통제

   삵의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 

   로드킬 방지를 위해 도로에 과속방지턱 및 표지판을 설치 

   생태통로 조성과 야생동물 반사경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침입종인 뉴트리아의 경우 포획을 통한 개체수 조절 및 주요 서식지를 확인하여 뉴트리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양서·파충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서식하는 양서·파충류는 대부분 농경지에서 생활하는 종이 

확인됨 

   현재 농경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로 바뀌고 있는 실정

   각 생태공원에서 양서·파충류의 로드킬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일부구간 배수로에 생태측구(탈출로)가 없어 생태측구(탈출로) 조성이 필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침입종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서식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맹꽁이 서식을 위해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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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곤충류

   앞으로의 해당 조사권역에 대한 곤충류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시 기존의 다양한 조사방법에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로 지표에서 활동하는 배회성 곤충 분류군을 채집하기 위한 피트폴

트랩(pit-fall trap) 또는 야간의 불빛을 이용하여 곤충을 유인하여 확인하는 라이트트랩

(light trap)을 설치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다양한 서식 곤충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교란요인

   본 차년도에서는 우선 인위적 교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식지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교란등급을 분류하였음

   향후 토지피복도 및 토지이용도 분석 결과와 더불어 조류의 출현위치, 생태계교란종 출현

위치 등 조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교란등급을 정밀하게 분석

하는 것이 필요

   도출된 교란등급 분류 결과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적정성 평가 체계 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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