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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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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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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있어 이로 인한 철새 서식지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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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점검

하고 향후의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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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부산

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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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화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효율적 문화재

구역 조정과 문화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침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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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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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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종

으로, 우리나라 기록 종의 33.9%에 해당하며, 전 세계 수조류 비율인 8.6%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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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으며, 만조 시에는 물에 잠기어 광활한 하구를 이루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갯벌 및 하구 

지역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도요·물떼새류의 중간기착지, 

수금류의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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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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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습지보호구역 등), 지자체(야생동물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철새 모니터링에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철새와 연관된 서식지 분석과 먹이원

과의 관련성 등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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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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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기관 면적(㎢) 관계법령 비고

자연공원1)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6,656.246

(국토의 6.64%)

자연공원법

21개소

도립공원
지방자치

단체

1,138.127
(국토의 1.13%)

30개소

군립공원
237.794

(국토의 0.24%)
27개소

생태·경관보호지역1) 환경부 지정 241.61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9개소

시·도지사 지정 41.907 23개소

습지보호지역1)

환경부 117.704

습지보전법

19개소

해양수산부 212.850 11개소

지자체 6.634 3개소

특정도서1) 환경부 11.78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219개소

환경보전해역2)

해양수산부
1,882.13

해양환경관리법
4개소

특별관리해역2) 2,890.82 5개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1) 환경부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1) 지자체 931.5 379개소

천연기념물3)

(천연보호구역포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454개소

명승3) 109개소

백두대간보호지역4) 산림청 275,07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4) 산림청, 지자체 1,494.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599개소

경관보호구역4) 산림청 201.65 법률 -

※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관리대상기관(2014년 기준)

1) 환경부 자연자원과 자료집(2014)
2) 해양환경관리공단 자료집(2012)
3) 문화재청 자료집(2014)
4) 산림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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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동향

Wetlands International은 1967년 물새류 모니터링을 위한 The International Water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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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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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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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

터링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물새조사를 시행하여 물새 분석보고서(The National 

waterbird assessment report)를 발행하고 있다. 물새의 개체군 증감과 보전 가치가 있는 습지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관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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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며, 특히 람사르 습지 및 생물권보호지역 등으로의 등재를 통해 꾸준히 보호지역을 선정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밀조사를 통해 구역의 적절성과 재설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서식지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계획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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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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는 기존의 조사된 자료와의 지점 간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서 수

행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과 2016년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수행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관리방안』의 보고서5)를 참고하여 동일한 조사 위치로 대권역을 설정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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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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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조사지역 대권역 구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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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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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현지조사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월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며, 1회 조사는 1~2

일에 완료하였다. 도요·물떼새의 도래 시기에는 물때 및 조류 도래현황 등의 현지 상황을 고려

하여 최적의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4∼5개 팀이 동시에 일정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중복 카운트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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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는 조사지역 외곽선을 따라 조사경로를 선정한 후, 2인 1조로 구성된 팀이 선조사(line 

census)를 실시하였으며, 조류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망원경을 통해 정점조사(point count 

census)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선조사법 : 조사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동선을 구분하고, 구분된 동선을 따라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보통 조사 대상지 주변 양방향으로 100m이내에 

출현하는 모든 조류를 직접관찰 또는 울음소리로 파악하는 간접관찰을 시행하는 

조사방법이다.

 정점조사법 : 조사 대상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조사 정점을 여러 개 설정하고, 정해진 조사 

지점에서 육안이나 조사장비로 직접 관찰 또는 울음소리를 통한 간접관찰을 시행

하는 조사방법으로 한 정점에서 보통 10∼30분 정도 머물며 최대한 조사정점

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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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진우도, 백합등, 대마등의 섬 지역은 선박을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가급적 철새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에 대해서는 GPS좌표를 기록하고, 그 외 종은 조사지점의 대표 좌표로 

기록하였으며, 조류조사 시 중복 카운터의 위험성이 높은 비교적 협소한 지역의 조류 군집 관찰은 

고해상도 망원경(20∼60배)을 이용하여 은폐한 후 개체수를 파악하며, 2회 이상의 반복 계수를 

통해 개체수 추정치의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전체 개체수 조사법 : 전체 개체수를 10∼20개체 단위 그룹으로 나누어 전체 개체수 파악

 종별 개체수 조사법 : 전체 개체수 조사법을 통해 나온 종들 중 가장 많은 개체 그룹의 

종부터 계수기를 이용해 파악

<현장조사> <선조사법> <정점조사법>

선조사법과 정점조사법의 연구방법

(출처: JosephM. Wundrle, Jr(1994) Census Methods for Caribbean Land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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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도요 무리 흑꼬리도요 무리

갈매기류 무리 청둥오리 무리

고니류 무리 기러기류 무리

조사대상 조류군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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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조사방법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현장조사와 비교 및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번식 종과 

일부 시기만 관찰되는 종은 본 연구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을 참고하여 서식 가능성을 

유추하였다. 문헌 조사 자료는 객관성이 확보되는 자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국가기관, 

지자체(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 및 관련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등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보수집에 활용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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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조류 대상 종은 2009년 조류학회 개정판 조류목록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분포현황은 지도에 

표기하고, 기준좌표(WGS84)를 설정하였다. 분류기준은 2014년 야외원색도감 한국의새 개정증보

판6)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관찰종의 분석은 우점도, 종다양도, 종풍부도 등을 산출하였으며, 조사 

횟수에 따른 중복카운트를 막기 위해 개체수의 합계는 관찰시기의 최대 개체수 합계로 산출하였다. 

각 조사지역별로 관찰된 종과 개체수는 누적하여 우점종을 파악하였으며, 우점도와 종다양도(H')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우점도(Dominance)(MacArthur & MacArthur, 19617))

Dom.= ni/N×100(%)

(ni : i 종의 개체수 합, N : 전체 종의 개체수 합)

 종다양도(Species diversity)(Shannon & Weaver, 19488))

H'= -Σ(ni/N)ln(ni/N)

(ni : i 지역의 한 종의 개체수, N : i 지역의 총 개체수

나. 번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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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진우도, 대마등을 비롯한 낙동강 하구 모래섬은 쇠제비갈매기를 비롯한 흰물떼새의 주된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번식 종 실태 조사는 백합·도요등 및 대마등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이동

하면서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등의 번식개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번식 둥지가 확인될 시에는 

중복 카운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둥지에 표식을 하며, 표식은 가급적 번식에 방해가 

안 되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누락되는 둥지를 감안하여, 직접 파악한 둥지 갯수 및 전체 서식 개체수 

대비 추론 가능한 번식 쌍을 도출하여 함께 결과물에 삽입하였다. 현지 조사는 총 2회 이상 수행

하였으며 4월부터, 가장 많은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5월과 6월에 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최대 

개체수를 산정하였다. 최종 확인된 결과물과 과거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상개체의 번식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타니구찌 타카시. 2014. 야외원색도감 한국의새 개정증보판. LG상록재단.
7) MacArthur, R.H. and MacArthur, J.W., 1961. On birds species diversity. Ecology, 42: 594-598.
8) Shannon, C.E. and Weaver, W., 1948.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niv. of Illinois press, Urbana 

USA. 11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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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종 및 번식둥지 사진

2) 낙동강 주변에서 번식하는 개개비의 개체수 산정 

낙동강 및 하구 지역에서 번식하는 종 중 갈대 군락 등에서 번식하는 개개비의 번식 쌍을 파악

하였다. 개개비는 낙동강 주변 식생지역(갈대 군락, 부들 군락 등)에서 번식하며, 번식 둥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시 확인되는 울음소리를 활용하여 번식

하는 개체수를 산정하였다. 현장조사 시 개개비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좌표를 기록하고, 기록된 

좌표와 개개비의 행동영역을 고려하여 추정 개체수를 산정하였다.

개개비 및 번식둥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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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번식조류 조사 시기

낙동강 및 하구 지역에서 번식하는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개개비는 4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번식조사의 경우 신자도, 장자도, 도요등, 백합등, 진우도 등 하구지역에 입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개개비의 경우 입도조사를 포함하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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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서식지 및 법정보호종 현황 

1) 주요 철새 서식지역 및 위치도 작성

현장조사 시 확인된 조류 군집은 분포도를 작성하여 주서식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분포도는 조사대상지의 환경 표현이 가능한 축척의 수치지도를 활용하며, 필요시 위성지도

(Google map,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정밀하고 시인성이 높게 표현될 수 있게 하였다.

주요조류 서식지역에 관한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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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분포양상 및 관찰지역 작성

법정보호종 조사는 GPS(Garmin, GPSMAP 62s, WGS84)를 이용하여 좌표를 획득하고, 관찰

지점을 지도에 표기하였다. 관찰된 지점은 등급과 종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개체수가 많을 경우, 

개체수에 관계없이 관찰된 종을 중심으로 표기하였다. 관찰된 지점은 서식 환경 특성 분석을 위해 

종과 현장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정보호종 관찰 위치도 예시

라. 철새 이동 패턴 분석

1)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활용한 분석

철새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부착

하였다. 부착에 활용되는 추적기는 현재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기기이며, 

Solar형 배터리를 이용하여, 장기간 추적이 가능한 WT-30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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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활용한 분석

WT-300은 GPS-Mobile(GCT - 상용통신망 위치추적장치)기반으로 하는 추적기 이며, 국내에서 

상용화되어 여러 연구를 통해 성능이 확인된 바 있으며, 제품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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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류 위치추적기 WT-300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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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생조류 포획방법 및 허가신청

야생조류 포획은 자체 제작한 압축공기를 활용한 포획장치를 사용하였으며, 포획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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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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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생조류 위치추적기 부착지역 및 시기

야생조류 포획은 2020년 1월 15일 을숙도생태공원이 위치한 A대권역 중 A6지역에 해당하는 

습지에서 고방오리 총 5개체에 대한 포획이 이루어졌다.

그림 3. 야생조류 위치추적기 부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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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생조류 위치추적기 부착방법

야생조류(철새) 위치추적기 부착용 철새는 5개체를 포획하여 건강상태(무게, 외부상태 등)가 

양호한 개체를 대상으로 추적기를 부착하였다. 야생조류 추적장치는 GPS 수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류의 등에 백팩 형태로 부착하였으며. 정보 수신은 대상 조류 또는 이동경로 분석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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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였다. 부착종은 낙동강 하류 지역에 주로 도래하는 오리류인 고방오리 

5개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을 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1㎏ 

이상의 개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후 방사개체에 대해서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병행하였다.

야생조류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고방오리

6) 1일 이동 패턴 및 서식지 현황 분석방법

1 일 이동 패턴 분석은 주/야간으로 구분하며, 주간 활동범위와 야간 활동범위로 분석하고 주/

야간 시간대는 주간은 08:00시부터 14:00까지로 하며, 야간은 08:00부터 04:00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취득좌표 시간대

주간 08시, 12시, 16시

야간 20시, 00시, 04시

주/야간 시간대 구분표

분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동권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은 최소블록다각

형법(Minimum Convex Polygon Method: MCP), 핵심분포추정법(KernelDensity Estimation: 

KDE)을 이용하였다. 핵심분포추정법(Kernel Density Estimation: KDE)에서는 일반적 행동권을 

나타내는 95%, 90%수준과 핵심영역을 나타내는 50%수준을 함께 분석하여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한 영역(면적)을 파악하였으며, 축적된 위치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주로 활용하는 서식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해국제공항 주변지역에서 서식하는 개체의 행동권 그림은 김해국제공항의 

보안을 위해 단순그림으로 분석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26 문화재청

을숙도에서 포획한 고방오리의 서식지 이용 및 행동권 분석(예시)

서식지 유형 세부 서식지

수계 강, 하천, 본류, 갯벌, 저수지 등 

습지 습지, 인공습지, 염전, 양어장, 등

농경지 논, 밭, 비닐하우스 등

초지 나대지, 초지, 잔디밭 등

산림 산,  수계가 없는 유원지 등 

기타 인가, 도로, 인공구조물, 운동장 등

※ 서식지 유형의 구분 

마. 먹이자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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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경지 

  농경지의 식물들은 대부분이 작물과 야초로, 이중 작물은 인위적으로 재배하여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듯이 일부 작물들은 철새들에게도 먹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한 면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경지의 면적은 현지조사로 사실상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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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습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는 농경지 외의 습지 및 수계에서 어류의 치어 및 저서무척추동물, 습지

식물 등 잠재적 먹이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에 대한 면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지조사에서 사실상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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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류

① 조사지점 및 시기

 어류조사는 낙동강 하구역 총 6개 지점에 봄철(5월)과 가을철 2회(9월)에 거쳐 직접 채집을 실시

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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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및 정량조사를 위하여 어류의 채집은 족대(5 × 5 ㎜)와 투망(6 × 6 ㎜)을 이용한다. 투망은 

10회, 족대는 30분 정도 조사를 실시하며, 수심 및 하폭 등에 따라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채집된 어류는 현장에서 가능한 동정하며, 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하고 방류하며 동정이 어렵거나 

사진촬영, 표본제작 등에 필요한 개체는 10% 포르말린액에 고정하거나 산채로 실험실에 운반하여 

동정 및 영상자료 확보를 실시하였다.

어류의 동정은 전(1980), 김(1997), 최 등(1989, 1990), 김 강(1993), 김과 박(2002), 윤(2002), 

김 등(2005) 등에 따랐으며 학명과 어류 목록의 배열순서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의 

기준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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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2000년 이후 본 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어류의 문헌을 조사하여 본 조사에서 채집된 

어류상과 비교하였다. 

 

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하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대부분의 생활사를 하천에 의존하여 서식하며, 

이동성이 적고, 개체수가 풍부하여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염

물질과 서식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류군으로 생물학적 지표 및 환경변화를 평가하는 생태학적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① 조사지점 및 시기

  낙동강 철새도래지 권역 내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를 위하여 2개의 수계(낙동강 및 

서낙동강)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세부 조사지점을 설정하여 총 2회(봄, 가을) 수행하였다.

그림 4. 저서무척추동물 조사수계 및 구간 위치(9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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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 내용 및 방법

  수변부 조사는 한 조사지점에서 3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서버넷(Surber net) 또는 드렛지

(dredge)을 이용한 정량조사 및 뜰채(hand net)를 이용한 정성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에 따른 채집사진

 ③ 시료의 처리 및 동정

  현장에서 칼스 용액으로 고정하며, 시료를 빨리 처리할 경우에는 95 % 에틸알코올로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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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트산 2%를 서로 1:1로 혼합한 후에 고정액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실 내 골라내기 작업을 

실시 한 후 고정된 시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보관시켰다. 연체동물의 

동정은 “한국동식물도감 제32권 동물편 (연체동물Ⅰ) (권오길, 1990)”, “원색한국패류도감 (권오길 

등, 1993)” 및 “신원색한국패류도감 (권오길 등, 2001)”을 따르며, 거머리류는 “한국산 거머리강 

(환형동물문)의 분류 (송광래, 1995)”를 따랐으며, 기타 분류군은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군을 동정하였다.

분류군 제목 저자 발행년도

연체동물 (패류) 한국동식물도감 제32권 동물편 (연체동물Ⅰ) 권오길 1990

연체동물 (패류) 원색한국패류도감 권오길 등 1993

연체동물 (패류) 신원색한국패류도감 권오길 등 2001

연체동물 (패류) 우렁이와 달팽이 이준상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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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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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호종 등 특이종 분석

  현장에서 칼스 용액으로 고정하며, 시료를 빨리 처리할 경우에는 95 % 에틸알코올로 시료를 

고정하였다.

   군집분석

현군집의 변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영향 또는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의 결과이며, 

환경으로부터 받는 축적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군집의 

종다양성은 종의 이질성 (Species heterogeneity)으로 높은 종다양도는 유사한 종들이 

매우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종다양도는 군집의 안정도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하며, 군집의 성숙도를 나타내며, 다양한 종이 나타나는 것은 종간의 상호

작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Energy의 이동, 먹이망 (Food web), 포식관계 

(Relationship of predator), 경쟁 (Competition), 생태적 지위 (Ecological niche) 등을 

포함한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군집구조의 분석은 조사구간별로 

정량적으로 채집된 자료로부터 출현한 분류군의 수를 비교하여 출현개체수, 우점종, 군집

지수, 우점도지수, 다양도지수, 풍부도지수 및 균등도지수를 산출하였다. 총출현개체수를 

N, i 종의 개체수를 Ni, 총 출현종수를 S, 제1우점종의 개체수를 N1, 제2우점종의 개체

수를 N2라 할 때,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군집의 분석에는 정량채집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우점도지수(DI) = N1 +N2
N

  McNaughton(1967)

   다양도지수(H') = -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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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

  Shannon-Weaver(1949)

   균등도지수(J')  = H'
log 2S

  Pielou(1975)

   풍부도지수(R1) = S - 1
lnN

  Margalef(1958)

   위 내용물 분석

조류 등의 위 내용물 중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분석이 필요할시 동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분절화된 각 부위의 특성을 분석하여 먹이원으로서 작용한 종을 가능한 수준에서 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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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습지식물

  습지식물은 우리나라 습지생태계 관속식물의 유형분류(수생태복원사업단)와 우리나라 습지식물

(수생태복원사업단, 2014)9), 자원식물보호연구회(2008)10)도감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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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존 공급 먹이자원

  낙동강 하구 일대에 인공적으로 철새의 먹이를 공급하는 장소로 둔치도, 맥도생태공원, 삼락

생태공원, 에코 센터 습지 및 먹이터, 을숙도 철새공원, 을숙도 남단 갯벌 등 6곳을 대상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있어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9) 수생태복원사업단, 2014. 우리나라의 습지식물. 151pp. 
10) 자원식물보호연구회, 2008. 한국의 수생식물과 생활주변식물도감. 862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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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먹이주기 위치도

 

 마) 먹이자원 조사

  먹이자원 조사는 큰고니 및 기타 일부 물새가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섬매자기 분포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토양 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괴경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명지갯벌, 

을숙도, 맹금머리등, 진우도 및 신자도 갯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름 20㎝인 원형 

코어를 활용하여 50㎝ 깊이까지 토양을 채취한 후 망목 2㎜인 체를 활용하여 괴경을 추출한 후 

건조 전후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먹이량을 추정하였다. 

그림 6~8는 새섬매자기가 분포하는 명지갯벌, 맹금머리등 일대, 을숙도 남단 지역에 설치한 토양 

조사구의 위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구는 명지갯벌 19개소, 맹금머리등 일대 11개소, 을숙도 

남단 9개소로 총 39개소의 토양을 채취하여 괴경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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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낙동강 하구 명지갯벌내 새섬매자기 먹이량 채취 위치도

그림 7. 낙동강 하구 맹금머리등내 새섬매자기 먹이량 채취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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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낙동강 하구 을숙도내 새섬매자기 먹이량 채취 위치도

바. 생물조사

1) 식물상 및 식생 조사

 가) 식물상 조사지점 및 시기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식물상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15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을숙도, 

일웅도, 염막, 맥도강 일원을 1권역, 대저수문, 서낙동강, 둔치도 일원을 2권역, 화명둔치, 대저

둔치, 상락둔치 일원을 3권역, 장자~신자도, 백합등, 도요등, 대마등, 맹금머리등, 진우도 일원을 

4권역으로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식물상은 조사의 주체가 개체수가 아니며, 수변식물 및 귀화식물은 일반적으로 수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출현학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15개 대권역별로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룸이 

있어 수계를 따라 임의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2018년도 1차 조사 때는 4권역 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수행한 반면, 본 2019년도 

조사에서는 낙동강하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36 문화재청

구분 6월 7월 8월 9월

1권역 (A, B, C, D) 6월 10일~12일 7월 17일 8월 25일, 27일 9월 27일~29일

2권역 (E, F, O) 6월 10일~12일 7월 18일 8월 25일, 27일 9월 27일~29일

3권역 (N, M, L) 6월 10일~12일 7월 24일 8월 25일, 27일 9월 27일~29일

4권역 (G, H, I, J, K) 6월 14일, 24일 - - 9월 17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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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식물상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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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물상 조사내용 및 방법

  식물에 대한 배열순서와 학명의 기재는 국가표준식물목록 및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의거

하여 정리하였다. 휴면형(Raunkiaer(1934)의 생활형), 번식형(지하기관형과 산포기관형) 및 

생육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지역 특성상 염생식물(심현보 등, 2009; 김은규, 2013) 도합 

106분류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식물자원 중 특이식물 유형별 구분

    - 환경부(2005)의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식물 77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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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분류군

    - 한국특산식물은 국립수목원(2005)에서 선정한 328분류군

    -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국립환경과학원(2012)의 1,256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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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생현황 조사

  제2차 부산자연환경조사(2006)11)에 따르면 서부산 권역은 대부분이 낙동강과 낙동강 하구역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림면적의 비율이 낮다고 조사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지정구역은 간석지(습지) 및 새섬매자기 군락, 갈대군락등 초본을 중심으로 한 군락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목본식물은 특정한 지역에 집중분포(clumped distribution)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및 대표성을 갖는 식생군락을 중점 조사를 

실시한 1차년도 조사자료를 참고하였다.

11) 부산광역시, 2016. 제2차 부산자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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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현존식생도

(참고: 제2차 부산자연환경조사 서부산권역, 2016)

   조사방법

  ① 식물군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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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를 설정하였다. 고정조사구는 방형구 모서리에 말뚝을 박고 철라벨을 부착한 후 조사구 고유

번호를 기입하여 자체의 식생변화와 더불어 기후변화 또는 주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천이 

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생조사는 각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초본

식물을 대상으로 식물명, 우점도, 군도, 초장, 피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여름철에 

실시하였다. 조사구내에 분포하는 초본식물을 대상으로 Braun-Blanquet(Muller-Dombois 

and Ellenber, 1964)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우점도, 군도를 조사하였다. 우점도(Dominance, 

D)는 피도(被度)와 수도(數度, 추정적개체수)의 조합에 의해 7 계급으로 나누었다. 군도

(Sociality, S)는 각 분포종 개체의 집합 혹은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5 계급으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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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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유류 조사

 가) 조사지점 및 시기

  조사지점은 조류의 대권역과 동일한 15개의 대권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는 

4회로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를 수행하고 본 조사 전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조사경로 

및 조사방법에 대한 부분을 최종 선정한 후 본 조사에서 효율적이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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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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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장조사방법

   포유류 현장조사는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서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찰되는 포유류를 직접조사방법인 임의추적

(Random search)에 의해 주간에 개체 확인이 가능한 종을 직접 눈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직접관찰이 어려운 종은 field sign, 즉 족적(footprint), 배설물(scat), 털(hair), 섭식흔적

(food foraging), 이동통로(tunnel) 등을 통하여 종을 구별하는 방법인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모습 및 확인된 야생동물 흔적

야생동물의 털 배설물 족적

섭식 흔적 긁은 흔적 이동 흔적

흔적 조사 시 관찰되는 여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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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시 박쥐목은 제외하였으며, 소형포유류(설치류)는 관찰된 종만을 기록하였다. 현지

조사 시 확인된 모든 종에 대해서는 GPS좌표(Garmin, GPSMAP 62s, WGS84)를 기록하였고, 

현지조사에서 누락되는 종이 없도록 주민 및 지역전문가의 청문조사 및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여 현지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지정 침입종(뉴트리아) 및 법정보호종 등은 출현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관찰 

시에는 좌표 및 사진촬영을 수행하였다.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및 설치 후의 모습

 다)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인근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국가기관, 지자체(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여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3) 양서·파충류 조사

 가) 조사지점 및 시기

  조사지점은 조류의 대권역과 동일한 15개의 권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는 

월동을 하는 양서 파충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3회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맹꽁이(환경부 멸종위

기야생동물 Ⅱ급)와 같이 일부 시기에만 관찰되는 종을 대상으로 해당 시기에 추가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조사 전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조사경로 및 조사방법에 대한 부분을 최종 선정한 후 

본 조사에서 효율적이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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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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였으며, 

양서류의 현장조사는 하천, 계곡부, 농경지의 물웅덩이를 중심으로 직접관찰 또는 난(卵)을 통해 

종을 식별하고 임야의 계곡부에서 낙엽, 자갈, 고목 밑을 관찰하여 은신하고 있는 종 및 서식

흔적을 확인하며, 뜰채, 족대 등을 사용하여 개체를 확인하였다. 특히 봄철 산란기에 북방산

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 등의 산개구리류는 조사구간 계곡 및 농경지의 일정구간의 난괴 수, 

발견되는 성체의 수를 조사하였다. 파충류는 하천변에서 산림으로 이어지는 임연부 및 월동을 

위해 산림으로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조사하였으며, 허물을 벗는 파충류의 특성상 허물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였다.

A type : Tong B type : Hook

뱀류의 채집도구 유형

표범장지뱀 유혈목이 쇠살모사

뱀류의 허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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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파충류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래종(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등)의 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향후 구제대책 및 관리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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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였다.

현장조사 장면(좌) 및 현장조사야장(우)예시

 다) 문헌조사

  인근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현장조사와 비교 및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문헌조사 

자료는 객관성이 확보되는 자료 위주로 선정하였다. 특히 국가기관, 지자체(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만을 선정하고 관련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등을 분석하여 과거자료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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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곤충류 조사

 가) 조사지역 및 시기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육상곤충상 조사는 전체 15개 권역 중 곤충서식에 직접적으로 요구

되는 식생발달이 미흡한 장자~신자도(G), 백합~도요(H), 대마등 주변(I), 맹금머리(J), 진우도(K)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대권역을 위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출현 및 서식하는 육상곤충상이 확연히 달라짐을 고려하여 각 계절별로 봄철(5월), 

여름철(8월), 가을철(10월)로 총 3회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0.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육상곤충 조사권역

(총 10개 권역, ⓧ 표시된 지역은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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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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장조사방법

  현지조사는 조사권역 내의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 및 출현하는 가급적 많은 육상곤충 종을 채집

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지조사는 임의채집법, 쓸어잡기법 및 털어잡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지구의 여러 장소에서 채집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외의 

적절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가급적 많은 종이 채집ㆍ확인 되도록 하였다. 또한, 출현한 분류군 

중에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법적 보호종이나 생태계교란야생생물, 고유종, 국외반출

승인대상생물자원 등의 특정 분류군 포함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메뚜기목 및 기타 군소곤충군 : 불완전변태 곤충으로 바퀴목, 사마귀목, 메뚜기목, 대벌레목 

등이 크게 포함되며, 기타 군소곤충군으로는 풀잠자리목, 밑들이목 등을 조사하였다.

  노린재목(+매미류 포함) : 불완전변태 곤충으로 식물의 목부와 사부를 가해하는 식식성과 

육식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노린재와 매미로 대표된다. 이를 통하여 조사지역의 곤충과 

식물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딱정벌레목 : 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곤충 분류군으로 생태적 영향이 분명한 

종류들을 포함하는 분류군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환경 또는 생태지표성 종류들이 포함된다. 

식생 및 고도에 따른 분포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종류들로 종조성을 비교하면 지역 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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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 : 수목에 영향을 미치는 잎벌아목, 기생벌류의 고치벌과, 꿀벌상과 등을 조사함. 잎벌은 

식생과 관련이 깊어 그 상호관계를 유추할 수 있으며, 고치벌은 기생성 곤충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곤충 분류군들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개미과는 대부분 집단생활을 하며 다른 곤충 및 식물과 공생관계로서 특정식물 및 곤충들

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파리목 : 초식성으로 농림해충이 많이 포함된 과실파리 및 초파리류,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기생파리류, 꽃등에류 등이 조사대상이다. 그 외의 종류들은 종자원에 

대한 정보의 확보 수준에서 분류학적 지식과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추가하였다.

  나비목 : 대표적으로 나비와 나방을 대상으로 함. 나비는 생태지표종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보호대상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분포상황과 대형나방 등 

환경변화의 지표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다) 조사방법

  육상곤충류의 채집 및 종확인은 포충망을 활용하여 전 분류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채어잡기와 

쓸어잡기(sweeping), 털어잡기(beating)를 기본으로 하거나 직접 손으로 채집 또는 육안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돌이나 나무 등을 들어서 지표성 곤충을 채집하거나 포충망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날고 있는 나비류나 높은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매미류는 쌍안경 등을 이용한 

목격법으로 확인하였다. 

  야외에서 채집된 채집물들은 현장에서 각종 도감을 활용하여 동정을 통해 기록하거나 또는 

실내로 운반하여 분류군에 따라 적절한 표본제작 및 현미경 분석을 통해 종분류와 동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야외에서 사진촬영을 통하여 서식이 확인된 곤충종의 경우에도 실내에서 다양한 

도감을 이용하여 재확인 및 동정을 하고 종목록에 추가하였다. 

  

   임의채집법

     임의채집법은 발견한 곤충을 포충망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직접 채집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종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곤충류의 조사에서 필수적인 조사이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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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채집 

     곤충을 육안으로 발견하여 잡는 방법으로 발견한 곤충을 포충망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직접 

채집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종류의 곤충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잠자리류, 대형나비류, 

메뚜기류 등 주로 나는 곤충을 추적 또는 매복에 의해 채집한다.

   목격법 

    잠자리류, 나비류, 벌류, 매미류, 메뚜기류 등 대형으로 눈에 띄는 곤충이나 울음을 내는 

곤충은 채집하지 못하더라도 목격 또는 울음소리에 의해서 종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특히, 포충망이 닫지 않는 높은 곳에서 날고 있는 나비류나 높은 나무가지에 멈춰있는 매미

류는 쌍안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돌들기 채집  

     돌을 들어서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이며. 특히 수변부의 바닥에서 

먼지벌레류, 방아벌레류, 집게벌레류 등을 채집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쓸어잡기법(Sweeping)

     쓸어잡기법은 수림지, 관목림, 초원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포충망을 힘껏 흔들어서 풀이나 

나뭇가지 끝,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을 옆으로 휘두르는 식으로 쓸어담듯 나무나 풀, 꽃 

위에서 정지해있는 곤충을 잡는 방법으로, 주로 작은 파리류, 벌류, 나방류, 딱정벌레류, 

노린재류, 매미충류 등의 곤충을 채집에 사용되었다. 채집에 있어서는 같은 장소에서 연속

해서 포충망을 휘두르지 말고, 식생 등 목적하는 환경을 결정해 그 안을 이동하면서 포충

망을 휘두르도록 하였고, 이 방법은 각 지구마다 식생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

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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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어잡기법

   털어잡기법(Beating)

     나뭇가지, 풀잎을 막대기로 두들겨서 밑에 떨어진 곤충을 털어잡기망을 이용하여 잡는 방

법이다. 나무의 줄기, 풀 등에 붙어있는 곤충을 시간을 투자해서 찾지 않아도 흰 망 위에 

떨어진 곤충을 효율적으로 채집할 수 있다. 털어잡기는 키가 작은 관목이나 교목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사. 교란요인

1) 교란의 정의

 교란이란 생태계나 생물군집 또는 개체군 구조를 파괴시키고 자원이나 물리적 환경을 변화

시키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뚜렷한 사건이라고 정의된다(White and Pickett, 1985).

교란은 사람의 활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인위적 교란과 자연적 현상으로 발생되는 자연적 교란

으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 교란으로는 건폐지, 도로, 경작지, 공원 등이 있으며, 자연적 교란은 

크게 물리적 요인(산불, 태풍, 홍수, 산사태, 가뭄 등)과 생물적 요인(병해충, 가해동물 등)으로 

나뉜다.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증가하고, 인간의 토지 이용이 심화되면서 생물다양

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Foley et al., 2005). 특히 

조류는 인간이 접근함에 따라 경계행동, 회피행동, 도피행동 등을 나타내며, 그들이 서식지 또한 

인간의 활동영역(인위적 교란)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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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지 가치 평가 및 교란 등급 분류

 본 연구는 조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빛공해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고, 인위적 교란 요인을 

중심으로 구축한 교란등급평가 과정을 거쳐 소권역별 교란등급을 분류하였다.

 평가과정의 순서는 우선 항공영상 및 토지이용도 등을 토대로 사전 디지타이징 작업을 수행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가 완려된 후에 디지타이징을 완료하고 GIS 데이터를 구축

하였다. 구축된 GIS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치평가등급을 우선적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가치평가 

등급의 교란지수를 적용하여 교란면적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교란면적을 중심으로 각 소권역별 

교란등급을 분류하였다.

그림 11. 교란등급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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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차년도에서는 우선 인위적 교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식지가치평가를 실시

하였고, 교란등급을 분류하였다. 향후 토지피복도 및 토지이용도, 생태계교란생물종 출현위치 등 

조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교란등급을 정밀하게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서식지 

가치평가 

등급

내 용 사 례
교란

지수

1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고 서식지 적합성이 높은 지역

자연성이 높아 대체조성이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하천, 

자연습지, 

자생식물우점지역

0.00

2
야생동물 출현가능성이 높고, 서식지 잠재성이 높은 지역

다양성이 높고 잠재성이 높으며,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 지역

경작지유형(습지),

인공하천, 

인공습지

0.25

3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있으며, 서식지 잠재성이 있는 지역

경작지유형(건조성),

조경수식재유형, 

기타 나지 유형

0.50

4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적고, 재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비건폐포장지유형

(투수성 포장)
0.75

5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없고, 인간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자연에 의한 재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비건폐포장지유형

(불투수포장), 

시설경작지, 

건폐지 

(주거,상업,관리용 등)

1.00

표 12. 서식지가치평가등급 기준 및 교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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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새분포조사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체 조류 현황

1) 문헌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문헌조사에서 총 248종이 확인되었다. 이중 현지조사

에서는 백할미새를 알락할미새에 포함시켰으며, 흰죽지갈매기 등을 흰죽지제비갈매기로 한국의새를 

기준으로 변경시켰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조류 현황은 현지조사를 포함한 17개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조류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문헌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1차년도 자료를 참고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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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외 경우 총 46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26종으로 개리, 혹고니, 

고니, 큰고니, 원앙,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황조롱이,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독수리, 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매, 참매, 검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검은머리

물떼새, 두견이, 쇠부엉이, 팔색조가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의 경우  10종으로 혹고니, 

황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두루미, 넓적부리도요가 확인되었

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경우 27종으로 개리, 큰기러기, 고니,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붉은해오라기, 새호리기, 물수리, 벌매, 솔개,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매, 참매, 

큰말똥가리, 항라머리검독수리, 재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

갈매기, 고대갈매기, 팔색조, 긴꼬리딱새, 섬개개비가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조롱이, 벌매 등 총 2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문헌자료 중 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자료는 최대개체수로 분석하였으며, 15년 158종 최대

개체수 합계 106,841개체, 16년 158종 93,878개체, 17년 168종, 74,479개체, 18년 180종 

71,263개체로 확인되었으며, 1차년도 조사는 164종 최대개체수 합계 80,728개체, 현지조사는 

146종 75,963개체로 확인되어,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 15년도와 비교하면 현지조사에서 

개체수 약 28.9% 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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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문헌자료에서 확인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텃  새 ( R e s ) 여 름 철 새 ( S V )

까치 중대백로

겨 울 철 새 ( W V ) 나 그 네 새 ( P M )

청둥오리 민물도요

그림 13. 생활형별 조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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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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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을숙도 주변지역인 A대권역에서 8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다. B대권역의 경우 82종이 확인되었으며, C대권역 81종, D대권역 63종, E대권역 48종, 

F대권역 77종, G대권역 38종, H대권역 37종, I대권역 65종, J대권역 27종, K대권역 35종, L대

권역 49종, M대권역 52종, N대권역 47종, O대권역 46종이 확인되었다.

개체수의 경우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최대개체수 합계 14,174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

수가 확인되었다. A대권역은 10,758개체가 확인되었으며, B대권역 3,241개체, C대권역 5,984개체, 

D대권역 2,396개체. E대권역 2,200개체, F대권역 13,400개체, G대권역 3,016개체, H대권역 

2,642개체, J대권역 1,703개체, K대권역 1,606개체, L대권역 5,150개체, M대권역 5,207개체, 

N대권역 2,335개체, O대권역 2,151개체가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우점종은 청둥오리가 18.8%로 가장 우점 하였으며, 흰뺨검둥오리 10.2%, 

물닭 6.8%, 괭이갈매기와 큰기러기가 각각 5.3% 순으로 확인되어, 청둥오리 및 흰뺨검둥오리 등 

오리류가 우점하였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3.34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67, 종풍부도는 

12.90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생활형의 경우 겨울철새(WV)가 35.6%, 텃새(Res)가 26.0%, 여름철새(SV) 

21.2%, 나그네새(PM) 17.1% 순으로 확인되어 현지조사에서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외 경우 현지조사에서 총 23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12종으로 

큰고니, 원앙,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검은머리물떼새가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의 경우 4종으로 저어새, 매, 흰꼬

리수리, 참수리가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경우 17종으로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

부리저어새, 새호리기, 물수리, 벌매, 솔개,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큰말똥가리, 항라머리검

독수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섬개개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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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15.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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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월별 조사결과 2019년 12월에 8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2월 79종, 3월 66종, 4월 71종, 5월 64종, 6월 48종, 7월 57종, 8월 63종, 9월 56종, 10월 62종, 

11월 79종, 2020년 1월 78종으로 확인되었다. 개체수의 경우 2019년11월에 29,721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으며, 2월 14,478개체, 3월에 6,843개체, 4월에 3,251개체, 5월 4,028개체, 

6월 2,561개체, 7월 4,478개체, 8월 3,803개체, 9월 6,515개체, 10월 7,794개체, 12월 28,244

개체, 2020년 1월에 26,226개체로 확인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월별 조사에서 겨울철인 11월부터 종수 및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겨울철새인 오류·기러기류 및 고니류의 유입으로 종수 및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6.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월별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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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류군별 조사결과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조류를 14분류군(기러기류, 고니류, 수면성오리류, 잠수성오리류, 아비류, 

논병아리류, 저어새류, 백로류, 가마우지류, 맹금류, 뜸부기류, 도요·물떼새류, 갈매기류, 기타 

산새류)으로 분석하였다.

1) 분류군 월별 현황

 가) 기러기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기러기류는 큰기러기, 쇠기러기 2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2,802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2종 1,226개체, 3월 2종 10개체, 11월 2종 1,295개체, 

12월 2종 1,684개체, 2020년 1월 2종 2,802개체로 확인되었다. 기러기류는 대부분 2종이 

확인되었으며, 2020년 1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나) 고니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고니류는 큰고니 1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1,165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1종 1,278개체, 3월 1종 7개체, 10월 1종 23개체, 11월 1종 1,094개체, 

12월 1종 955개체, 2020년 1월 1종 1138개체로 확인되어 2019년 2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다) 수면성 오리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수면성 오리류는 혹부리오리, 원앙, 알락오리,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발구지, 가창오리, 쇠오리 등 12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17,878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9종 5,070개체, 3월 10종 2,104개체, 4월 

7종 556개체, 5월 2종 527개체, 6월 2종 330개체, 7월 1종 290개체, 8월 4종 756개체, 9월 

4종 2,081개체, 10월 7종 3,022개체, 11월 9종 16,112개체, 12월 11종 14,800개체 2020년 

1월에 10종 11,336개체로 확인되어 2019 12월에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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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잠수성 오리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잠수성 오리류는 흰죽지, 댕기흰죽지, 검은머리흰죽지, 흰뺨오리, 흰비오리, 

비오리, 바다비오리 등 7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1,991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7종 1,050개체, 3월 3종 443개체, 4월 3종 37개체, 8월 1종 1개체, 9월 1종 1개체, 10월 3종 

1,174개체, 11월 6종 1,446개체, 12월 7종 1352개체, 2020년 1월 7종 1,750개체로 확인되어 

2019년 2월과 12월, 2020년 1월에 각각 7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 

1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바) 아비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아비류는 아비 1종이 3월에 1개체가 확인되었다. 아비는 이동 중 휴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논병아리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논병아류는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검은목논병아리 등 3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346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3종 102개체, 3월 2종 33개체, 4월 2종 

7개체,  10월 2종 16개체, 11월 2종 184개체, 12월 3종 231개체, 2020년 1월에 3종 321

개체로 확인되어 2019년 2월, 12월, 2020년 1월에 각각 3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

으며, 2020년 1월에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아) 저어새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저어새류는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2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46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1종 4개체, 3월 1종 5개체, 4월 1종 1개체, 5월 1종 16개체, 

6월 1종 16개체, 8월 1종 5개체, 9월 1종 13개체, 11월 1종 30개체, 12월 1종 12개체, 

2020년 1월 1종 20개체로 확인되어 대부분 1종이 확인되었으며, 2019년 11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자) 백로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백로류는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황로, 왜가리, 대백로,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등 8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3종 

91개체, 3월 4종 104개체, 4월 5종 170개체, 5월 7종 314개체, 6월에 6종 207개체, 7월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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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개체, 8월 7종 671개체, 9월 7종 320개체, 10월 4종 149개체. 11월 4종 236개체, 12월 

3종 105개체, 2020년 1월 4종 133개체로 확인되어 2019년 5월, 8월, 9월에 각각 7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8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차) 가마우지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가마우지류는 민물가마우지, 가마우지 2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1,014

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2종 147개체, 3월 2종 47개체 4월 2종 10개체, 5월 

2종 14개체 6월 2종 7개체, 7월 2종 3개체, 8월에 2종 18개체, 9월 2종 6개체, 10월 2종 

187개체, 11월 2종 1,833개체, 12월 2종 350개체, 2020년 1월 2종 274개체로 확인되어, 

대부분 2종이 확인되었으며, 11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카) 맹금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황조롱이, 새호리기, 매, 물수리, 벌매, 솔개, 흰꼬리수리, 참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새매,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항라머리검독수리 등 15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95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8종 14개체, 3월 4종 12개체, 4월 

4종 8개체, 5월 6종 20개체, 6월 3종 7개체, 7월 4종 22개체, 8월 5종 19개체, 9월 4종 19

개체, 10월 5종 15개체, 11월 8종 35개체, 12월 8종 57개체, 2020년 1월 7종 40개체로 확인

되어 2019년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12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

되었다.

 타) 뜸부기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뜸부기류는 쇠물닭, 물닭 2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3,502개체가 확인

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2종 2,559개체, 3월 2종 1,126개체, 4월 2종 211개체, 5월 2종 

23개체, 6월 2종 8개체, 7월 2종 14개체, 8월 2종 34개체, 9월 2종 25개체, 10월 2종 328개체, 

11월 2종 3,338개체, 12월 2종 2,362개체, 2020년 1월 2종 3,512개체로 확인되어 대부분 

2종이 확인되었으며, 2020년 1월에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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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도요·물떼새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도요·물떼새류는 검은머리물떼새, 장다리물떼새, 댕기물떼새, 개꿩, 꼬마

물떼새, 흰물떼새, 꺅도요, 큰뒷부리도요, 중부리도요, 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발도요, 청다리

도요, 삑삑도요, 뒷부리도요, 깝작도요, 노랑발도요, 세가락도요, 좀도요, 민물도요 등 20종으로 

최대개체수 합계 2,464개체로 확인되었다. 2019년 2월 3종 62개체, 3월 5종 106개체, 4월 

11종 293개체, 5월 6종 54개체, 6월 4종 13개체, 7월 9종 80개체, 8월 9종 254개체, 9월 8종 

2,083개체, 10월 4종 137개체, 11월 9종 307개체, 12월 8종 326개체, 2020년 1월 5종 80

개체로 확인되어 2019년 7월, 8월, 11월에 각각 9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9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하) 갈매기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갈매기류는 괭이갈매기, 갈매기, 흰갈매기, 재갈매기, 한국재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구레나룻갈매기 등 10종으로 최대

개체수 합계 4,322개체로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2019년 2월 5종 703개체, 3월 5종 1,013개체, 

4월 5종 458개체, 5월 4종 130개체, 6월 3종 117개체, 7월 5종 2,538개체, 8월 5종 210개체, 

9월 4종 424개체, 10월 5종 451개체, 11월 4종 1,493개체, 12월 5종 2,284개체, 2020년 1월 

5종 840개체로 대부분 5종이 확인되었으며, 2019년 7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A) 기타 산새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기타 산새류는 61종 최대개체수 합계 6,309개체로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월별로는 2019년 2월 27종 2,171개체, 3월 25종 1,832개체, 4월 29종 1,500개체, 5월 33종 

2,928개체, 6월 25종 1,856개체, 7월 28종 1,225개체, 8월 27종 1,835개체, 9월 23종 

1,543개체, 10월 27종 2,292개체, 11월 29종 2,318개체, 12월 33종 3,726개체, 2020년 1월 

29종 3,980개체 2019년 5월과 11월에 각각 33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 

1월에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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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월 별 최대
개체수
합계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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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월별 분류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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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권역별 조사결과

1) A 대권역

 가) 을숙도 주변지역(A 권역) 현황

  A 대권역인 경우 총 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A 대권역인 을숙도 지역은 

생태공원 및 담수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한 지역이다. 을숙도는 높은 

갈대군락이 형성되고 하부 간석지에는 새섬매자기 군락이 분포하고 있고 작은 수로들이 형성되어 

조류의 은신처로 이용되며, 을숙도에서는 매년 겨울철 조류의 먹이를 공급하고 일부지역 방문객 

제한 및 야생동물의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17. A 대권역(을숙도 주변지역)

A1, A2 : 하굿둑과 연결되는 낙동강본류의 주 수로부, 
A3 : 1  2차 쓰레기매립지, A4 : 생태공원 복원지,

A5 : 을숙도 인공서식지, 
A6 : 새섬매자기 등의 염습지 식물과 갈대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는 하단부 갯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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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을숙도 주변지역(A 권역) 조류 현황

   A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84종 최대개체수 합계 10,758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A4지역에서 61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A1지역에서 23종, A2지역에서 29종, A3지역에서 39종, A5지역에서 52종, A6지역에서 

53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A6지역에서 3,730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

되었으며, A1지역에서 478개체, A2지역에서 370개체, A3지역에서 379개체, A4지역에서 

2,697개체, A5지역에서 3,104개체가 관찰되었다.

   A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청둥오리가 17.4%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고방오리 12.4%, 

큰고니 10.6%, 흰뺨검둥오리 6.0%, 괭이갈매기 5.7%, 재갈매기 5.1%,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3.13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71, 종풍부도는 

8.94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 31.0%, 

여름철새(SV) 17.9%, 나그네새(PM) 9.5%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A 대권역에서 총 10종(천연기념물 5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9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 

8호), 물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 

1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제323-6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항라머리검독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등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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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19. A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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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A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A1 A2 A3 A4 A5 A6

1 꿩 2 2 4 2 10 0.1 Res

2 큰기러기 2 77 2 81 0.8 WV 멸Ⅱ

3 큰고니 6 91 424 616 1137 10.6 WV 천, 멸Ⅱ

4 알락오리 17 16 21 55 22 131 1.2 WV

5 청머리오리 95 95 0.9 WV

6 홍머리오리 32 301 18 34 385 3.6 WV

7 청둥오리 62 14 3 473 682 638 1872 17.4 WV

8 흰뺨검둥오리 43 37 81 234 206 43 644 6.0 Res

9 넓적부리 63 28 91 0.8 WV

10 고방오리 32 392 457 454 1335 12.4 WV

11 쇠오리 27 4 48 117 61 257 2.4 WV

12 흰죽지 49 27 31 7 114 1.1 WV

13 댕기흰죽지 11 151 162 1.5 WV

14 흰뺨오리 33 26 2 25 51 7 144 1.3 WV

15 흰비오리 5 5 0.0 WV

16 비오리 4 37 6 47 0.4 WV

17 바다비오리 8 31 12 51 0.5 WV

18 논병아리 4 8 1 13 7 11 44 0.4 Res

19 뿔논병아리 27 44 5 67 143 1.3 WV

20 검은목논병아리 3 3 0.0 WV

21 노랑부리저어새 1 8 9 0.1 WV 천, 멸Ⅱ

22 해오라기 1 1 0.0 SV

23 검은댕기해오라기 1 1 0.0 SV

24 황로 3 3 0.0 SV

25 왜가리 16 4 2 12 15 9 58 0.5 SV

26 대백로 3 10 12 22 47 0.4 WV

27 중대백로 2 2 3 4 5 12 28 0.3 SV

28 쇠백로 2 3 1 8 9 2 25 0.2 SV

29 민물가마우지 67 6 2 14 4 6 99 0.9 WV

30 가마우지 9 1 44 12 14 80 0.7 Res

31 황조롱이 1 2 1 1 5 0.0 Res 천

32 물수리 1 1 2 0.0 WV 멸Ⅱ

33 솔개 1 1 3 2 7 0.1 WV 멸Ⅱ

34 독수리 1 1 0.0 WV 천, 멸Ⅱ

35 잿빛개구리매 1 1 0.0 WV 천, 멸Ⅱ

36 말똥가리 1 1 2 1 5 0.0 WV

37 항라머리검독수리 1 1 0.0 WV 멸Ⅱ

38 물닭 4 17 64 209 191 485 4.5 Res

표 17. A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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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A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A1 A2 A3 A4 A5 A6

39 꺅도요 1 2 3 0.0 PM

40 중부리도요 2 2 0.0 PM

41 마도요 6 17 23 0.2 PM

42 알락꼬리마도요 4 29 33 0.3 PM 멸Ⅱ

43 청다리도요 1 32 33 0.3 PM

44 삑삑도요 3 3 0.0 PM

45 깝작도요 1 2 2 2 2 9 0.1 SV

46 노랑발도요 2 2 0.0 PM

47 괭이갈매기 24 13 37 29 512 615 5.7 Res

48 갈매기 6 6 0.1 WV

49 흰갈매기 1 1 0.0 WV

50 재갈매기 23 26 12 38 450 549 5.1 WV

51 붉은부리갈매기 41 25 69 42 120 297 2.8 WV

52 쇠제비갈매기 1 1 0.0 SV

53 집비둘기 5 6 82 2 95 0.9 Res

54 멧비둘기 27 54 42 14 137 1.3 Res

55 물총새 1 1 0.0 Res

56 후투티 2 2 0.0 SV

57 오색딱다구리 1 1 0.0 Res

58 청딱다구리 2 2 0.0 Res

59 때까치 2 8 2 4 16 0.1 Res

60 까치 9 28 13 14 64 0.6 Res

61 큰부리까마귀 1 5 11 14 8 1 40 0.4 Res

62 박새 8 8 7 2 25 0.2 Res

63 곤줄박이 5 5 0.0 Res

64 스윈호오목눈이 16 16 0.1 WV

65 제비 5 4 8 13 25 55 0.5 SV

66 오목눈이 10 6 16 0.1 Res

67 개개비사촌 2 2 0.0 SV

68 붉은머리오목눈이 53 167 126 87 433 4.0 Res

69 검은이마직박구리 4 6 24 34 0.3 Res

70 직박구리 32 36 31 29 128 1.2 Res

71 개개비 3 4 9 1 17 0.2 SV

72 동박새 16 13 29 0.3 Res

73 되지빠귀 1 1 0.0 SV

74 흰배지빠귀 1 1 2 0.0 SV

75 개똥지빠귀 1 8 17 26 0.2 WV

76 딱새 7 13 14 9 43 0.4 Res

표 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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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A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A1 A2 A3 A4 A5 A6

77 참새 31 66 72 14 183 1.7 Res

78 알락할미새 3 2 2 6 1 6 20 0.2 SV

79 힝둥새 2 6 8 0.1 PM

80 방울새 6 2 8 0.1 Res

81 밀화부리 3 3 0.0 WV

82 노랑턱멧새 27 48 47 27 149 1.4 Res

83 촉새 1 1 0.0 WV

84 북방검은머리쑥새 6 4 10 0.1 WV

종 수 23 29 39 61 52 53 84 

개 체 수 478 370 379 2,697 3,104 3,730 10,758 

종다양도(H') 2.68 2.92 2.82 3.00 2.77 2.60 3.13 

종균등도(E') 0.85 0.87 0.77 0.73 0.70 0.66 0.71 

종풍부도(R') 3.57 4.73 6.40 7.60 6.34 6.32 8.94 

표 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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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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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대권역

 가) 일웅도 주변지역(B 권역) 현황

  B 대권역인 경우 총 5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B 대권역인 일웅도 주변지역은 

을숙도 상부 지역인 일웅도를 포함하여 하단동 가락타운과 낙동강 둔치 염막지구가 일부 포함

하여 있는 지역으로, 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시민들을 위하여 제공하기로 한 체육

시설이나, 주차장, 휴게소관장, 자전거 대여소 등이 있어 조성되어 있다.

그림 20. B 대권역(일웅도 주변지역)

B1 : 낙동강 하굿둑 상단 수면부, B2 : 토사적치장과 동측 수면부, B3 : 옛 조정경기장 수면부,
B4 : 염막지구 동측 수면부, B5 : 일웅도(이용지구 및 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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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나) 일웅도 주변지역(B 권역) 조류 현황

   B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82종 최대개체수 합계 3,241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B3지역에서 6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B1지역에서 26종, B2지역에서 24종, B4지역에서 25종, B5지역에서 41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B3지역에서 1,290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B1 지역에서 

807개체, B2지역에서 182개체, B4지역에서 484개체, B5지역에서 478개체가 관찰되었다.

   B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가 9.7%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흰뺨검둥

오리 8.3%, 붉은부리갈매기 7.9%, 물닭 6.3%, 괭이갈매기 5.8%, 청둥오리 5.5%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3.44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78, 종풍부도는 

10.02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텃새(Res)가 37.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겨울철새(WV) 30.5%, 

여름철새(SV) 24.4%, 나그네새(PM) 7.3%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B 대권역에서 총 5종(천연기념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3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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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B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22. B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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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번호 국 명
B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B1 B2 B3 B4 B5

1 꿩 5 4 9 0.3 Res

2 큰기러기 91 91 2.8 WV 멸Ⅱ

3 쇠기러기 68 68 2.1 WV 천, 멸Ⅱ

4 큰고니 30 10 65 105 3.2 WV 천

5 원앙 4 4 0.1 Res

6 알락오리 6 8 9 4 27 0.8 WV

7 홍머리오리 55 8 63 1.9 WV

8 청둥오리 12 5 130 11 19 177 5.5 WV

9 흰뺨검둥오리 58 8 153 24 27 270 8.3 Res

10 넓적부리 9 9 0.3 WV

11 고방오리 4 4 0.1 WV

12 쇠오리 17 1 6 24 0.7 WV

13 흰죽지 116 116 3.6 WV

14 댕기흰죽지 46 5 46 13 110 3.4 WV

15 흰뺨오리 46 8 40 94 2.9 WV

16 흰비오리 2 2 0.1 WV

17 비오리 2 2 4 0.1 WV

18 아비 1 1 0.0 WV

19 논병아리 1 5 4 10 0.3 Res

20 뿔논병아리 10 7 17 75 109 3.4 WV

21 왜가리 6 2 2 5 4 19 0.6 SV

22 대백로 3 2 1 1 7 0.2 WV

23 중대백로 2 2 1 1 6 0.2 SV

24 쇠백로 4 1 1 6 0.2 SV

25 민물가마우지 24 19 7 50 1.5 WV

26 가마우지 1 19 4 24 0.7 Res

27 황조롱이 1 1 0.0 Res 천

28 솔개 1 1 0.0 WV 멸Ⅱ

29 말똥가리 2 2 0.1 WV

30 쇠물닭 3 3 0.1 SV

31 물닭 55 13 86 43 8 205 6.3 Res

32 장다리물떼새 5 5 0.2 PM

33 꼬마물떼새 1 1 0.0 SV

34 꺅도요 1 1 0.0 PM

35 깝작도요 1 1 2 0.1 SV

36 괭이갈매기 152 10 15 11 188 5.8 Res

37 재갈매기 47 8 3 1 59 1.8 WV

38 붉은부리갈매기 241 14 1 1 257 7.9 WV

표 18. B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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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B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B1 B2 B3 B4 B5

39 쇠제비갈매기 2 1 3 0.1 SV

40 구레나룻제비갈매기 2 2 0.1 PM

41 집비둘기 6 12 24 42 1.3 Res

42 멧비둘기 26 29 55 1.7 Res

43 뻐꾸기 1 1 0.0 SV

44 칼새 4 19 23 0.7 SV

45 파랑새 1 1 0.0 SV

46 물총새 1 1 1 3 0.1 Res

47 후투티 2 2 4 0.1 SV

48 큰오색딱다구리 1 1 0.0 Res

49 오색딱다구리 1 1 2 0.1 Res

50 청딱다구리 1 1 0.0 Res

51 때까치 2 1 3 0.1 Res

52 꾀꼬리 1 1 0.0 SV

53 까치 2 7 6 27 42 1.3 Res

54 까마귀 2 2 0.1 Res

55 큰부리까마귀 4 5 10 19 0.6 Res

56 박새 4 4 8 0.2 Res

57 곤줄박이 2 2 0.1 Res

58 갈색제비 2 2 0.1 PM

59 제비 18 11 72 8 4 113 3.5 SV

60 오목눈이 13 13 0.4 Res

61 종다리 6 6 0.2 Res

62 개개비사촌 1 1 0.0 SV

63 붉은머리오목눈이 231 34 49 314 9.7 Res

64 검은이마직박구리 3 4 7 0.2 Res

65 직박구리 2 12 17 31 1.0 Res

66 개개비 1 10 3 14 0.4 SV

67 섬휘파람새 1 1 2 0.1 SV

68 동박새 3 12 14 29 0.9 Res

69 굴뚝새 2 2 0.1 Res

70 찌르레기 78 78 2.4 SV

71 흰배지빠귀 1 1 2 0.1 SV

72 개똥지빠귀 10 10 0.3 WV

73 딱새 2 4 2 7 15 0.5 Res

74 검은딱새 1 1 0.0 SV

75 참새 117 39 156 4.8 Res

76 알락할미새 1 2 2 2 7 0.2 SV

표 1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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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번호 국 명
B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B1 B2 B3 B4 B5

77 힝둥새 6 9 15 0.5 PM

78 밭종다리 14 14 0.4 PM

79 방울새 4 4 0.1 Res

80 쑥새 3 3 0.1 WV

81 노랑턱멧새 12 27 39 1.2 Res

82 북방검은머리쑥새 14 14 0.4 WV

종 수 26 24 64 25 41 82 

개 체 수 807 182 1,290 484 478 3,241 

종다양도(H') 2.32 2.79 2.96 2.45 3.07 3.44 

종균등도(E') 0.71 0.88 0.71 0.76 0.83 0.78 

종풍부도(R') 3.74 4.42 8.80 3.88 6.48 10.02 

표 1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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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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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대권역

 가) 염막 주변지역(C 권역) 현황

  C 대권역인 경우 총 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C 대권역인 염막 지역은 맥도

생태공원이 위치해 있어 곳곳에 습지가 조성되어 조류의 은신처 및 휴식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C5지역은 겨울철 조류먹이를 급여하는 지역이다.

그림 23. C 대권역(염막 주변지역)

C1 : 모래적치장-중간 첫 번째 수로, C2 : 첫 번째 수로-세 번째 수로, 
C3 : 세 번째 수로-다섯 번째 수로 다음 농로,C4 : 세로방향의 중간 수로, 

C5 : 본류 쪽 농경지, C6 : 다섯 번째 수로 다음 농로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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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나) 일웅도 주변지역(C 권역) 조류 현황

   C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81종 최대개체수 합계 5,984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C5지역에서 60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C1지역에서 49종, C2지역에서 34종, C3지역에서 41종, C4지역에서 38종, C6지역에서 

48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C5지역에서 1,794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

되었으며, C1지역에서 890개체, C2지역에서 377개체, C3지역에서 615개체, C4 지역에서 

889개체, C6지역에서 1,419개체가 관찰되었다.

   C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쇠기러기가 11.8%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붉은부리오목

눈이 10.2%, 청둥오리 8.8%, 흰뺨검둥오리 8.2%, 물닭 8.1%, 큰기러기 7.6%, 밭종다리 

5.6%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3.23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73, 종풍부도는 

9.20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39.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 

33.3%, 여름철새(SV) 21.0%, 나그네새(PM) 6.2%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C대권역에서 총 9종(천연기념물 5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5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새호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솔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항라

머리검독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등이 확인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102 문화재청

그림 24. C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25. C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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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번호 국 명
C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C1 C2 C3 C4 C5 C6

1 꿩 4 3 4 2 5 7 25 0.4 Res

2 큰기러기 16 337 102 455 7.6 WV 멸Ⅱ

3 쇠기러기 482 225 707 11.8 WV

4 큰고니 36 6 4 77 20 143 2.4 WV 천, 멸Ⅱ

5 원앙 6 6 0.1 Res 천

6 알락오리 10 31 32 15 88 1.5 WV

7 청머리오리 7 3 12 5 10 37 0.6 WV

8 홍머리오리 2 6 8 0.1 WV

9 청둥오리 17 15 415 68 10 525 8.8 WV

10 흰뺨검둥오리 216 6 134 8 56 71 491 8.2 Res

11 넓적부리 42 12 29 6 89 1.5 WV

12 고방오리 1 2 3 0.1 WV

13 발구지 2 2 0.0 PM

14 가창오리 4 4 0.1 WV

15 쇠오리 18 4 43 2 3 70 1.2 WV

16 흰죽지 67 3 58 131 4 263 4.4 WV

17 댕기흰죽지 10 40 10 60 1.0 WV

18 흰뺨오리 1 1 0.0 WV

19 흰비오리 2 2 0.0 WV

20 바다비오리 1 1 0.0 WV

21 논병아리 1 2 2 2 7 0.1 Res

22 뿔논병아리 7 10 17 0.3 WV

23 해오라기 1 1 2 0.0 SV

24 검은댕기해오라기 1 1 0.0 SV

25 황로 20 1 2 23 46 0.8 SV

26 왜가리 3 4 5 3 12 4 31 0.5 SV

27 대백로 1 1 2 0.0 WV

28 중대백로 2 2 4 1 4 2 15 0.3 SV

29 중백로 1 2 1 1 3 8 0.1 SV

30 쇠백로 1 1 1 5 8 0.1 SV

31 민물가마우지 5 1 14 10 30 0.5 WV

32 황조롱이 1 1 1 1 2 1 7 0.1 Res 천

33 새호리기 1 1 2 0.0 SV 멸Ⅱ

34 매 1 1 2 0.0 Res 천, 멸Ⅰ

35 솔개 1 1 0.0 WV 멸Ⅱ

36 흰꼬리수리 2 2 0.0 WV 천, 멸Ⅰ

37 말똥가리 1 1 2 4 0.1 WV

38 항라머리검독수리 1 1 0.0 WV 멸Ⅱ

표 19. C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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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C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C1 C2 C3 C4 C5 C6

39 쇠물닭 1 1 5 2 2 11 0.2 SV

40 물닭 67 2 55 66 113 180 483 8.1 Res

41 댕기물떼새 34 34 0.6 WV

42 꼬마물떼새 9 9 0.2 SV

43 중부리도요 1 4 5 0.1 PM

44 괭이갈매기 2 3 5 0.1 Res

45 재갈매기 1 2 2 5 0.1 WV

46 한국재갈매기 1 1 0.0 WV

47 붉은부리갈매기 1 1 0.0 WV

48 제비갈매기 1 1 0.0 PM

49 집비둘기 4 11 5 42 62 1.0 Res

50 멧비둘기 6 3 5 4 6 6 30 0.5 Res

51 칼새 6 6 0.1 SV

52 물총새 1 1 2 0.0 Res

53 후투티 3 1 5 1 2 3 15 0.3 SV

54 오색딱다구리 3 1 4 0.1 Res

55 청딱다구리 2 1 3 0.1 Res

56 때까치 2 3 4 2 3 2 16 0.3 Res

57 까치 4 14 12 3 10 16 59 1.0 Res

58 큰부리까마귀 6 2 3 2 2 5 20 0.3 Res

59 박새 21 5 5 2 3 4 40 0.7 Res

60 쇠박새 2 2 0.0 Res

61 스윈호오목눈이 38 38 0.6 WV

62 제비 17 11 4 2 9 33 76 1.3 SV

63 오목눈이 18 8 26 0.4 Res

64 종다리 14 14 0.2 Res

65 개개비사촌 2 5 7 0.1 SV

66 붉은머리오목눈이 123 130 107 75 111 66 612 10.2 Res

67 검은이마직박구리 17 5 2 24 0.4 Res

68 직박구리 7 2 2 4 12 27 0.5 Res

69 개개비 16 24 17 40 21 12 130 2.2 SV

70 찌르레기 9 38 77 18 10 98 250 4.2 SV

71 흰점찌르레기 7 7 0.1 WV

72 개똥지빠귀 2 3 5 9 24 43 0.7 WV

73 딱새 8 5 5 3 5 11 37 0.6 Res

74 참새 33 4 6 2 26 71 1.2 Res

75 알락할미새 1 33 2 81 117 2.0 SV

76 힝둥새 2 2 0.0 PM

표 1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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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C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C1 C2 C3 C4 C5 C6

77 밭종다리 4 4 6 16 77 229 336 5.6 PM

78 방울새 7 16 23 0.4 Res

79 쑥새 8 24 24 56 0.9 WV

80 노랑턱멧새 26 12 16 18 16 88 1.5 Res

81 북방검은머리쑥새 2 7 8 3 20 0.3 WV

종 수 49 34 41 38 60 48 81 

개 체 수 890 377 615 889 1,794 1,419 5,984 

종다양도(H') 2.92 2.52 2.73 2.17 2.67 2.86 3.23 

종균등도(E') 0.75 0.72 0.74 0.60 0.65 0.74 0.73 

종풍부도(R') 7.07 5.56 6.23 5.45 7.87 6.48 9.20 

표 1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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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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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대권역

 가) 맥도강 주변지역(D 권역) 현황

  D 대권역인 경우 총 4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D 대권역인 맥도강 주변

지역은 일부 농경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으며, 기존의 거주지역과 공장

건축물, 고물상 등이 분포하고 수계 가까이 근접해 있다.

그림 26. D 대권역(맥도강 주변지역)

D1 : 서부산IC 밑, D2 : 월포나루-장협, D3 : 군라교-송백마을, D4 : 염막2구-명지시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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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맥도강 주변지역 (D 권역) 조류 현황

   D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63종 최대개체수 합계 2,396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D4지역에서 53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D1지역에서 33종, D2지역에서 48종, D3지역에서 41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D2지역

에서 770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D1지역에서 520개체, D3지역에서 

359개체, D4지역에서 747개체가 관찰되었다.

   D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참새가 15.8%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물닭 10.9%, 큰기

러기와 넓적부리가 각각 10.1%, 붉은머리오목눈이 6.5%, 멧비둘기 5.1%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3.04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73, 종풍부도는 

7.97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텃새(Res)가 3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겨울철새(WV) 30.2%, 

여름철새(SV) 27.0%, 나그네새(PM) 4.8%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D 대권역에서 총 8종(천연기념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7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새호리기(멸종위기야생

동물Ⅱ급), 벌매(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잿빛개구리매(천연

기념물 제323-6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조롱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새매(천연기념물 

제32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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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D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28. D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문화재청 109

제3장 연구 결과

번호 국 명
D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D1 D2 D3 D4

1 꿩 1 2 2 3 8 0.3 Res

2 큰기러기 243 243 10.1 WV 멸Ⅱ

3 알락오리 4 2 2 8 0.3 WV

4 청둥오리 4 23 3 3 33 1.4 WV

5 흰뺨검둥오리 30 14 29 31 104 4.3 Res

6 넓적부리 14 210 12 6 242 10.1 WV

7 쇠오리 4 17 21 0.9 WV

8 흰죽지 2 1 3 0.1 WV

9 댕기흰죽지 4 2 6 0.3 WV

10 흰뺨오리 1 1 0.0 WV

11 논병아리 3 5 5 1 14 0.6 Res

12 뿔논병아리 3 1 4 0.2 WV

13 해오라기 1 1 4 6 0.3 SV

14 황로 4 8 1 1 14 0.6 SV

15 왜가리 8 4 3 6 21 0.9 SV

16 중대백로 2 3 4 3 12 0.5 SV

17 중백로 2 1 3 0.1 SV

18 쇠백로 1 2 1 4 0.2 SV

19 민물가마우지 1 2 5 8 0.3 WV

20 황조롱이 1 1 1 1 4 0.2 Res

21 새호리기 1 1 2 0.1 SV 천

22 벌매 1 1 0.0 PM 멸Ⅱ

23 솔개 1 1 0.0 WV 멸Ⅱ

24 잿빛개구리매 1 1 0.0 WV 천, 멸Ⅱ

25 조롱이 1 1 0.0 Res 멸Ⅱ

26 새매 1 1 0.0 WV 천, 멸Ⅱ

27 말똥가리 1 1 2 0.1 WV

28 쇠물닭 1 3 1 9 14 0.6 SV

29 물닭 35 109 27 91 262 10.9 Res

30 괭이갈매기 2 2 0.1 Res

31 갈매기 6 6 0.3 WV

32 재갈매기 1 1 1 3 6 0.3 WV

33 붉은부리갈매기 1 2 16 8 27 1.1 WV

34 집비둘기 16 1 14 31 1.3 Res

35 멧비둘기 3 31 33 55 122 5.1 Res

36 뻐꾸기 1 1 1 3 0.1 SV

37 칼새 5 28 33 1.4 SV

38 물총새 1 1 0.0 Res

표 20. D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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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D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D1 D2 D3 D4

39 후투티 1 1 1 3 0.1 SV

40 오색딱다구리 1 1 2 0.1 Res

41 청딱다구리 1 1 0.0 Res

42 때까치 1 2 3 6 0.3 Res

43 긴꼬리때까치 1 1 2 0.1 WV

44 까치 6 6 8 13 33 1.4 Res

45 까마귀 2 2 0.1 Res

46 큰부리까마귀 4 6 3 22 35 1.5 Res

47 박새 2 2 2 6 0.3 Res

48 제비 16 14 68 20 118 4.9 SV

49 붉은머리오목눈이 15 60 25 55 155 6.5 Res

50 검은이마직박구리 3 20 4 12 39 1.6 Res

51 직박구리 14 12 10 21 57 2.4 Res

52 개개비 2 2 8 12 0.5 SV

53 북방쇠찌르레기 4 4 0.2 PM

54 쇠찌르레기 2 2 4 8 0.3 SV

55 찌르레기 7 40 12 48 107 4.5 SV

56 개똥지빠귀 1 7 8 0.3 WV

57 딱새 3 6 4 9 22 0.9 Res

58 참새 70 73 54 181 378 15.8 Res

59 노랑할미새 2 1 2 5 0.2 SV

60 알락할미새 1 2 1 2 6 0.3 SV

61 밭종다리 2 68 3 21 94 3.9 PM

62 방울새 2 4 6 12 0.5 Res

63 노랑턱멧새 6 6 0.3 Res

종 수 34 36 34 55 61 

개 체 수 560 565 392 1,378 2,895 

종다양도(H') 1.99 2.80 2.60 2.66 2.90 

종균등도(E') 0.56 0.78 0.74 0.66 0.71 

종풍부도(R') 5.21 5.52 5.53 7.47 7.53 

표 20. 계속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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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 대권역

 가) 대저수문 주변지역(E 권역) 현황

  E 대권역인 경우 총 3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E 대권역인 대저수문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 및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중도가 넓게 분포하고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농경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와 수계주변 낚시터 및 양어장, 공장건물, 불법 매립을 통한 연밭 

등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림 29. E 대권역(대저수문 주변지역)

E1 : 대저수문-양산김해고속국도, E2 : 고속국도-수안치등 입구, E3 : 수안치등 입구-불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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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저수문 주변지역(E 권역) 조류 현황

   E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48종 최대개체수 합계 2,200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E2지역과 E3지역에서 각각 3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E1지역에서 34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E3지역에서 954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E1지역에서 402개체, E3지역에서 844개체가 관찰

되었다.

   E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물닭 18.7%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청둥오리 15.0%, 흰뺨

검둥오리 9.8%, 흰죽지 9.4%, 붉은부리갈매기 7.0%, 참새 6.5%, 붉은머리오목눈이 5.1%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84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73, 종풍부도는 

6.11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텃새(Res)가 39.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름철새(SV) 

29.2%, 겨울철새(WV) 27.1%, 나그네새(PM) 4.2%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E 대권역에서 총 3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 

8호)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청 113

제3장 연구 결과

그림 30. E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31. E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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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E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E1 E2 E3

1 꿩 1 2 3 0.1 Res

2 큰기러기 58 58 2.6 WV 멸Ⅱ

3 원앙 6 6 0.3 Res 천

4 알락오리 11 24 8 43 2.0 WV

5 홍머리오리 22 22 1.0 WV

6 청둥오리 62 120 148 330 15.0 WV

7 흰뺨검둥오리 49 58 108 215 9.8 Res

8 넓적부리 13 19 13 45 2.0 WV

9 쇠오리 2 39 6 47 2.1 WV

10 흰죽지 40 82 84 206 9.4 WV

11 논병아리 2 6 6 14 0.6 Res

12 해오라기 6 6 0.3 SV

13 황로 7 2 3 12 0.5 SV

14 왜가리 7 13 15 35 1.6 SV

15 대백로 3 3 0.1 WV

16 중대백로 12 9 9 30 1.4 SV

17 중백로 6 1 1 8 0.4 SV

18 쇠백로 4 4 4 12 0.5 SV

19 민물가마우지 2 2 0.1 WV

20 황조롱이 1 2 1 4 0.2 Res 천

21 말똥가리 2 2 0.1 WV

22 쇠물닭 1 4 5 10 0.5 SV

23 물닭 45 188 179 412 18.7 Res

24 꺅도요 3 3 0.1 PM

25 재갈매기 4 5 9 0.4 WV

26 붉은부리갈매기 154 154 7.0 WV

27 집비둘기 14 14 0.6 Res

28 멧비둘기 11 21 11 43 2.0 Res

29 파랑새 1 1 0.0 SV

30 청딱다구리 1 1 2 0.1 Res

31 때까치 1 1 1 3 0.1 Res

32 까치 5 4 8 17 0.8 Res

33 큰부리까마귀 4 7 6 17 0.8 Res

34 박새 2 3 4 9 0.4 Res

35 쇠박새 2 2 0.1 Res

36 제비 13 11 16 40 1.8 SV

37 개개비사촌 1 1 0.0 SV

38 붉은머리오목눈이 22 31 60 113 5.1 Res

표 21. E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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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번호 국 명
E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E1 E2 E3

39 직박구리 8 3 13 24 1.1 Res

40 개개비 9 18 18 45 2.0 SV

41 찌르레기 2 2 0.1 SV

42 딱새 2 3 1 6 0.3 Res

43 검은딱새 2 2 0.1 SV

44 참새 35 60 47 142 6.5 Res

45 알락할미새 2 8 1 11 0.5 SV

46 힝둥새 3 3 0.1 PM

47 노랑턱멧새 5 4 9 0.4 Res

48 검은머리쑥새 3 3 0.1 WV

종 수 34 36 36 48 

개 체 수 402 844 954 2,200 

종다양도(H') 2.88 2.73 2.55 2.84 

종균등도(E') 0.82 0.76 0.71 0.73 

종풍부도(R') 5.50 5.19 5.10 6.11 

표 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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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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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 대권역

 가) 서낙동강 지역(F 권역) 현황

  F 대권역인 경우 총 8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F 대권역인 서낙동강 지역은 

중사도, 치등, 둔치도 등 하중도가 발달되어 있으나 중사도 및 둔치도는 과거부터 농경지 및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변을 따라 공원화가 이루어지고, 주거지역, 상가, 공장건축물, 

그리고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 F 대권역(서낙동강 지역)

F1 : 치등-서낙동교 상단, F2 : 서낙동교 상단-범방동, F3 : 둔치도-순아지구, 
F4 : 순아지구-녹산교,F5 : 녹산교-신호대교, F6 : 신호 인공서식지 동측 해수면, 

F7 : 신호 인공서식지, F8 : 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 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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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나) 서낙동강 지역(F 권역) 조류 현황

   F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77종 최대개체수 합계 13,400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F3지역에서 50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F1지역에서 41종, F2지역에서 42종, F4지역에서 31종, F5지역에서 44종, F6지역에서 

33종, F7지역에서 31종, F8지역에서 18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F3지역에서 4,602

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F1지역에서 2,536개체, F2지역에서 503개체, 

F4지역에서 1,032개체, F5지역에서 3,765개체, F6지역에서 423개체, F7지역에서 358개체, 

F8지역에서 181개체가 관찰되었다.

   F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청둥오리가 28.4%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물닭 13.8%, 

넓적부리 11.6%, 흰뺨검둥오리 10.5%, 흰죽지 5.6%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66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61, 종풍부도는 

8.00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37.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 

29.9%, 여름철새(SV) 20.8%, 나그네새(PM) 11.7%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F 대권역에서 총 8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6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

동물Ⅱ급)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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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F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34. F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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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F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F1 F2 F3 F4 F5 F6 F7 F8

1 꿩 4 1 1 4 10 0.1 Res

2 큰기러기 27 37 64 0.5 WV 멸Ⅱ

3 큰고니 2 18 4 6 1 31 0.2 WV 천, 멸Ⅱ

4 혹부리오리 6 6 0.0 WV

5 알락오리 32 11 50 32 8 11 144 1.1 WV

6 청머리오리 42 23 65 0.5 WV

7 홍머리오리 38 40 120 11 8 217 1.6 WV

8 청둥오리 300 43 2511 220 632 40 40 24 3810 28.4 WV

9 흰뺨검둥오리 260 92 838 105 40 19 38 11 1403 10.5 Res

10 넓적부리 1236 324 1560 11.6 WV

11 고방오리 33 26 210 23 20 312 2.3 WV

12 쇠오리 18 18 42 8 31 117 0.9 WV

13 흰죽지 27 44 143 500 42 756 5.6 WV

14 댕기흰죽지 35 60 290 385 2.9 WV

15 검은머리흰죽지 3 52 42 97 0.7 WV

16 흰뺨오리 26 6 32 0.2 WV

17 비오리 20 27 5 52 0.4 WV

18 바다비오리 1 9 4 2 16 0.1 WV

19 논병아리 17 4 4 1 2 1 29 0.2 Res

20 뿔논병아리 1 6 6 18 20 51 0.4 WV

21 검은댕기해오라기 1 1 0.0 SV

22 황로 11 5 16 0.1 SV

23 왜가리 10 7 20 50 14 6 6 3 116 0.9 SV

24 중대백로 44 4 21 39 8 12 5 4 137 1.0 SV

25 중백로 1 1 2 2 1 7 0.1 SV

26 쇠백로 18 2 9 21 10 7 3 70 0.5 SV

27 민물가마우지 5 39 6 5 6 61 0.5 WV

28 가마우지 7 7 0.1 Res

29 황조롱이 2 1 2 1 1 7 0.1 Res 천

30 솔개 6 6 1 13 0.1 WV 멸Ⅱ

31 흰꼬리수리 1 1 0.0 WV 천, 멸Ⅰ

32 독수리 2 2 0.0 WV 천, 멸Ⅱ

33 말똥가리 2 1 3 0.0 WV

34 큰말똥가리 1 1 0.0 WV 멸Ⅱ

35 쇠물닭 8 1 8 17 0.1 SV

36 물닭 260 70 231 40 1212 42 1855 13.8 Res

37 꼬마물떼새 1 1 0.0 SV

38 흰물떼새 1 1 2 0.0 PM

표 22. F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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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F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F1 F2 F3 F4 F5 F6 F7 F8

39 마도요 5 5 0.0 PM 천, 멸Ⅱ

40 붉은발도요 3 3 0.0 PM

41 청다리도요 2 7 40 14 63 0.5 PM 멸Ⅱ

42 삑삑도요 1 1 0.0 PM

43 뒷부리도요 18 8 26 0.2 PM

44 깝작도요 1 1 2 0.0 SV

45 민물도요 42 42 0.3 PM

46 괭이갈매기 7 1 1 35 169 33 5 8 259 1.9 Res

47 갈매기 3 3 0.0 WV 멸Ⅱ

48 재갈매기 13 4 23 7 13 8 4 6 78 0.6 WV

49 한국재갈매기 2 2 4 8 0.1 WV

50 붉은부리갈매기 19 6 26 32 83 0.6 WV

51 검은머리갈매기 9 9 0.1 Res

52 구레나룻제비갈매기 4 1 5 0.0 PM

53 집비둘기 33 5 47 2 2 2 91 0.7 Res

54 멧비둘기 15 12 11 2 17 2 3 1 63 0.5 Res

55 뻐꾸기 1 1 2 0.0 SV

56 파랑새 1 1 0.0 SV

57 후투티 1 1 2 0.0 SV

58 때까치 2 2 4 0.0 Res

59 긴꼬리때까치 1 1 0.0 WV

60 까치 9 11 2 2 8 3 9 44 0.3 Res

61 큰부리까마귀 4 2 1 4 3 2 3 4 23 0.2 Res

62 박새 1 2 3 5 2 2 15 0.1 Res

63 쇠박새 1 2 3 0.0 Res

64 제비 43 5 15 19 5 87 0.6 SV

65 붉은머리오목눈이 48 50 28 6 150 35 105 422 3.1 Res

66 검은이마직박구리 2 30 32 0.2 Res

67 직박구리 8 5 6 6 4 3 6 38 0.3 Res

68 개개비 18 15 26 4 6 6 3 78 0.6 SV

69 찌르레기 7 2 11 6 26 0.2 SV

70 개똥지빠귀 2 2 0.0 WV

71 딱새 4 2 3 2 1 1 2 15 0.1 Res

72 참새 47 45 150 15 21 20 11 3 312 2.3 Res

73 알락할미새 6 1 2 1 10 0.1 SV

74 검은등할미새 1 1 0.0 Res

75 힝둥새 11 11 0.1 PM

76 방울새 7 30 37 0.3 Res

표 2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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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F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F1 F2 F3 F4 F5 F6 F7 F8

77 노랑턱멧새 5 6 6 2 19 0.1 Res

종다양도(H') 41 42 50 31 44 33 31 18 77 

종균등도(E') 2,536 503 4,602 1,032 3,765 423 358 181 13,400 

종풍부도(R') 1.97 2.80 1.74 2.73 2.33 3.09 2.63 2.32 2.66 

표 2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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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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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 대권역

 가) 장자·신자도 주변지역(G 권역) 현황

  G 대권역인 경우 총 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G 대권역인 장자-신자도 주변

지역은 두지역의 사주와 크고 작은 갯골 및 광대한 간석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대군락 

및 새섬매자기 군락이 발달한 지역이다. 장자도는 인공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서쪽 둑은 자연

제방에 가까우며, 내부에는 농경지가 있었으나, 점차 갈대군락이 확대되고 둑의 외부에는 갈대

군락 및 모새달 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35. G 대권역(장자·신지도 주변지역)

G1 : 신자도 서측, G2 : 대마등-신자도, G3 : 신자도 중앙, 
G4 : 장자도 하단-신자도 G5 : 대마등-장자도 상단, G6 : 장자도 동측 수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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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자·신자도 주변지역(G 권역) 조류 현황

   G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38종 최대개체수 합계 3,016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G4지역에서 28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G1지역에서 13종, G2지역에서 5종, G3지역에서 11종, G5지역에서 14종, G6지역에서 

13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G1지역에서 2,004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

되었으며, G2지역에서 19개체, G3지역에서 123개체, G4지역에서 389개체, G5지역에서 

135개체, G6지역에서 346개체가 관찰되었다.

   G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민물가마우지가 46.5%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재갈매기 

19.1%, 가마우지 6.6%, 개개비 5.5%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00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55, 종풍부도는 

4.62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39.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와 

여름철새(SV)가 각각 21.1%, 나그네새(PM) 18.4%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G 대권역에서 총 11종(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8종)으로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새호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물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새매(천연

기념물 제32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섬개개비(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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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G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37. G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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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G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G1 G2 G3 G4 G5 G6

1 꿩 4 4 0.1 Res

2 큰고니 4 11 2 17 0.6 WV 천, 멸Ⅱ

3 혹부리오리 19 19 0.6 WV

4 청둥오리 4 22 26 0.9 WV

5 흰뺨검둥오리 4 2 15 21 0.7 Res

6 흰죽지 2 2 0.1 WV

7 바다비오리 6 8 13 8 3 38 1.3 WV

8 뿔논병아리 5 15 8 6 34 1.1 WV

9 저어새 16 16 32 1.1 SV 천, 멸Ⅰ

10 왜가리 1 2 4 2 9 0.3 SV

11 중대백로 3 1 2 6 4 16 0.5 SV

12 민물가마우지 1400 1 1401 46.5 WV

13 가마우지 200 200 6.6 Res

14 새호리기 1 1 0.0 SV 멸Ⅱ

15 매 1 1 0.0 Res 천, 멸Ⅰ

16 물수리 2 2 1 5 0.2 WV 멸Ⅱ

17 솔개 1 2 3 0.1 WV 멸Ⅱ

18 흰꼬리수리 1 1 0.0 WV 천, 멸Ⅰ

19 새매 2 2 0.1 WV 천, 멸Ⅱ

20 말똥가리 1 1 0.0 WV

21 검은머리물떼새 23 41 64 2.1 Res 천. 멸Ⅱ

22 흰물떼새 5 2 7 0.2 PM

23 중부리도요 7 7 0.2 PM

24 마도요 8 8 0.3 PM

25 청다리도요 11 11 0.4 PM

26 뒷부리도요 25 30 55 1.8 PM

27 민물도요 18 27 45 1.5 PM

28 괭이갈매기 50 4 11 5 25 95 3.1 Res

29 재갈매기 300 107 10 160 577 19.1 WV

30 한국재갈매기 20 1 21 0.7 WV

31 붉은부리갈매기 2 80 82 2.7 WV

32 검은머리갈매기 4 4 0.1 Res 멸Ⅱ

33 쇠제비갈매기 4 4 0.1 SV

34 큰부리까마귀 1 2 4 7 0.2 Res

35 제비 2 2 1 5 0.2 SV

36 개개비사촌 12 13 25 0.8 SV

37 개개비 17 4 54 68 22 165 5.5 SV

38 섬개개비 1 1 0.0 PM 멸Ⅱ

표 23. G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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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G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G1 G2 G3 G4 G5 G6

종 수 13 5 11 28 14 13 38 

개 체 수 2,004 19 123 389 135 346 3,016 

종다양도(H') 1.01 1.46 1.68 2.53 2.28 1.60 2.00 

종균등도(E') 0.39 0.91 0.70 0.76 0.86 0.62 0.55 

종풍부도(R') 1.58 1.36 2.08 4.53 2.65 2.05 4.62 

표 2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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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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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 대권역

 가) 백합·도요등 주변지역(H 권역) 현황

  H 대권역인 경우 총 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H 대권역인 백합·도요등 

주변지역은 두지역의 큰 사주와 크고 작은 갯골과 광대한 간석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간석지에는 

새섬매자기 군락이 형성되어있다. 이 지역은 낙동강 하구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요등 좌측 하단부터 신자도 하단까지의 해수면에는 대규모의 해태양식장이 입지하여 

겨울철 김 수확시기에 선박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그림 38. H 대권역(백합·도요등 주변지역)

H1 : 도요등 서측, H2 : 백합등 서측 갯벌, H3 : 백합등과 동측 갯벌, 
H4 : 도요등 중앙부, H5 : 도요등 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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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백합·도요등 주변지역(H 권역) 조류 현황

   H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37종 최대개체수 합계 2,642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H1지역에서 2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

으며, H2지역에서 11종, H3지역에서 14종, H4지역에서 19종, H5지역에서 7종이 관찰

되었다. 개체수로는 H1지역에서 1,946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H2 

지역에서 55개체, H3지역에서 269개체, H4지역에서 224개체, H5지역에서 148개체가 

관찰되었다.

   H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괭이갈매기가 61.4%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재갈매기 

12.5%, 마도요 4,1%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1.67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46, 종풍부도는 

4.57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37.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와 

나그네새(PM)가 각각 21.6%, 여름철새(SV) 18.9%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H 대권역에서 총 7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5종)으로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물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제323- 

6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섬개개비(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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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H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40. H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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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H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H1 H2 H3 H4 H5

1 큰고니 5 23 28 1.1 WV 천, 멸Ⅱ

2 청둥오리 2 40 42 1.6 WV

3 흰뺨검둥오리 2 76 2 80 3.0 Res

4 비오리 6 6 0.2 WV

5 바다비오리 20 6 22 1 49 1.9 WV

6 뿔논병아리 3 3 0.1 WV

7 왜가리 6 5 4 9 12 36 1.4 SV

8 중대백로 6 2 8 3 3 22 0.8 SV

9 민물가마우지 13 1 14 0.5 WV

10 황조롱이 1 1 0.0 Res 천

11 물수리 6 1 7 0.3 WV 멸Ⅱ

12 솔개 2 1 2 5 0.2 WV 멸Ⅱ

13 흰꼬리수리 1 1 2 0.1 WV 천, 멸Ⅰ

14 잿빛개구리매 1 1 0.0 WV 천, 멸Ⅱ

15 개꿩 1 1 0.0 PM

16 꼬마물떼새 1 4 5 0.2 SV

17 흰물떼새 4 1 4 20 29 1.1 PM

18 중부리도요 8 8 0.3 PM

19 마도요 18 20 60 11 109 4.1 PM

20 세가락도요 26 26 1.0 PM

21 좀도요 18 18 0.7 PM

22 민물도요 62 16 8 86 3.3 PM

23 괭이갈매기 1400 6 41 76 98 1621 61.4 Res

24 갈매기 5 5 0.2 WV

25 재갈매기 310 6 13 329 12.5 WV

26 한국재갈매기 18 18 0.7 WV

27 붉은부리갈매기 10 10 0.4 WV

28 쇠제비갈매기 26 26 1.0 SV

29 때까치 1 1 0.0 Res

30 까치 2 2 0.1 Res

31 큰부리까마귀 3 3 6 0.2 Res

32 박새 2 2 0.1 Res

33 제비 2 2 0.1 SV

34 개개비사촌 3 6 2 11 0.4 SV

35 붉은머리오목눈이 4 4 0.2 Res

36 개개비 12 12 24 0.9 SV

37 섬개개비 3 3 0.1 PM 멸Ⅱ

표 24. H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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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H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H1 H2 H3 H4 H5

종 수 25 11 14 19 7 37 

개 체 수 1,946 55 269 224 148 2,642 

종다양도(H') 1.09 1.96 2.07 2.24 1.12 1.67 

종균등도(E') 0.34 0.82 0.78 0.76 0.58 0.46 

종풍부도(R') 3.17 2.50 2.32 3.33 1.20 4.57 

표 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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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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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대권역

 가) 대마등 주변지역(I 권역) 현황

  I 대권역인 경우 총 5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I 대권역인 대마등 주변지역은 

갈대군락을 이루던 대마등을 인공적으로 둑을 쌓아 농경지로 이용하다 1997년 습지로 복원시켰다. 

외부토양의 혼입없이 둑을 일부 절개하여 밀물과 썰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하였고 농경지였던 

내부는 갈대를 이식하였다. 둑에는 물억새 순군락이 분포하고 개방수면 쪽 사면부에는 띠와 

갈대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명지주거단지 방풍림 외곽으로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하여 있다.

그림 41. I 대권역(대마등 주변지역)

I1 : 명지주거단지 남단 수로부, I2 : 대마등 서측 하단, 
I3 : 대마등 인공서식지, I4 : 명지갯벌, I5 : 대마등 동측



문화재청 133

제3장 연구 결과

 나) 대마등 주변지역(I 권역) 조류 현황

   I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65종 최대개체수 합계 14,174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I4지역에서 52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I1지역에서 34종, I2지역에서 11종, I3지역에서 24종, I5지역에서 18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I4지역에서 8,174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I1지역에서 

4,068개체, I2지역에서 424개체, I3지역에서 1,344개체, I5지역에서 164개체가 관찰되었다.

   I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청둥오리가 36.5%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민물도요 

12.7%, 흰뺨검둥오리 11.0%, 흰죽지 7.1%, 고방오리 6.7%, 큰기러기 6,4% 순으로 확인

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39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57, 종풍부도는 

6.70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 23.1%, 

여름철새(SV) 16.9%, 나그네새(PM) 15.4%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H 대권역에서 총 11종(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9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물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제323-3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섬개개비(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등이 확인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134 문화재청

그림 42. I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43. I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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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I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I1 I2 I3 I4 I5

1 꿩 1 1 0.0 Res

2 큰기러기 104 800 904 6.4 WV 멸Ⅱ

3 쇠기러기 20 100 120 0.8 WV

4 큰고니 59 91 150 1.1 WV 천, 멸Ⅱ

5 혹부리오리 10 400 410 2.9 WV

6 알락오리 23 23 0.2 WV

7 청머리오리 5 7 4 16 0.1 WV

8 홍머리오리 20 3 47 70 0.5 WV

9 청둥오리 640 285 1040 3200 13 5178 36.5 WV

10 흰뺨검둥오리 160 1400 2 1562 11.0 Res

11 넓적부리 10 10 0.1 WV

12 고방오리 387 562 4 953 6.7 WV

13 쇠오리 60 60 0.4 WV

14 흰죽지 650 357 1007 7.1 WV

15 댕기흰죽지 240 240 1.7 WV

16 검은머리흰죽지 120 40 160 1.1 WV

17 흰뺨오리 1 2 3 0.0 WV

18 비오리 6 15 62 83 0.6 WV

19 바다비오리 8 4 9 14 35 0.2 WV

20 논병아리 4 4 0.0 Res

21 뿔논병아리 1 41 42 0.3 WV

22 검은목논병아리 8 7 15 0.1 WV

23 노랑부리저어새 13 14 27 0.2 WV 천, 멸Ⅱ

24 저어새 13 13 0.1 SV 천, 멸Ⅰ

25 왜가리 7 2 2 42 3 56 0.4 SV

26 대백로 10 9 19 0.1 WV

27 중대백로 27 4 22 29 2 84 0.6 SV

28 중백로 1 1 0.0 SV

29 쇠백로 8 11 19 0.1 SV

30 민물가마우지 3 2 71 5 81 0.6 WV

31 가마우지 95 20 2 117 0.8 Res

32 물수리 3 3 1 7 0.0 WV 멸Ⅱ

33 솔개 1 1 1 3 0.0 WV 멸Ⅱ

34 흰꼬리수리 2 2 0.0 WV 천, 멸Ⅰ

35 잿빛개구리매 1 1 0.0 WV 천, 멸Ⅱ

36 물닭 7 16 23 0.2 Res

37 검은머리물떼새 15 15 0.1 Res 천, 멸Ⅱ

38 개꿩 16 11 27 0.2 PM

표 25. I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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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I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I1 I2 I3 I4 I5

39 큰뒷부리도요 14 14 0.1 PM

40 중부리도요 23 3 14 20 3 63 0.4 PM

41 마도요 35 52 23 110 0.8 PM

42 알락꼬리마도요 37 37 0.3 PM 멸Ⅱ

43 청다리도요 5 8 30 43 0.3 PM

44 뒷부리도요 60 42 102 0.7 PM

45 깝작도요 1 1 0.0 SV

46 좀도요 42 42 0.3 PM

47 민물도요 1700 42 60 1802 12.7 PM

48 괭이갈매기 21 10 2 149 9 191 1.3 Res

49 재갈매기 6 1 31 2 40 0.3 WV

50 한국재갈매기 6 10 1 17 0.1 WV

51 붉은부리갈매기 10 16 26 0.2 WV

52 쇠제비갈매기 7 7 0.0 SV

53 검은등뻐꾸기 2 2 0.0 SV

54 물총새 1 1 0.0 Res

55 후투티 2 2 0.0 SV

56 때까치 1 1 0.0 Res

57 까치 7 5 4 16 0.1 Res

58 큰부리까마귀 4 1 5 0.0 Res

59 박새 2 2 0.0 Res

60 제비 4 32 7 43 0.3 SV

61 붉은머리오목눈이 19 19 0.1 Res

62 직박구리 3 3 0.0 Res

63 개개비 20 20 0.1 SV

64 섬개개비 8 8 0.1 PM 멸Ⅱ

65 참새 16 16 0.1 Res

종 수 34 11 24 52 18 65 

개 체 수 4,068 424 1,344 8,174 164 14,174 

종다양도(H') 1.92 1.03 1.06 2.24 2.19 2.39 

종균등도(E') 0.55 0.43 0.33 0.57 0.76 0.57 

종풍부도(R') 3.97 1.65 3.19 5.66 3.33 6.70 

표 25. 계속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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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 대권역

 가) 맹금머리등 주변지역(J 권역) 현황

  J 대권역인 경우 총 3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J 대권역인 맹금머리등 지역은 

하구둑이 축조 전에 을숙도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하구둑 및 을숙도 주 수문이 축조되어 수문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맹금머리와 간석지 일부를 수로로 준설하여 현재의 맹금머리등이 형성됐다. 

맹금머리등은 만조 시 대부분 물에 잠기며, 사주의 상단부분 잠기지 않는 지역에 갈대가 분포하고, 

맹금머리 하부지역에는 새섬매자기 군락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림 44. J 대권역(맹금머리등 주변지역)

J1 : 맹금머리등 동측 수로부, J2 : 맹금머리등-백합등 사이 갯벌, J3 : 맹금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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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맹금머리등 주변지역(J 권역) 조류 현황

   J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27종 최대개체수 합계 1,703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J2지역에서 2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J1지역에서 9종, J3지역에서 8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J1지역에서 882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J2지역에서 763개체, J3지역에서 58개체가 관찰되었다.

   J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재갈매기가 55.0%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큰고니 10.7%, 

민물도요 7.3%, 청둥오리 7.2%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1.80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54, 종풍부도는 

3.49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6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 

14.8%, 나그네새(PM) 11.1%, 여름철새(SV) 7.4%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J 대권역에서 총 5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4종)으로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노랑

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물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참수리(천연기념물 제243-3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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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J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46. J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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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J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J1 J2 J3

1 큰고니 88 94 182 10.7 WV 천, 멸Ⅱ

2 혹부리오리 30 30 1.8 WV

3 홍머리오리 3 3 0.2 WV

4 청둥오리 32 90 122 7.2 WV

5 흰뺨검둥오리 4 4 0.2 Res

6 흰죽지 11 16 27 1.6 WV

7 흰뺨오리 8 8 0.5 WV

8 비오리 4 4 0.2 WV

9 바다비오리 30 13 43 2.5 WV

10 뿔논병아리 1 6 7 0.4 WV

11 검은목논병아리 3 3 0.2 WV

12 노랑부리저어새 6 6 0.4 WV 천, 멸Ⅱ

13 왜가리 4 5 9 0.5 SV

14 중대백로 3 14 17 1.0 SV

15 민물가마우지 10 1 2 13 0.8 WV

16 가마우지 7 7 0.4 Res

17 물수리 3 3 0.2 WV 멸Ⅱ

18 참수리 1 1 0.1 WV 천, 멸Ⅰ

19 검은머리물떼새 1 1 2 0.1 Res 천, 멸Ⅱ

20 마도요 12 12 0.7 PM

21 세가락도요 50 50 2.9 PM

22 민물도요 25 100 125 7.3 PM

23 괭이갈매기 9 13 15 37 2.2 Res

24 갈매기 2 2 0.1 WV

25 재갈매기 700 220 16 936 55.0 WV

26 한국재갈매기 4 4 0.2 WV

27 붉은부리갈매기 46 46 2.7 WV

종 수 16 36 21 48 

개 체 수 1,488 6,703 238 8,429 

종다양도(H') 0.83 1.72 2.30 1.84 

종균등도(E') 0.30 0.48 0.76 0.48 

종풍부도(R') 2.05 3.97 3.65 5.20 

표 26. J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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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 대권역

 가) 진우도 주변지역(K 권역) 현황

  K 대권역인 경우 총 2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K 대권역인 진우도 지역은 

모래갯벌과 혼합갯벌로 이루어지며, 중심에 식생이 발달하여, 울창한 숲과 수풀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사람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그림 47. K 대권역(진우도 주변지역)

K1 : 진우도 북측 수면부, K2 : 진우도-진우도 남측 수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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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우도 주변지역(K 권역) 조류 현황

   K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35종 최대개체수 합계 1,606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K1지역 21종 K2지역 25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K2지역에서 1,233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K1지역에서 373개체가 관찰되었다.

   K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괭이갈매기가 61.5%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재갈매기 

13.1%, 민물가마우지 5.9%, 청둥오리 5.5%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1.59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45, 종풍부도는 

4.61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겨울철새(WV)가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텃새(Res) 

31.4%, 여름철새(SV) 17.1% 나그네새(PM) 8.6%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K 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3종)으로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물수리(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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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K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49. K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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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K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K1 K2

1 꿩 1 1 0.1 Res

2 큰고니 3 3 0.2 WV 천, 멸Ⅱ

3 혹부리오리 20 20 1.2 WV

4 청머리오리 12 12 0.7 WV

5 청둥오리 56 33 89 5.5 WV

6 흰뺨검둥오리 23 1 24 1.5 Res

7 흰죽지 2 2 0.1 WV

8 흰뺨오리 16 16 1.0 WV

9 비오리 6 6 0.4 WV

10 바다비오리 5 5 0.3 WV

11 뿔논병아리 3 3 0.2 WV

12 왜가리 6 4 10 0.6 SV

13 중대백로 14 1 15 0.9 SV

14 쇠백로 4 1 5 0.3 SV

15 민물가마우지 3 92 95 5.9 WV

16 황조롱이 1 4 5 0.3 Res 천

17 물수리 1 1 0.1 WV 멸Ⅱ

18 솔개 1 1 0.1 WV 멸Ⅱ

19 중부리도요 5 26 31 1.9 PM

20 마도요 4 4 0.2 PM

21 뒷부리도요 5 5 0.3 PM

22 괭이갈매기 108 880 988 61.5 Res

23 재갈매기 71 140 211 13.1 WV

24 한국재갈매기 6 3 9 0.6 WV

25 붉은부리갈매기 8 8 0.5 WV

26 멧비둘기 1 1 0.1 Res

27 쇠딱다구리 1 1 0.1 Res

28 꾀꼬리 5 5 0.3 SV

29 까치 3 3 0.2 Res

30 큰부리까마귀 4 4 0.2 Res

31 곤줄박이 2 2 0.1 Res 천, 멸Ⅱ

32 제비 4 4 0.2 SV

33 개개비사촌 3 3 0.2 SV

34 붉은머리오목눈이 10 10 0.6 Res

35 직박구리 4 4 0.2 Res

표 27. K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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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K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K1 K2

종 수 21 25 35 

개 체 수 373 1,233 1,606 

종다양도(H') 2.28 1.15 1.59 

종균등도(E') 0.75 0.36 0.45 

종풍부도(R') 3.38 3.37 4.61 

표 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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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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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 대권역

 가) 삼락둔치 주변지역(L 권역) 현황

  L 대권역인 경우 총 3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L 대권역인 삼락둔치 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였다. 또한 L2지역에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철새 먹이 급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하지만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캠핑장, 스포츠 경기장, 계류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고,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그림 50. L 대권역(삼락둔치 주변지역)

L1 : 상부, L2 : 중부체육공원 및 친환경 영농지구, L3 : 하부보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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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삼락둔치 주변지역(L 권역) 조류 현황

   J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49종 최대개체수 합계 5,150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L2지역에서 40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L1지역에서 30종, L3지역에서 28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L2지역에서 2,410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L1지역에서 1,883개체, L3지역에서 857개체가 관찰

되었다.

   L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큰기러기가 22.2%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흰뺨검둥오리 

21.2%, 청둥오리 15.9%, 물닭 9.4%, 쇠기러기 6.4%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42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62, 종풍부도는 

5.62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텃새(Res)가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겨울철새(WV) 38.8%, 

여름철새(SV) 18.4%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L 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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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L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52. L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문화재청 149

제3장 연구 결과

번호 국 명
L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L1 L2 L3

1 꿩 2 1 3 0.1 Res

2 큰기러기 1 780 360 1,141 22.2 WV 멸Ⅱ

3 쇠기러기 270 58 328 6.4 WV

4 큰고니 110 10 120 2.3 WV 천, 멸Ⅱ

5 원앙 3 3 0.1 Res 천

6 알락오리 2 4 6 0.1 WV

7 청머리오리 2 2 0.0 WV

8 홍머리오리 50 35 85 1.7 WV

9 청둥오리 480 250 87 817 15.9 WV

10 흰뺨검둥오리 600 380 113 1,093 21.2 Res

11 넓적부리 23 2 25 0.5 WV

12 고방오리 80 80 1.6 WV

13 쇠오리 5 4 9 0.2 WV

14 흰죽지 6 6 0.1 WV

15 댕기흰죽지 2 2 0.0 WV

16 흰뺨오리 2 2 0.0 WV

17 논병아리 2 2 4 0.1 Res

18 뿔논병아리 6 1 2 9 0.2 WV

19 황로 64 1 65 1.3 SV

20 왜가리 1 4 8 13 0.3 SV

21 중대백로 2 2 4 0.1 SV

22 민물가마우지 40 70 16 126 2.4 WV

23 황조롱이 2 2 0.0 Res 천

24 말똥가리 2 4 6 0.1 WV

25 쇠물닭 2 2 4 0.1 SV

26 물닭 225 210 48 483 9.4 Res

27 괭이갈매기 5 3 8 0.2 Res

28 재갈매기 12 15 27 0.5 WV

29 붉은부리갈매기 2 2 0.0 WV

30 집비둘기 98 56 10 164 3.2 Res

31 멧비둘기 8 2 10 0.2 Res

32 파랑새 1 1 0.0 SV

33 오색딱다구리 3 3 0.1 Res

34 청딱다구리 1 1 2 0.0 Res

35 때까치 1 1 0.0 Res

36 까치 9 34 7 50 1.0 Res

37 큰부리까마귀 3 5 8 0.2 Res

38 박새 2 3 2 7 0.1 Res

표 28. L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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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L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L1 L2 L3

39 제비 4 4 0.1 SV

40 개개비사촌 3 3 0.1 SV

41 붉은머리오목눈이 65 105 30 200 3.9 Res

42 직박구리 7 3 6 16 0.3 Res

43 개개비 31 8 14 53 1.0 SV

44 개똥지빠귀 4 4 8 0.2 WV

45 딱새 2 2 2 6 0.1 Res

46 참새 60 15 19 94 1.8 Res

47 알락할미새 12 11 23 0.4 SV

48 방울새 6 6 0.1 Res

49 노랑턱멧새 16 16 0.3 Res

종 수 30 40 28 49 

개 체 수 1,883 2,410 857 5,150 

종다양도(H') 2.08 2.25 2.14 2.42 

종균등도(E') 0.61 0.61 0.64 0.62 

종풍부도(R') 3.85 5.01 4.00 5.62 

표 2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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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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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 대권역

 가) 대저둔치 주변지역(M 권역) 현황

  M 대권역인 경우 총 5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M 대권역인 대저둔치 주변

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스포츠 경기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

들의 유입이 많고,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그림 53. M 대권역(대저둔치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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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저둔치 주변지역(M 권역) 조류 현황

   M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52종 최대개체수 합계 5,207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M1지역에서 40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M2지역에서 35종, M3지역에서 10종, M4지역에서 27종, M5지역에서 12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M2지역에서 2,183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M1 지역에서 

1,748개체, M3지역에서 548개체, M4지역에서 172개체, M5지역에서 556개체가 관찰되었다.

   M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흰뺨검둥오리가 26.9%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큰기러기 

16.4%, 청둥오리 15.8%, 큰고니 6,2%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54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64, 종풍부도는 

5.96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텃새(Res)가 40.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겨울철새(WV) 30.8%, 

여름철새(SV) 23.1%, 나그네새(PM) 5.8%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M 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원앙

(천연기념물 제327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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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M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55. M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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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M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M1 M2 M3 M4 M5

1 꿩 4 4 2 10 0.2 Res

2 큰기러기 65 785 2 852 16.4 WV 멸Ⅱ

3 큰고니 233 91 324 6.2 WV 천, 멸Ⅱ

4 원앙 2 9 1 12 0.2 Res 천

5 알락오리 15 15 30 0.6 WV

6 청머리오리 4 4 0.1 WV

7 홍머리오리 15 58 73 1.4 WV

8 청둥오리 410 288 11 112 821 15.8 WV

9 흰뺨검둥오리 580 68 337 6 408 1,399 26.9 Res

10 넓적부리 10 78 88 1.7 WV

11 고방오리 20 127 147 2.8 WV

12 쇠오리 6 87 93 1.8 WV

13 흰죽지 80 50 130 2.5 WV

14 흰뺨오리 2 2 0.0 WV

15 논병아리 2 1 3 0.1 Res

16 뿔논병아리 1 1 0.0 WV

17 황로 11 57 68 1.3 SV

18 왜가리 5 3 2 2 12 0.2 SV

19 중대백로 2 8 3 1 1 15 0.3 SV

20 중백로 1 1 0.0 SV

21 쇠백로 3 4 7 0.1 SV

22 민물가마우지 3 1 113 18 135 2.6 WV

23 황조롱이 1 1 1 3 0.1 Res 천

24 쇠물닭 1 1 2 0.0 SV

25 물닭 85 50 62 6 203 3.9 Res

26 꺅도요 1 1 0.0 PM

27 청다리도요 21 21 0.4 PM

28 깝작도요 1 1 0.0 SV

29 괭이갈매기 4 4 0.1 Res

30 집비둘기 4 219 12 235 4.5 Res

31 멧비둘기 3 15 7 25 0.5 Res

32 후투티 2 2 4 0.1 SV

33 오색딱다구리 1 1 0.0 Res

34 때까치 1 1 2 4 0.1 Res

35 노랑때까치 1 1 0.0 SV

36 까치 7 19 6 32 0.6 Res

37 큰부리까마귀 5 6 3 14 0.3 Res

38 박새 6 2 2 10 0.2 Res

표 29. M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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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M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M1 M2 M3 M4 M5

39 쇠박새 2 2 0.0 Res

40 제비 7 4 2 13 0.2 SV

41 붉은머리오목눈이 60 30 26 2 118 2.3 Res

42 검은이마직박구리 4 1 5 0.1 Res

43 직박구리 5 4 3 12 0.2 Res

44 개개비 48 43 5 3 2 101 1.9 SV

45 찌르레기 4 40 44 0.8 SV

46 개똥지빠귀 3 5 8 0.2 WV

47 딱새 5 3 8 16 0.3 Res

48 참새 19 32 20 71 1.4 Res

49 알락할미새 2 2 0.0 WV

50 힝둥새 5 1 6 0.1 PM

51 쑥새 6 6 0.1 WV

52 노랑턱멧새 5 　 　 10 　 15 0.3 Res

종 수 40 35 10 27 12 52 

개 체 수 1,748 2,183 548 172 556 5,207 

종다양도(H') 2.18 2.38 1.17 2.66 0.84 2.54 

종균등도(E') 0.59 0.67 0.51 0.81 0.34 0.64 

종풍부도(R') 5.22 4.42 1.43 5.05 1.74 5.96 

표 2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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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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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 대권역

 가) 화명둔치 주변지역(N 권역) 현황

  N 대권역인 경우 총 5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N 대권역인 화명둔치 주변

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그림 56. N 대권역(화명둔치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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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명둔치 주변지역(N 권역) 조류 현황

   N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47종 최대개체수 합계 2,335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N2지역에서 3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N1지역에서 24종, N3지역에서 15종, N4지역에서 19종, N5지역에서 14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N1지역에서 1,092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N2지역에서 

792개체, N3지역에서 135개체, N4지역에서 191개체, N5지역에서 125개체가 관찰되었다.

   N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물닭 18.2%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흰뺨검둥오리 15.6%, 

집비둘기 12.8%, 청둥오리 12.6%, 흰죽지 6.9%, 붉은머리오목눈이 6.8%, 참새 5.4% 순

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66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69, 종풍부도는 

6.85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텃새(Res)와 겨울철새(WV)가 각각 38.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름철새(SV) 21.3%, 나그네새(PM) 2.1%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N 대권역에서 총 2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으로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흰꼬리

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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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N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58. N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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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N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N1 N2 N3 N4 N5

1 꿩 1 1 2 0.1 Res

2 큰고니 52 11 63 2.7 WV 천, 멸Ⅱ

3 알락오리 13 13 0.6 WV

4 청머리오리 18 5 23 1.0 WV

5 홍머리오리 18 18 0.8 WV

6 청둥오리 250 40 4 294 12.6 WV

7 흰뺨검둥오리 262 60 24 6 12 364 15.6 Res

8 넓적부리 4 10 14 0.6 WV

9 고방오리 2 6 8 0.3 WV

10 쇠오리 33 17 50 2.1 WV

11 흰죽지 131 30 161 6.9 WV

12 댕기흰죽지 2 2 0.1 WV

13 논병아리 1 1 0.0 Res

14 황로 7 7 0.3 SV

15 왜가리 4 2 1 1 2 10 0.4 SV

16 대백로 1 2 3 0.1 WV

17 중대백로 1 2 1 2 6 0.3 SV

18 쇠백로 2 2 4 0.2 SV

19 민물가마우지 6 7 13 0.6 WV

20 흰꼬리수리 1 1 0.0 WV 천, 멸Ⅰ

21 쇠물닭 1 1 0.0 SV

22 물닭 210 125 31 15 43 424 18.2 Res

23 깝작도요 1 1 0.0 SV

24 갈매기 11 11 0.5 WV

25 재갈매기 2 2 4 0.2 WV

26 집비둘기 40 224 14 20 298 12.8 Res

27 멧비둘기 4 4 2 10 0.4 Res

28 파랑새 2 2 0.1 SV

29 쇠딱다구리 1 2 3 0.1 Res

30 때까치 1 1 2 0.1 Res

31 까치 13 28 2 11 54 2.3 Res

32 큰부리까마귀 23 6 5 2 36 1.5 Res

33 홍여새 1 1 0.0 WV

34 박새 2 9 2 13 0.6 Res

35 제비 2 10 6 18 0.8 SV

36 개개비사촌 2 2 0.1 SV

37 붉은머리오목눈이 11 45 30 72 158 6.8 Res

38 검은이마직박구리 6 6 0.3 Res

표 30. N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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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N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N1 N2 N3 N4 N5

39 직박구리 6 16 2 7 31 1.3 Res

40 개개비 18 12 30 1.3 SV

41 개똥지빠귀 4 4 0.2 WV

42 딱새 1 6 1 8 0.3 Res

43 참새 30 36 8 43 10 127 5.4 Res

44 알락할미새 2 2 4 0.2 WV

45 힝둥새 5 5 0.2 PM

46 방울새 21 21 0.9 Res

47 노랑턱멧새 　 4 　 　 　 4 0.2 Res

종 수 24 34 15 19 14 47 

개 체 수 1,092 792 135 191 125 2,335 

종다양도(H') 2.10 2.63 2.17 2.02 2.12 2.66 

종균등도(E') 0.66 0.75 0.80 0.69 0.80 0.69 

종풍부도(R') 3.29 4.94 2.85 3.43 2.69 5.93 

표 3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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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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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O 대권역

 가) 둔치도 주변지역(O 권역) 현황

  O 대권역인 경우 총 2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O 대권역인 둔치도 주변

지역은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갈대로 덮여 있는 지역으로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가지고 있으나, 농경지 일부는 비닐하우스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택, 

양식장, 낚시터가 있다. 또한 수변과 도로 간에 위치가 가깝고 사람의 유입과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그림 59. O 대권역(둔치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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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둔치도 주변지역(O 권역) 조류 현황

   O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46종 최대개체수 합계 2,151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 가장 많이 관찰된 종수는 O1지역에서 35종, O2지역에서 34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로는 O2지역에서 1,683개체로 가장 많은 최대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O1지역에서 

468개체가 관찰되었다.

   O 대권역에서 확인된 최우점종은 떼까마귀가 29.3%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물닭 15.9%, 

넓적부리 6.4%, 청둥오리와 멧비둘기가 각각 5.7%, 큰기러기 5.3%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다양도 지수는 2.67로 확인되었으며, 종균등도는 0.70, 종풍부도는 

5.86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형의 경우는 텃새(Res)가 39.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겨울철새(WV) 

37.0%, 여름철새(SV) 23.9%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O 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4종)으로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등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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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O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우점종 현황

그림 61. O 대권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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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O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O1 O2

1 꿩 8 8 0.4 Res

2 큰기러기 114 114 5.3 WV 멸Ⅱ

3 큰고니 37 37 1.7 WV 천, 멸Ⅱ

4 홍머리오리 60 60 2.8 WV

5 청둥오리 2 120 122 5.7 WV

6 흰뺨검둥오리 5 75 80 3.7 Res

7 넓적부리 5 132 137 6.4 WV

8 가창오리 8 8 0.4 WV

9 쇠오리 18 40 58 2.7 WV

10 흰죽지 8 8 0.4 WV

11 논병아리 4 4 0.2 Res

12 뿔논병아리 2 2 0.1 WV

13 황로 6 2 8 0.4 SV

14 왜가리 5 8 13 0.6 SV

15 대백로 1 1 0.0 WV

16 중대백로 5 13 18 0.8 SV

17 중백로 4 4 0.2 SV

18 쇠백로 3 3 6 0.3 SV

19 민물가마우지 26 26 1.2 WV

20 솔개 1 6 7 0.3 WV 멸Ⅱ

21 독수리 28 28 1.3 WV 천, 멸Ⅱ

22 말똥가리 1 1 2 0.1 WV

23 쇠물닭 8 3 11 0.5 SV

24 물닭 22 320 342 15.9 Res

25 재갈매기 17 17 0.8 WV

26 멧비둘기 120 2 122 5.7 Res

27 후투티 1 1 0.0 SV

28 때까치 1 1 2 0.1 Res

29 까치 30 1 31 1.4 Res

30 떼까마귀 30 600 630 29.3 WV

31 까마귀 2 2 0.1 Res

32 큰부리까마귀 18 2 20 0.9 Res

33 박새 5 5 0.2 Res

34 쇠박새 1 1 0.0 Res

35 제비 7 3 10 0.5 SV

36 붉은머리오목눈이 21 40 61 2.8 Res

37 검은이마직박구리 8 8 0.4 Res

38 직박구리 9 3 12 0.6 Res

표 31. O 대권역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조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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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 명
O 대권역 최대

개체수 
합계

우점도
(%)

생활형
법정

보호종*

O1 O2

39 개개비 2 12 14 0.7 SV

40 찌르레기 12 12 0.6 SV

41 개똥지빠귀 1 1 0.0 WV

42 딱새 4 4 8 0.4 Res

43 참새 60 10 70 3.3 Res

44 알락할미새 4 4 0.2 SV

45 방울새 11 11 0.5 Res

46 노랑턱멧새 　 5 5 0.2 Res

종 수 35 34 46 

개 체 수 468 1,683 2,151 

종다양도(H') 2.80 2.22 2.67 

종균등도(E') 0.79 0.63 0.70 

종풍부도(R') 5.53 4.44 5.86 

표 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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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 Res :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PM : 나그네새, Vag : 길잃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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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식실태조사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번식 현황

1)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 현황

 가) 쇠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는 국지적으로 흔한 여름철새이며 나그네새이다. 해안, 하구, 하천, 호수 등에서 

서식하며, 먹이를 찾으면 빠르게 강하하여 먹이를 잡는다. 해안과 강가의 모래밭, 자갈밭에서 

땅을 파서 둥지를 만들고 푸른색을 띤 잿빛 흰색으로 어두운 갈색의 얼룩무늬와 얼룩점이 있는 

알을 2~4개 낳는다. 쇠제비갈매기는 인천 영종도, 충남 천수만, 경남 낙동강하구 등에서 집단

번식이 확인되었다. 

 나) 흰물떼새

  흰물떼새는 대부분이 통과철새인 나그네새이며, 이동시기에 수십 마리 많게는 수천마리의 

큰 무리가 바닷가나 염전, 강, 하천, 간척지, 논 등의 물가에서 관찰되며 일부는 국지적으로 

텃새로 생활하고 번식한다. 먹이는 갑각류, 무척추동물, 수서곤충 등을 잡아먹으며, 3월부터 

6월 사이에 모래밭이나 자갈밭에서 번식한다. 한배산란수는 3~4개 정도로 연한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 반점이나 얼룩무늬가 있는 알을 낳는다. 흰물떼새는 조성성 조류로 알에서 부화후 3~24

시간이 지나면 어미를 따라 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어미새가 날개를 

퍼덕이고, 기어다니며, 다친 척을 하여 포식자를 유인하는 의태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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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알 흰물떼새 알

 

 다)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서식 현황

  쇠제비갈매기는 4월부터 8월까지 현지조사에서 최대개체수 26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4월 

26개체, 5월 12개체, 6월에 1개체, 7월 3개체, 8월 1개체가 관찰되어 4월에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다.  

  흰물떼새는 4월부터 8월까지 현지조사에서 최대개체수 26개체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4월에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5월에 8개체, 6월 9개체, 7월 26개체, 8월에 4개체가 관찰되어 7월에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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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서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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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현황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조사는 5월과 6월, 7월에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백합등, 

도요등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과 8월은 일반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쇠제비갈매기는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00개 이상의 둥지가 확인

되었으나 현지조사에서 쇠제비갈매기는 번식은 신자도에서 1개소와 도요등에서 2개소가 확인

되었으나, 월류현상 및 포유류 유입 등의 원인으로 번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쇠제비갈매

기는 2005년 1,579 개소로 가장 많이 번식이 확인되었으나 첨차 줄어들어 2018년에는 번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흰물떼새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에 77개의 둥지가 확인되었으나 첨차 줄어들어 2018년 

2쌍, 2019년 6쌍의 번식이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흰물떼새는 둥지 및 알을 확인하지 못하였

으나 7월 신자도 및 도요등에서 어미새를 따라다니는 유조를 확인하였으며,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도요등 등에서 번식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먹이활동을 하는 흰물떼새가 많아 추가적인 

번식쌍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쇠제비갈매기와 흰물떼새 번식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결과로는 집단번식지인 신자도 및 도요등인 낙동강 하구가 지형변화로 인해 월류현상이 

이루어지고 초본식물의 분포확대 및 육상화 진행으로 모래사장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포식자인 너구리의 족적이 다수 확인되어 포식자의 유입 증가와 사람의 주기

적인 유입이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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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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연도별 번식현황

그림 62.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둥지 및 유조 관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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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개비 번식 현황

 가) 개개비

  개개비는 일정한 세력권을 점유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좁고, 다른 종보다 서식밀도가 아주

높은 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좁은 범위의 초지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경우도 있다. 풀이나 

갈대 사이를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으며, 곤충류, 양서류, 복족류 등을 먹는다. 수컷은 5월부터 

6월까지 암컷보다 먼저 번식지에 도착하여 세력권을 형성한다. 일찍 도착한 수컷은 갈대의 밀도가 

높은 곳을 선택하고 물가의 갈대밭에서 갈대 줄기사이에 둥지를 만든다. 개개비는 일부일처 또는 

일부다처로 번식하며, 5월에서 8월까지 산란기로 5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다.

개개비 및 번식둥지 사진

나) 개개비 서식 및 번식 현황

  개개비는 5월부터 9월까지 최대개체수 680개체가 확인되었다. 5월에 680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으며, 6월 247개체, 7월 38개체, 8월 14개체로 확인되었다. 번식 둥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개비의 개체수로 번식을 추정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번식하는 개개비는 약 340쌍이 번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에 있는 갈대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갈대밭이 줄어들고 있어 추후 개개비 번식 및 서식에 방해

요인으로 판단되어 개개비 번식 및 서식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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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개개비 서식 및 번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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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개개비 서식 현황

3. 서식지 현황 및 특성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서식지 현황 및 특성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요서식지 현지조사 결과

 가) 전체 현지조사 결과

  현지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총 146종 최대개체수 합계 75,963

개체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종수는 을숙도 주변지역인 A대권역에서 8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일웅도 주변지역인 B대권역에서 82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염막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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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 C권역에서 81종, 서낙동강 주변지역인 F대권역에서 77종,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65종, 맥도강 주변지역인 D대권역에서 63종, 대저둔치 주변지역인 M대권역에서 52종, 삼락둔치 

주변지역인 L대권역에서 49종, 대저수문 주변지역인 E대권역에서 48종, 화명둔치 주변지역인 

N대권역에서 47종, 둔치도 주변지역인 O대권역에서 46종, 장자·신자도 주변지역인 G대권역에서 

38종, 백합·도요등 주변지역인 H대권역에서 37종, 진우도주변지역인 K대권역에서 35종, 맹금

머리등 주변지역인 J대권역에서 27종 순으로 확인되었다.

  개체수의 경우는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최대개체수 합계 14,174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서낙동강 주변지역인 F대권역에서 13,400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을숙도 주변지역인 A대권역에서 10,758개체, 염막 주변지역인 C대권역에서 5,984개체, 대저둔치 

주변지역인 M대권역에서 5,207개체, 삼락둔치 주변지역인 L대권역에서 5,150개체, 일웅도 주변

지역인 B대권역에서 3,241개체, 장자·신자도 주변지역인 G대권역에서 3,016개체, 백합·도요등 

주변지역인 H대권역에서 2,642개체, 맥도강 주변지역인 D대권역에서 2,396개체, 화명둔치 주변

지역인 N대권역에서 2,335개체, 대저수문 주변지역인 E대권역에서 2,200개체, 둔치도 주변

지역인 O대권역에서 2,151개체, 맹금머리등 주변지역인 J대권역에서 1,703개체, 진우도 주변

지역인 K대권역에서 1,606개체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종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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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권역별 현지조사 결과

 ① A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대권역별 주요 조류 서식지는 을숙도 주변지역인 A대권역에서 종수는 담수

습지가 있는 A4지역에서 61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으며, 개체수는 철새 먹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A6지역에서 최대개체수 3,730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A6지역은 주

기적으로 겨울철 먹이급여가 이루어져 오리류 및 고니류가 많이 모이는 지역이며, 을숙도 내부 

습지들은 오리류를 포함한 조류가 은신처 및 휴식처 등으로 이용하기 좋은 지역으로 방해요인이 

비교적 적어 조류가 서식하기 적합한 지역이다.

 ② B 대권역

  일웅도 주변지역인 B대권역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맥도강 합류지역인 B3지역에서 64종 

최대개체수 1,290개체가 확인되었다. B대권역은 을숙도 상부 지역인 일웅도가 포함하고 있으며 

일웅도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호수형습지 및 수로형 습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체육관 문화회관 

테니스장 등 신민들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이 많아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B대권역에서 초지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방해요인이 적은 B3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C 대권역

  염막 주변지역인 C대권역에서는 낙동강 본류와 습지 및 초지가 형성된 C5지역에서 60종 최

대개체수 1,794개체가 확인되었다. C대권역은 맥도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이 있으나 대부분 C6지역에 밀집하여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C5지역은 수로형습지인 C4지역과 인접하고 낙동강 본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겨울철 

조류의 먹이를 공급이 이루어지며 C대권역에서 비교적 방해요인이 적은 지역으로 조류가 서식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D 대권역

  맥도강 주변지역인 D대권역은 종수와 개체수 모두 농경지 및 습지가 형성되고 낙동강 본류와 

합류되는 D4지역에서 53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D2지역에서 최대개체수 770

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D대권역은 맥도강 주변으로 일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비닐할우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주지역 및 공장단지가 형성되어 서식지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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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종수가 가장 많이 확인된 D4지역은 D대권역에서 비교적 넓은 

강폭과 농경지가 있어 D4대권역에서 비교적 방해요인이 적은지역다. 개체수가 가장 많이 확인된 

D2지역은 공장 및 건축물이 많고 완충지역이 작은 지역이지만 무리지어 이동중인 넓적부리가 

확인되어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 E 대권역

  대저수문지역인 E대권역에서 종수는 하중도와 습지가 있으며 연밭이 넓게 형성된 E2지역과 

E3지역에서 각각 36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개체수는 연밭 및 습지가 형성된 E3지역에서 

최대개체수 954개체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E대권역은 대저수문으로부터 불암교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방해요인이 적은 E2지역과 E3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다. E2지역과 

E3지역은 하중도와 습지가 있어, 조류가 서식하기에 휴식지 및 섭식장소로 적합하지만, 연밭 및 

비닐하우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완충지역이 작아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F 대권역

  서낙동강 주변지역인 F대권역에서는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둔치도 및 지사천과 합수부인 

F3지역에서 50종 4,602개체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F3지역은 둔치도 및 

지사천과 합류지역인 둔치2호교 주변에서 오리류 및 고니류, 백로류 등 수금류가 휴식을 취하는게 

확인되었으며, 현재 F대권역 중 가장 방해요인이 적은지역으로 판단된다. 현재 F대권역은 에코

델타시티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완충지역이 비교적 작아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F대권역에서 서식하는 조류는 중사도가 

위치한 F1지역부터 신호저수지가 위치한 F6, F7지역까지 작은 무리를 이루어 분산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⑦ G 대권역

  장자·신자도 주변지역인 G대권역에서 종수는 장자도와 신자도가 인접한 G4지역에서 28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개체수는 신자도 서쪽에 위치한 G1지역에서 최대개체수 2,004

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신자도 G1과 G3, G4지역 중 G4지역에서 조류가 주로 

휴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가장 밖에 있는 지역으로 해풍 및 파도 등의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신자도 및 장자도에서 여름철 개개비류 및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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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장자도가 위치한 신자도 뒤편에서 간조시 도요류가 섭식지로 이용 

하는게 확인되었다. 

 ⑧ H 대권역

  도요·백합등 주변지역인 H대권역에서는 모래밭이 길게 형성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도요등 

북쪽인 H1지역에서 25종 최대개체수 1,946개체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H

대권역에 위치한 도요등 및 백합등은 개개비류 및 흰물떼새 및 쇠제비갈매기가 번식하는 지역

이지만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의 경우 과거 많은 개체가 번식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지역이다. H대권역중 H1, H4, H5지역은 가장 밖에 있는 지역으로 해풍 및 파도 등의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판단되며, H1지역 북쪽과 안쪽은 해풍 및 파도 등의 방해요인이 

비교적 적어 H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⑨ I 대권역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종수 및 개체수 모두 만조시 수심이 낮아 휴식공간이 형성되고, 

갈대밭 등 은신처가 많아 비교적 방해요인이 적은 I4지역에서 52종 최대개체수 8,174개체가 

확인되었다. 대마등이 위치한 I대권역은 대마등이 위치해 있으며, 그 중 I4지역은 만조시 수심이 

낮고 넓은 면적에 휴식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갈대 등 은신처가 있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중 

가장 많은 조류가 확인된 지역이다. I4지역에서는 오리류 및 고니류, 가마우지류 등 겨울철새가 

주로 휴식을 취하며 도요·물떼새가 섭식 및 휴식하는 장소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변에 명지동이 위치하여 사람의 이동 및 야간의 소음, 빛 등에 의한 방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⑩ J 대권역

  맹금머리등 주변지역인 J대권역에서는 수심이 낮아 휴식지가 형성되며 갈대밭이 있는 J2지역

에서 2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J1지역에서 최대개체수 882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J대권역중 J2지역은 맹금머리등이 위치해 있으며, 갈대가 있어 은신처로 

이용이 가능하고 수심이 낮아 휴식지 및 섭식지로 이용하는 지역이다. J2지역은 새섬매자기가 

있어 큰고니가 휴식지 및 섭식지로 이용하는 지역이지만 J3지역의 경우 배들이 이동하는 통로이며, 

J1지역에 경우 차량이동이 많고 산업단지로 조성된 다대동이 인접하여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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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K 대권역

  진우도 주변 지역인 K대권역에서는 종수는 진우도 지역인 K2지역에서 25종 1,233개체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K대권역에 경우 K2지역은 진우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K1

지역은 진우도 주변 바다로 지정되어 있어, 진우도가 위치한 K2지역에서 휴식중인 민물가마우지, 

괭이갈매기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진우도는 넓은 

갈대군락이 있으며, 울창한 숲과 수풀지역이 형성된 지역이지만 비교적 사람의 유입이 많은 지역

이라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⑫ L 대권역

  삼락둔치 주변지역인 L대권역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습지와 초지, 갈대밭 등이 넓게 조성

되고 철새 먹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L2지역에서 40종 최대개체수 2,410개체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L대권역은 삼락생태공원이 위치하여 있으며, L2지역에서 겨울철 조류의 

먹이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지만 삼락생태공원에 사람의 유입이 

많고 일부 많은 공간이 자전거 도로 및 체육관 등이 건설되어 있어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⑬ M 대권역

  대저둔치 주변지역인 M대권역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습지 및 갈대밭이 넓게 조성된 M1

지역에서 40종 최대개체수 1,748개체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M대권역은 

대저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M2지역과 M1지역에 습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겨울철 오리류 및 고니류 등이 M1지역과 M2지역에서 휴식 및 섭식하는게 확인되었다, M대권

역은 봄철에는 유체꽃축제 및 벚꽃축제가 이루어지고 체육관 및 자전거도로가 잘만들어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며, 차량이동이 많아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된다. 

 ⑭ N 대권역

  화명둔치 주변지역인 N대권역에서는 생태공원이 조성된 N2지역에서 34종으로 가장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N1지역에서 최대개체수 1,092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N2지역은 

생태공원중 넓은 지역으로 체육시설 및 자전거 도로가 위치해 방해요인으로 판단되나 갈대가 많고 

본류 및 습지가 위치해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1지역의 경우 N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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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교적 가장 방해요인이 적은 지역으로 대부분 습지로 이루어지고 진입로가 없어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⑮ O 대권역

  둔치도 주변지역인 O대권역에서는 둔치도가 위치한 O1지역에서 35종으로 가장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조만강 및 지사천이 위치하고 서낙동강가 합류하는 O2지역에서 최대개체수 

1,683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O대권역은 둔치도 및 조만강, 지사천, 서낙동강이 

인접하여 있으나 최근 농경지 일부가 비닐하우스로 조성되고 주택, 양식장, 낚시터 등이 위치하며, 

차량이동이 많고 수변과 도로 간에 완충지역이 작아 조류가 서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을숙도 주변지역(A권역) 일웅도 주변지역(B권역) 염막 주변지역(C권역)

맥도강 주변지역(D권역) 대저수문 주변지역(E권역) 서낙동강 주변지역(F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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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신자도 주변지역(G권역) 백합·도요등 주변지역(H권역) 대마등 주변지역(I권역)

맹금머리등 주변지역(J권역) 진우도 주변지역(K권역) 삼락둔치 주변지역(L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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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대권역별 주요 조류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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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보호종

 가) 대권역별 법정보호종 결과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은 총 23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12종으로 

큰고니, 원앙,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검은머리물떼새가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의 경우  4종으로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경우 17종으로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새호리기, 물수리, 벌매, 솔개,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큰말똥가리, 항라머리검독수리, 검은

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섬개개비가 확인되었다.

  대권역별로는 A대권역에서 총 10종(천연기념물 5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9종)으로 확인

되었으며, B대권역에서는 총 5종(천연기념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3종), C대권역에서 총 9종

(천연기념물 5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5종), D대권역에서 총 8종

(천연기념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7종), E대권역에서 총 3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

동물Ⅱ급 1종), F대권역에서 총 8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

동물Ⅱ급 6종), G대권역에서 총 11종(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

동물Ⅱ급 8종), H대권역에서 총 7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

동물Ⅱ급 5종), I대권역에서 총 11종(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

동물Ⅱ급 9종), J대권역에서 총 5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동

물Ⅱ급 4종), K 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3종), L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종), M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3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2종), N대권역에서 총 2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1종), O대권역에서 총 4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4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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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현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182 문화재청

을숙도 주변지역(A권역) 일웅도 주변지역(B권역)

염막 주변지역(C권역) 맥도강 주변지역(D권역)

대저수문 주변지역(E권역) 서낙동강 주변지역(F권역)



문화재청 183

제3장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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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대권역별 법정보호종 현황



문화재청 185

제3장 연구 결과

 나) 월별 법정보호종 결과

  월별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 2019년 2월 11종(천연기념물 7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8종) 최대개체수 합계 2,047개체가 확인되었으며, 3월 9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7종) 최대개체수 합계 73개체, 4월 6종(천연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3종) 최대개체수 합계 53개체, 5월 7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

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5종) 최대개체수 합계 47개체, 6월 4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종) 최대개체수 합계 23개체, 7월 4종

(천연기념물 1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3종) 최대개체수 합계 22개체, 8월 8종(천연기념물 5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4종) 최대개체수 합계 50개체, 9월 6종(천연

기념물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3종) 최대개체수 합계 36개체, 

10월 5종(천연기념물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4종) 최대개체수 합계 37개체, 11월 12종(천연

기념물 8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9종) 최대개체수 합계 2,351개체, 

12월 12종(천연기념물 8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9종) 최대개체수 

합계 2,553개체, 2020년 1월 12종(천연기념물 7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9종) 최대개체수 합계 3,431개체로 확인되어 11월 부터 겨울철새 유입으로 겨울철새인 

큰고니, 큰기러기를 비롯하여, 일부 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겨울철새인 맹금류가 유입되어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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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새 이동 패턴 분석

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이동경로 현황

1) 문헌조사 결과

 가) 청둥오리 이동경로 현황

  문헌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이동경로는 2017년 1월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을숙도(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청둥오리 6개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위치추적기(WT-3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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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였으며, 을숙도와 서낙동강 수계는 휴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해시와 김해

공항 인근 농경지에서는 취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6.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청둥오리의 이동경로 현황

 나)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문헌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이동경로는 2018년 1월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을숙도(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고방오리 6개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위치추적기(WT-3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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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등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청둥오리와 같은 결과로 을숙도와 서낙동강 수계는 휴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해시 인근 농경지에서는 취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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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고방오리의 이동경로 현황

2) 현지조사 결과

 가) 야생동물위치추적기 부착현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이동경로는 2020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을숙도생

태공원(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습지에서 고방오리 수컷 5개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위치추적기

(WT-300)를 부착하였다. 고방오리 ke2003번은 추적기 부착 장소에서만 활동하다 송신두절로 

현지결과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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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야생동물위치추적기 부착현황

 나)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현지조사결과 고방오리 ke2001번은 160개의 좌표를 획득하였으며, 전체 행동권인 MCP의 

경우 44.30㎢로 확인되었으며, KDE 95%의 경우 37.89㎢, 90%의 경우 27.02㎢, 핵심 행동권인 

50%의 경우 4.91㎢로 확인되었다. 고방오리 ke2002번은 152개의 좌표를 획득하였으며, 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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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 KDE 95% 78.39㎢, 90% 55.88㎢, 50% 8.65㎢로 확인되었다, 고방오리 ke2004번은 

144개의 좌표를 획득하였으며, MCP 109.58㎢, KDE 95% 102.79㎢, 90% 78.92㎢, 50% 

16.42㎢로 확인되었다. 고방오리 ke2005번은 149개의 좌표를 획득하였으며, MCP 238.32㎢ 

KDE 95% 129.51㎢, 90% 129.51㎢, 50% 23.35㎢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방오리의 평균 

MCP는 124.47㎢ 이며, 평균 KDE 95% 87.14㎢, 90% 72.83㎢, 50% 13.33㎢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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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다)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현지조사결과 고방오리는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을숙도생태공원 습지에서 주로 활동하며,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고방오리 ke2005개체는 주남저수지까지 이동하였다 

다시 을숙도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68. 고방오리 전체 이동경로 현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190 문화재청

고방오리(ke2001)이동경로 고방오리(ke2002)이동경로

고방오리(ke2004)이동경로 고방오리(ke2005)이동경로

그림 69. 고방오리 이동경로 현황

 라) 고방오리 서식지 이용 현황

  현지조사결과 고방오리의 서식지 이용률은 습지가 42.0%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다음으로 수계 38.2%, 농경지 19.8%순으로 확인되었다, 습지는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휴식 및 은신처로 주로 이용하며, 철새먹이급여지역이 포함되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계는 갯벌을 포함하고 있고 철새먹이급여지역 중 한곳이 갯벌이 포함되어 휴식 및 섭식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농경지의 경우 고방오리가 섭식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 191

제3장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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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고방오리 서식지 이용현황

 마) 고방오리 주·야간 서식지 이용 현황

  현지조사결과 고방오리는 주간에 습지를 66.3%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수계 

32.7%, 농경지 1.0% 순으로 확인되었다. 야간의 경우 수계 43.7%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농경지 38.7%, 습지 17.5% 순으로 확인되었다. 고방오리는 대체로 주간에 습지 및 수계에서 

휴식 및 섭식하다가 야간에 갯벌이 포함된 수계 또는 농경지에서 휴식또는 섭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고방오리 주간 서식지 이용현황 고방오리 야간 서식지 이용현황

그림 70. 고방오리 주·야간 서식지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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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먹이자원조사

가. 어류

1) 전체 조사결과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총 6개 조사지점에서 채집된 어류는 모두 9개 조사지점에서는 총 6목 

8과 19종 656개체로 확인되었다. 서식이 확인된 어류중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에 해당하는 어류는 없었다. 한편, 외래종이며 생태계교란종은 배스와 블루길 2종이 

확인되었다. 목별로는 농어목어류가 9종, 잉어목 어류가 6종, 숭어목, 동갈치목, 복어목 어류가 

각각 1종씩 출현하였다. 과별로는 망둑어과 어류가 6종, 잉어과 어류가 5종, 검정우럭과 2종 및, 

멸치과, 숭어과, 송사리과, 주둥치과, 참복과 어류가 각각 1종씩 확인되었다(그림 71, 표 40). 

우점종은 숭어로 전체 출현개체수의 34.60%를 차지하였다. 아우점종은 16.16%를 차지한 블루

길로 나타났다. 기타 우세종은 민물검정망둑(10.06%), 날개망둑(7.77%), 붕어(5.49%), 치리(5.03%) 

등의 순이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기수성 종은 모두 10종으로 전체 

출현종의 52.6%를 차지하였다. 

그림 71. 어류 분류군별(과별) 출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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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명
조사지점 

계
RA

(%)
비고　

A2 D4 F1 K1 M5 O2

Clupeiformes 청어목 　 　 　

Engraulidae 멸치과 　 　 　 　 　 　 　

Thryssa adelae, 풀반댕이 　 　 　 2 　 　 2 0.32 기

Cypriniformes 잉어목 　 　 　 　 　 　 　

Cyprinidae 잉어과 　 　 　 　 　 　 　

Carassius auratus, 붕어 　 　 　 　 　 2 0 0.30 

Cyprinus carpio, 잉어 　 3 8 　 21 4 11 5.49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2 4 　 　 　 6 0.91 

Hemibarbus labeo, 누치 　 　 　 　 4 　 0 0.61 

Erythroculter erythropterus, 강준치 　 　 　 　 2 5 0 1.07 

Hemiculter leucisculus, 치리 　 25 2 　 　 6 27 5.03 

Mugiliformes 숭어목 　 　 　 　 　 　 　

Mugilidae 숭어과 　 　 　 　 　 　 　

Mugil cephalus, 숭어 90 　 　 55 82 　 145 34.60 기

Beloniformes 동갈치목 　 　 　 　 　 　 　

Adrianichthyoidae 송사리과 　 　 　 　 　 　 　

Oryzias latipes, 송사리 　 　 　 18 　 　 18 2.74 

Perciformes 농어목 　 　 　 　 　 　 　

Centrarchidae 검정우럭과 　 　 　 　 　 　 　

Lepomis macrochirus, 블루길 　 14 20 　 43 29 34 16.16 외,위

Micropterus salmoides, 배스 　 5 3 　 6 6 8 3.05 외,위

Leiognathidae 주둥치과 　 　 　 　 　 　 　

Leiognathus nuchalis, 주둥치 　 　 　 29 　 　 29 4.42 기

Gobiidae 망둑어과 　 　 　 　 　 　 　

Acanthogobius lactipes, 흰발망둑 8 　 　 7 　 　 15 2.29 기

Acanthogobius flavimanus 문절망둑 8 　 　 8 　 　 16 2.44 기

Favonigobius gymnauchen, 날개망둑 　 　 　 51 　 　 51 7.77 기

Gymnogobius castaneus, 날망둑 　 　 　 12 　 　 12 1.83 기

Tridentiger brevispinis, 민물검정망둑 35 　 　 　 31 　 35 10.06 기

Tridentiger bifasciatus, 민물두줄망둑 3 　 　 　 　 　 3 0.46 기

Tetraodontiformes 복어목 　 　 　 　 　 　 　

Tetraodontidae 참복과 　 　 　 　 　 　 　 　

Takifugu niphobles, 복섬 3 　 　 　 　 　 3 0.46 기

총 종수 　6 5 5 8 7 6 19 　

총 개체수 147 49 37 182 189 52 656 　

*RA: Relative abundance(상대풍부도(%)) *비고: 외(외래종), 위(생태계교란야생생물), 기(기수성 어류)

표 40. 조사지점별 어류 출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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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계 출현종 현황

  춘계(5월) 조사에서 출현한 어류는 모두 4목 5과 14종 416개체이었다.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래종이며 생태계교란종은 블루길과 배스 2종이 채집되었다. 과별 출현종은 망둑어과 

5종, 잉어과 5종, 검정우럭과 2종, 멸치과와 숭어과 어류는 각각 1종으로 확인되었다(그림 72, 

표 41).

  우점종은 숭어로 나타났으며, 아우점종은 불루길, 기타 우세종은 민물검정망둑, 붕어, 치리, 

날개망둑 등의 순이었다. 채집된 어류중  기수성 어류는 7종으로 전체 출현종의 50%를 차지

하였다.

그림 72. 춘계 채집 어류의 분류군별(과별) 출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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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종명
조사지점 

계
RA

(%)
비고　

A2 D4 F1 K1 M5 O2

Engraulidae 멸치과 　 　 　 　 　 　 　

Thryssa adelae, 풀반댕이 　 　 　 2 　 　 2 0.48 기

Cyprinidae 잉어과 　 　 　 　 　 　 　

Carassius auratus, 붕어 　 2 7 　 18 4 31 7.45 

Cyprinus carpio, 잉어 　 　 　 　 　 1 1 0.24 

Hemibarbus labeo, 누치 　 　 　 　 3 　 3 0.72 

Erythroculter erythropterus, 강준치 　 　 　 　 2 4 6 1.44 

Hemiculter leucisculus, 치리 　 17 2 　 　 　 19 4.57 

Mugilidae 숭어과 　 　 　 　 　 　 　

Mugil cephalus, 숭어 78 　 　 53 82 　 213 51.20 기

Centrarchidae 검정우럭과 　 　 　 　 　 　 　

Lepomis macrochirus, 블루길 　 6 12 　 28 17 63 15.14 외,위

Micropterus salmoides, 배스 　 3 1 　 4 2 10 2.40 외,위

Gobiidae 망둑어과 　 　 　 　 　 　 　

Acanthogobius lactipes, 흰발망둑 4 　 　 　 　 　 4 0.96 기

Acanthogobius flavimanus 문절망둑 2 　 　 　 　 　 2 0.48 기

Favonigobius gymnauchen, 날개망둑 　 　 　 19 　 　 19 4.57 기

Tridentiger brevispinis, 민물검정망둑 3 　 　 　 　 　 3 0.72 기

Tridentiger bifasciatus, 민물두줄망둑 24 　 　 　 16 　 40 9.62 기

총 종수 5 4 4 3 7 5 14 　

총 개체수 111 28 22 74 153 28 416 　

표 41. 춘계 채집된 어류의 조사지점별 출현현황

*RA: Relative abundance(상대풍부도(%)) *비고: 외(외래종), 위(생태계교란야생생물), 기(기수성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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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 출현종 현황 

  10월 조사에서 출현한 어류는 모두 4목 6과 17종 240개체로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 및 천연

기념물은 채집되지 않았으며, 외래종이며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어류는 블루길과 배스 2종이 

채집되었다. 과별 출현종은 잉어과 6종 망둑어과 5종, 검정우럭과 2종, 숭어과, 송사리과, 주둥

치과, 참복과 어류는 각각 1종으로 확인되었다(그림 73, 표 42). 

  우점종은 불루길로 나타났으며, 아우점종은 날개망둑, 기타 우세종은 주둥치, 민물검정망둑, 

송사리 등의 순이었다. 추계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된 기수성 어류는 8종으로 전체 출현종의 

47.1%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73. 추계 채집된 어류의 조사지점별 출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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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종명
조사지점 

계
RA

(%)
비고　

A2 D4 F1 K1 M5 O2

Cyprinidae 잉어과 　 　 　 　 　 　

Carassius auratus, 붕어 　 1 1 　 3 　 5 2.08 

Cyprinus carpio, 잉어 　 　 　 　 　 1 1 0.42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2 4 　 　 　 6 2.50 

Hemibarbus labeo, 누치 　 　 　 　 1 　 1 0.42 

Erythroculter erythropterus, 강준치 　 　 　 　 　 1 1 0.42 

Hemiculter leucisculus, 치리 　 8 　 　 　 6 14 5.83 

Mugilidae 숭어과 　 　 　 　 　 　

Mugil cephalus, 숭어 12 　 　 2 　 　 14 5.83 기

Adrianichthyoidae 송사리과 　 　 　 　 　 　

Oryzias latipes, 송사리 　 　 　 18 　 　 18 7.50 

Centrarchidae 검정우럭과 　 　 　 　 　 　

 Lepomis macrochirus, 블루길 　 8 8 　 15 12 43 17.92 외,위

 Micropterus salmoides, 배스 　 2 2 　 2 4 10 4.17 외,위

Leiognathidae 주둥치과 　 　 　 　 　 　

Leiognathus nuchalis, 주둥치 　 　 　 29 　 　 29 12.08 기

Gobiidae 망둑어과 　 　 　 　 　 　 0.00 

Acanthogobius lactipes, 흰발망둑 4 　 　 7 　 　 11 4.58 기

Acanthogobius flavimanus 문절망둑 6 　 　 8 　 　 14 5.83 기

Favonigobius gymnauchen, 날개망둑 　 　 　 32 　 　 32 13.33 기

Gymnogobius castaneus, 날망둑 　 　 　 12 　 　 12 5.00 기

Tridentiger brevispinis, 민물검정망둑 11 　 　 　 15 　 26 10.83 기

Tetraodontidae 참복과 　 　 　 　 　 　 　

Takifugu niphobles, 복섬 3 　 　 　 　 　 3 1.25 기

총 종수 5 5 4 7 5 5 17 　

총 개체수 36 21 15 108 36 24 240 　

표 42. 추계 채집된 어류의 조사지점별 출현현황

*RA: Relative abundance(상대풍부도(%)) *비고: 외(외래종), 위(생태계교란야생생물), 기(기수성 어류)

4) 조사지점별 현황

  각 조사지점별 출현종수는 5종에서 8종까지 나타났다.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한 조사지점은 

K1이며, 가장 적은 종이 출현한 지점은 D4와 F1으로 각각 5종씩 출현하였다. 가장 많은 개체

수가 출현한 지점은 M5와 K1로 확인되었다. 특히 A2와 K1 지점은 바다와 만나는 지점으로 

특히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수역인 기수역에 서식하는 기수성 어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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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점종 및 아우점종 

  각 조사지점별 우점종은 5월에는 숭어, 치리, 불루길 등이며, 아우점종은 불루길은 붕어, 민물

검정망둑, 날개망둑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바닷물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수역인 A2과 K1과 

지점을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블루길은 우점종 또는 아우점종으로 출현하였다(표 43).

  10월 조사에서는 숭어, 불루길, 날개망둑 등이 우점종으로 민물검정망둑, 치리, 참붕어, 주둥치 

등이 아우점종을 차지하였다. 춘계 조사와 유사하게 A2과 K1과 지점을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

에서 블루길 우점하였다.

조사시기 A2 D4 F1 K1 M5 O2

1차(5월)

우점종 숭어 치리 블루길 숭어 숭어 블루길

우점율 70.3 60.7 54.5 71.6 51.8 60.7

아우점종 민물검정망둑 불루길 붕어 날개망둑 블루길 붕어

우점율 21.6 21.4 31.8 25.7 18.3 14.3

2차(10월)

우점종 숭어 불루길 불루길 날개망둑 불루길 블루길

우점율 33.3 38.1 53.3 29.6 41.6 50

아우점종 민물검정망둑 치리 참붕어 주둥치 민물검정망둑 치리

우점율 30.1 38.1 26.6 26.8 41.6 25

표 43. 각 조사지점별 어류 우점종 및 아우점종 현황

6) 군집지수 현황

  본 조사지점에서 전체 군집지수는 우점도 0.493, 다양도는 1.794, 균등도는 0.599, 풍부도는 

2.646으로 나타났다. 우점도는 조사지점 A2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양도는 K1에서, 균등도는 

F1에서, 풍부도는 K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4).

지수 / 지점 A2 D4 F1 K1 M5 O2 전체

우점도 0.850 0.796 0.757 0.582 0.661 0.673 0.493

다양도 1.252 1.311 1.326 1.559 1.433 1.379 1.794

균등도 0.643 0.732 0.740 0.709 0.689 0.709 0.599

풍부도 1.056 1.091 1.162 1.357 1.179 1.292 2.646

표 44. 각 조사지점별 어류 군집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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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서생물

1) 전체 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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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추동물이 출현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출현하지 않았다.

  주요 분류군별 출현종수는 절지동물문의 수서곤충류가 총 26종(44.8 %)의 비율을 보였으며, 

연체동물문이 16종(27.6 %),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이 9종(15.5 %), 환형동물문이 6종(10.3 %), 

편형동물문이 1종(1.7 %) 출현하였다.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 수서곤충류를 분류군별로 보면 

파리목 11종(19.0 %), 딱정벌레목 5종(8.6 %), 하루살이목과 잠자리목이 각각 3종(5.2 %)씩, 

노린재목이 2종(3.4 %), 날도래목과 나비목이 각각 1종(1.7 %)씩 출현하였다(그림 74, 표 45).

그림 74.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별 출현종수 비율(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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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 조사지점
낙동강

A D E F H K L N O 종합

편형동물문 1 - 1 1 - - - - - 1

연체동물문 3 8 8 6 - 2 10 3 6 16

환형동물문 2 3 2 4 2 2 2 2 2 6

절

지

동

물

문

연갑강 4 3 3 3 2 5 1 1 3 9

곤

충

강

하루살이목 - - 1 - - - - 2 1 3

잠자리목 - 2 3 3 - - - 2 1 3

노린재목 - 1 - 2 - - 1 - 1 2

딱정벌레목 - 3 2 3 - - 1 - 1 5

파리목 1 3 3 4 - - 4 2 5 11

날도래목 - - - - - - - 1 - 1

나비목 - 1 - 1 - - - - - 1

소계 1 10 9 13 - - 6 7 9 26

합계 11 24 23 27 4 9 19 13 20 58

표 45.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의 조사지점별 출현종수(통합)

낙동강 9개 지점 5월 조사에서 주요 분류군별 출현종수는 절지동물문의 수서곤충류가 총 20 종

(44.4 %)의 비율을 보였으며, 연체동물문이 12종(26.7 %),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이 7종(15.6 %), 

환형동물문이 5종(11.1 %), 편형동물문이 1종(2.2 %) 출현하였다.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 수서

곤충류를 분류군별로 보면 파리목이 8종(17.8 %), 딱정벌레목이 5종(11.1 %), 잠자리목이 3종

(6.7 %), 노린재목이 2종(4.4 %), 하루살이목과 나비목이 각각 1종(2.2 %)씩 출현하였다(그림 75, 

표 46).

낙동강 9개 지점 10월 조사에서 주요 분류군별 출현종수는 연체동물문이 15종(38.5 %)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절지동물문의 수서곤충류가 총 13종(33.3 %),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이 6종

(15.4 %), 환형동물문이 4종(10.3 %), 편형동물문이 1종(2.6 %) 출현하였다.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 수서곤충류를 분류군별로 보면 파리목 4종(10.3 %), 하루살이목, 잠자리목 및 딱정벌레목이 

각각 2종(5.1 %), 노린재목, 날도래목 및 나비목이 각각 1종(2.6 %)이 출현하였다(그림 76, 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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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별 출현종수 비율(5월)

분류군 / 조사지점
낙동강

A D E F H K L N O 종합

편형동물문 - - 1 1 - - - - - 1

연체동물문 1 7 4 4 - 1 9 2 4 12

환형동물문 2 3 1 2 - 2 2 2 1 5

절

지

동

물

문

연갑강 1 2 2 2 2 2 1 1 3 7

곤

충

강

하루살이목 - - - - - - - 1 - 1

잠자리목 - 2 3 3 - - - 2 1 3

노린재목 - 1 - 2 - - 1 - 1 2

딱정벌레목 - 3 2 2 - - 1 - 1 5

파리목 1 3 2 2 - - 4 1 4 8

나비목 - - - 1 - - - - - 1

소계 1 9 7 10 - - 6 4 7 20

합계 5 21 15 19 2 5 18 9 15 45

표 46.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의 조사지점별 출현종수(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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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별 출현종수 비율(10월)

분류군 / 조사지점
낙동강

A D E F H K L N O 종합

편형동물문 1 - 1 1 - - - - - 1

연체동물문 2 4 7 4 - 1 5 2 6 15

환형동물문 2 - 2 2 2 1 1 1 1 4

절

지

동

물

문

연갑강 4 3 2 2 1 4 1 1 1 6

곤

충

강

하루살이목 - - 1 - - - - 1 1 2

잠자리목 - 1 1 - - - - - 1 2

노린재목 - - - 1 - - - - - 1

딱정벌레목 - 1 - 1 - - - - - 2

파리목 - - 1 3 - - - 2 2 4

날도래목 - - - - - - - 1 - 1

나비목 - 1 - - - - - - - 1

소계 - 3 3 5 - - - 4 4 13

합계 9 10 15 14 3 6 7 8 12 39

표 47.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의 조사지점별 출현종수(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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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현 개체수 현황

단위면적당 개체수 현존량은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이 평균 55.7 개체/m2(52.4 %)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연체동물문이 평균 33.5 개체/m2(31.5 %), 절지동물문의 수서곤충류가 평균 12.9 

개체/m2(12.2 %), 환형동물문이 3.9 개체/m2(3.7 %), 편형동물문이 0.2 개체/m2(0.2 %) 출현

하였다.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 수서곤충류를 분류군별로 보면 파리목이 평균 7.7 개체/m2(7.3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잠자리목과 노린재목이 평균 2.1 개체/m2(1.9 %), 딱정벌레목이 평균 0.8 

개체/m2(0.8 %), 하루살이목과 나비목이 각각 평균 0.1 개체/m2(0.1 %) 출현하였다(그림 77).

그림 77.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별 개체수 현존량 비율(통합)

낙동강 9개 지점 5월 조사에서 단위면적당 개체수 현존량은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이 평균 82.1 

개체/m2(51.4 %)의 결과를 보였으며, 연체동물문이 평균 50.0 개체/m2(31.3 %), 절지동물문의 

수서곤충류가 평균 22.2 개체/m2(13.9 %), 환형동물문이 평균 5.2 개체/m2(3.3 %), 편형동물문

이 평균 0.2 개체/m2(0.1 %)가 출현하였다.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 수서곤충류를 분류군별로 보

면 파리목이 평균 13.6 개체/m2(8.5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노린재목이 평균 4.0 개체

/m2(2.5 %), 잠자리목이 평균 3.2 개체/m2(2.0 %), 딱정벌레목이 평균 1.3 개체/m2(0.8 %), 나

비목이 평균 0.1 개체/m2(0.1 %) 출현하였다(그림 78). 

낙동강 9개 지점 10월 조사에서 단위면적당 개체수 현존량은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이 평균 

29.3 개체/m2(55.6 %)의 결과를 보였으며, 연체동물문이 평균 17.0 개체/m2(32.2 %), 절지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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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서곤충류가 평균 3.7 개체/m2(6.9 %), 환형동물문이 평균 2.7 개체/m2(5.1 %), 편형동물

문이 평균 0.1 개체/m2(0.2 %)가 출현하였다.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 수서곤충류를 분류군별로 

보면 파리목이 평균 1.9 개체/m2(3.6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잠자리목이 평균 1.0 개체

/m2(1.9 %), 딱정벌레목이 평균 0.3 개체/m2(0.6 %), 하루살이목이 평균 0.2 개체/m2(0.4 %), 

노린재목과 나비목이 평균 0.1 개체/m2(0.2 %) 출현하였다(그림 78). 

5월

10월

그림 78.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별 출현개체수 비교 (5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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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점별 현황

조사지점별 출현종수를 비교하면 F구역에서 27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H구역에서 

4종으로 가장 적게 출현하였다. 단위면적당 개체수 현존량은 H구역에서 평균 305.0 개체/m2로 

가장 많았고, N구역에서 평균 6.5 개체/m2로 가장 적었다(그림 79). 낙동강수계의 가장 말단

부분인 H구역에서는 출현종수는 매우 낮았으나 곤쟁이류의 높은 출현도로 단위면적당 개체수 

현존량이 가장 많았다. 반면, 서낙동강수계에서는 F구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79. 낙동강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 및 개체수 현존량

4) 우점종 및 아우점종 현황

조사지점별 우점종을 살펴보면 5월 조사에서 비곤충류는 옆새우류, 왼돌이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

달팽이, 곤쟁이류, 옆새우류, 주름다슬기, 징거미새우가 우점적으로 서식하고 있었으며, 곤충류는 

파리목의 깔따구류가 우점하였다.

10월 조사에서 비곤충류는 옆새우류, 징거미새우, 왼돌이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 옆새우류, 

흑색반점기수우렁이, 뾰족쨈물우렁이, 쇠우렁이가 우점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곤충류는 잠자리목의 

등검은실잠자리와 파리목의 깔따구류가 아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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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구 분 A구역 D구역 E구역 F구역

1차(5월)

우점종 옆새우류 깔따구 sp.1 왼돌이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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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또아리물달팽이

우점율 66.0% 55.0% 29.2% 75.5%

아우점종 풀게 등검은실잠자리 왼돌이물달팽이 왼돌이물달팽이

우점율 19.3% 30.0% 29.2% 9.4%

표 48. 낙동강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우점종 및 아우점종

조사시기 구 분 H구역 K구역 L구역 N구역 O구역

1차(5월)

우점종 곤쟁이류 옆새우류 주름다슬기 징거미새우 왼돌이물달팽이

우점율 99.0% 53.8% 18.2% 33.3% 69.8%

아우점종 옆새우류
둥근입기수

우렁이
주름다슬기 왼돌이물달팽이 물달팽이

우점율 1.0% 23.1% 18.2% 16.7% 17.9%

2차(10월)

우점종 옆새우류
흑색반점기수

우렁이
뾰족쨈물우렁이 쇠우렁이 징거미새우

우점율 75.0% 55.2% 37.5% 28.6% 55.6%

아우점종 실지렁이 옆새우류 또아리물달팽이 쇠우렁이 깔따구 sp.1

우점율 25.0% 17.2% 25.0% 28.6% 16.7%

표 4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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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집지수 현황

낙동강 수계의 군집지수 중 우점도지수(DI)는 평균 0.72로 H구역에서 1.00으로 가장 높았으며, 

L구역에서 0.49로 가장 낮았다. 다양도지수(H')는 평균 1.90으로 L구역에서 2.70으로 가장 높았

으며, H구역에서 0.45로 가장 낮았다. 균등도지수(J')는 평균 0.72로 N구역에서 0.97로 가장 

높았으며, H구역에서 0.45로 가장 낮았다. 종풍부도지수(R1)는 평균 1.65로 L구역에서 2.58로 

가장 높았으며, H구역에서 0.44로 가장 낮았다(그림 80).

그림 80. 낙동강 수계의 지점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지수(통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208 문화재청

다. 습지식물 

수생태복원사업단(2014)은 우리나라 습지생태계 관속식물의 유형분류에서 식물 종이 습지에 출현

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식물을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섯 유형의 식물 중 습지식물(즉 절대

습지식물과 임의습지식물)만을 대상으로 생육지의 습한 정도(Degree of wetness)에 따라서 습생

식물과 수생식물로 구분하였으며, 수생식물은 형태 별로 다시 네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수생태복원사업단(2014)을 기준으로 본 조사지역의 습지식물은 습생식물에 왕버들, 버드나무, 

나도미꾸리낚시, 고마리, 여뀌 등 54분류군, 정수식물에 부들, 애기부들, 갈대, 새섬매자기, 노랑

꽃창포 등 16분류군, 부엽식물에 수련, 마름, 미국수련 등 4분류군, 부유식물은 생이가래, 자라풀, 

개구리밥 등 4분류군, 침수식물은 이삭물수세미, 말즘, 나사말 등 4분류군으로 도합 8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된 전체 534분류군 중 15.3%에 해당된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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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다. 이 밖에도 겨울

철새들의 좋은 먹이자원으로 지채 열매, 갈대 및 천일사초 뿌리, 기타 고랭이류 및 침수식물 등이 

있으며, 이중 갈대와 천일사초는 현재 개체군 및 군락면적은 충분하다. 또한 고랭이류 및 침수

식물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먹이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채의 경우 현 자생지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추후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선발종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습한정도 (Degree of wetness) 약어 설명

습생식물 (Hygrophyte) Hygro

습원이나 수변 등과 같이 지표 가까이에 지하수위가 형성되어 

거의 항상 물로 포화되지만,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위가 

지표 보다 높지 않은 생육지에 적응한 수생식물 

수생식물

(Aquatic 

macrophye)

정수식물

(Emergent plant)
Emer

지상부의 대부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뿌리는 저토에 고정된 

수생식물.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 수위가 지표보다 높은 생육지에 

적응한 식물

부엽식물

(Floating-leaf plant)
Fl-lf 뿌리는 저토에 고정되고, 잎과 꽃은 수면 위에 뜨는 수생식물

부유식물

(Floating plant)
Float

물 위나 물속에서 떠다니며 생활하는 식물로서 줄기나 잎이 수면 

아래에 있고 뿌리가 없거나 빈약하게 발달하는 수생식물

침수식물

(Submerged plant)
Sub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있으나, 때로는 수중엽의 일부나 꽃이 물 

위에 뜨기도 하는 수생식물

표 49. 습지의 습한 정도와 수생형에 의한 습지식물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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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식물명
습생
식물

정수
식물

부엽
식물

부유
식물

침수
식물

네가래 Marsilea quadrifolia L. ○

생이가래 Salvinia natans (L.) All. ○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Kimura ○

버드나무 Salix koreensis Andersson ○

선버들 Salix subfragilis Andersson ○

키버들 Salix koriyanagi Kimura ○

갯버들 Salix gracilistyla Miq. ○

나도미꾸리낚시 Persicaria maackiana Nakai ex Mori ○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H.Gross ○

미꾸리낚시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

여뀌 Persicaria hydropiper (L.) Spach ○

바보여뀌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

가는갯는쟁이 Atriplex gmelini C. A. Meyer ○

퉁퉁마디 Salicornia europaea L. ○

칠면초 Suaeda japonica Makino ○

해홍나물 Suaeda maritima (L.) Dumort. ○

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

연꽃 Nelumbo nucifera Gaertner ○

붕어마름 Ceratophyllum demersum L. ○

개구리자리 Ranunculus sceleratus L. ○

황새냉이 Cardamine flexuosa With. ○

자귀풀 Aeschynomene indica L. ○

콩제비꽃 Viola verecunda A.Gray ○

털부처꽃 Lythrum salicaria L. ○

마름 Trapa japonica Flerow ○

여뀌바늘 Ludwigia prostrata Roxb. ○

이삭물수세미 Myriophyllum spicatum L. ○

미나리 Oenanthe javanica (Bl.) DC. ○

구릿대 Angelica dahurica Benth. & Hook.f. ex Franch. & Sav. ○

표 50.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먹이자원 중 습지식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210 문화재청

습지식물명
습생
식물

정수
식물

부엽
식물

부유
식물

침수
식물

개쉽싸리 Lycopus ramosissimus Makino ○

쉽싸리 Lycopus lucidus Turcz. ○

문모초 Veronica peregrina L. ○

큰물칭개나물 Veronica anagallisaquatica L. ○

물쑥 Artemisia selengensis Turcz. ex Besser ○

한련초 Eclipta prostrata (L.) L. ○

가막사리 Bidens tripartita L. ○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L. ○

부들 Typha orientalis C.Presl ○

애기부들 Typha angustifolia L. ○

말즘 Potamogeton crispus L. ○

지채 Triglochin maritimum L. ○

보풀 Sagittaria aginashi Makino ○

벗풀 Sagittaria sagittifola subsp. leucopetala Hartog ○

자라풀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

나사말 Vallisneria natans (Lour.) H.Hara ○

뚝새풀 Alopecurus aequalis Sobol. ○

쇠돌피 Polypogon fugax Nees ex Steud. ○

갯쇠돌피 Polypogon monspeliensis (L.) Desf. ○

갈풀 Phalaris arundinacea L. ○

나도겨풀 Leersia japonica Makino ○

줄 Zizania latifolia (Griseb.) Turcz. ex Stapf ○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 ○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

갯잔디 Zoysia sinica Hance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

돌피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

물피 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Ohwi ○

논피 Echinochloa oryzoides (Ard.) Frits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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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식물명
습생
식물

정수
식물

부엽
식물

부유
식물

침수
식물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

조개풀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 ○

모새달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

이삭사초 Carex dimorpholepis Steud. ○

삿갓사초 Carex dispalata Boott ○

천일사초 Carex scabrifolia Steud. ○

갯하늘지기 Fimbristylis ferruginea var. sieboldii Ohwi ○

새섬매자기 Scirpus planiculmis F.Schmidt ○

방울고랭이 
Scirpus wichurae var. asiaticus T.Koyama ex W.T.Lee ○

세모고랭이 Scirpus triqueter L. ○

큰고랭이 Scirpus lacustris var. creber T.Koyama ○

큰매자기 Scirpus fluviatilis (Torr.) A.Gray ○

물방동사니 Cyperus glomeratus L. ○

알방동사니 Cyperus difformis L. ○

파대가리 Kyllinga brevifolia Rottb. ○

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 (L.) Sch. ○

좀개구리밥 Lemna perpusilla Torr. ○

물골풀 Juncus gracillimus Krecz. & Gontsch. ○

골풀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

갯골풀 Juncus haenkei E. Meyer ○

푸른갯골풀 Juncus setchuensis var. effusoides Buchen. ○

노랑꽃창포 Iris pseudoacorus L. ○

미국수련 Nymphaea odorata Aiton ○

계(82) 54 16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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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가래 나도미꾸리낚시

왕버들 이삭물수세미

큰물칭개나물 갯쇠돌피

큰고랭이 큰매자기

그림 8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먹이자원 중 습지식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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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공급 먹이자원

그림 82는 낙동강 하구 일대에 먹이를 공급하는 장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둔치도, 맥도생태

공원, 삼락생태공원, 에코 센터 습지 및 먹이터, 을숙도 철새공원, 을숙도 남단 갯벌 등 6곳을 대상

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있었다. 

고니류, 오리류, 기러기류를 위해서는 고구마채, 볍씨, 감자채를, 도요물떼새를 위해서는 재첩을 

공급하고 있었다. 공급량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1일 기준으로 조류 체중의 2~8%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큰고니는 10~13kg, 기러기 및 오리류는 1.5~4kg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은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밀물시 공급하였다. 

철새에게 공급하는 먹이의 조건은 병충해 등의 피해가 없고 발육이 양호하며 수분을 적당히 뺀 

것을 제공하였으며 고구마채는 지정된 규격(길이 10~15cm, 두께 6mm) 이상으로 공급하였다. 

그림 82. 낙동강 하구 철새 먹이주기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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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먹이원 대상조류 공급지역 공급량 총공급량

2008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오리류 을숙도 남단 습지 30,000 30,000 

2009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오리류 을숙도 남단 습지 40,000 40,000 

2010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오리류

을숙도 남단 습지
48,000 

60,000 
기타류 12,000 

볍씨
기러기류

을숙도철새공원 8,600 

13,800 
삼락생태공원 2,340 

염막둔치 철새쉼터 1,560 

재두루미 둔치도 1,300 

쌀 오리류
CI 인공습지 1,660 

3,660 
에코센터 인공습지 2,000 

2011년

고구마채
고니류

을숙도 남단 습지
44,160 

55,200 
기타류 11,040 

볍씨
기러기류 및 

오리류, 재두루미

을숙도철새공원 8,580 

17,820 삼락 생태공원 4,620 

맥도 생태공원 4,620 

쌀 오리류
CI 인공습지 2,000 

4,000 
에코센터 인공습지 2,000 

재첩 도요새류
BI 기숙역습지 1,500 

3,000 
CI 계절적 범람 담수습지 1,500 

2012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기타류 을숙도 남단 습지 14,800 14,800 

볍씨 기러기류 및 수면성 오리류

을숙도 철새공원 6,300 

13,300삼락 생태공원 3,600 

맥도 생태공원 3,400 

감자채 고니류 및 기타류 낙동강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 1,400 1,400 

2013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기타류 낙동강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 29,480 29,480 

볍씨 기러기류 및 수면성 오리류 에코센터 습지 및 먹이터 12,860 12,860 

2014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기타류 낙동강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 26,600 26,600 

볍씨 기러기류 및 수면성오리류

을숙도철새공원 30,720 

38,820 
삼락 생태공원 4,000 

맥도 생태공원 3,500 

대저 생태공원 600 

2015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기타류 낙동강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 36,410 36,410 

볍씨 기러기류 및 수면성 오리류

을숙도철새공원 19,200 

39,200 삼락 생태공원 13,000 

맥도 생태공원 7,000 

2016년

고구마채 고니류 및 기타류 낙동강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 34,570 34,570 

볍씨 기러기류 및 수면성 오리류

을숙도철새공원 25,200 

45,490 삼락 생태공원 10,270 

맥도 생태공원 10,020 

2017년
고구마채 볍씨 고니류 및 기타류 낙동강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 52,340 52,340 

감자채 큰고니 및 수면성오리류 에코센터 인공습지 10,520 10,520 

표 51. 낙동강 하구 연도별 철새 먹이 공급량

  ※ 낙동강 에코센터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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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먹이자원 조사

먹이자원 조사는 큰고니 및 기타 일부 물새가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섬매자기 분포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토양 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괴경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명지갯벌, 

을숙도 남단 갯벌, 맹금머리등 남단 갯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는 지름 20㎝인 

원형 코어를 활용하여 50㎝ 깊이까지 토양을 채취한 후 망목 2㎜인 체를 활용하여 괴경을 추출한 후 

건조 전후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먹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83. 낙동강 하구 새섬매자기 먹이량 조사 지역 위치도 

새섬매자기가 분포하는 명지갯벌, 맹금머리등 남단 갯벌, 을숙도 남단 갯벌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한 위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구는 명지갯벌 22개소, 맹금머리등 남단 갯벌 23개소, 을숙도 

남단 갯벌 12개소로 총 57개소의 토양을 채취하여 괴경량을 확인한 후 전체량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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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낙동강 하구 명지갯벌내 새섬매자기 먹이량 채취 위치도

그림 85. 낙동강 하구 맹금머리등내 새섬매자기 먹이량 채취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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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낙동강 하구 을숙도내 새섬매자기 먹이량 채취 위치도

큰고니의 대표적인 먹이자원으로 알려진 새섬매자기의 면적으로 부산광역시(2018)에서 연구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지갯벌 245,821㎡, 을숙도 남단 갯벌 109,575㎡, 맹금

머리등 남단 갯벌 277,624㎡로 전체 분포 면적은 633,020㎡이었다. 부산광역시(2018)에서 파악한 

새섬매자기의 면적은 큰고니의 주요 먹이인 새섬매자기 괴경량을 산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지별로 토양 코어를 각각 22개소, 12개소, 23개소를 채취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대상지 조사구 면적(㎡)

명지갯벌 22 245,821 

을숙도 12 109,575 

맹금머리등 23 277,624 

합 계 633,020 

표 52. 큰고니 먹이량 산출을 위한 새섬매자기 면적 

  ※ 부산광역시(2018) 보고서를 참고하여 면적 재산출

명지갯벌 내에 총 22개소의 토양 코어를 채취한 결과, 16개 조사구에서 새섬매자기 괴경이 관찰

되었다. 20㎝ 코어 내에서 채취된 새섬매자기의 무게를 g/㎡로 환산한 결과, 건조 전에는 평균 

58.26(2.87~164.25)g, 건조 후에는 평균 12.66(0.62~35.69)g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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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건조전중량(g) 건조후중량(g)
환산중량(g/㎡)

건조전 건조후

1 9.91 2.15 78.9 17.14

2 5.4 1.17 42.99 9.34

4 20.63 4.48 164.25 35.69

5 16.99 3.69 135.27 29.39

6 9.01 1.96 71.74 15.59

8 19.82 4.31 157.8 34.29

9 0.83 0.18 6.61 1.44

10 2.03 0.44 16.16 3.51

12 5.06 1.10 40.29 8.75

13 2.96 0.64 23.57 5.12

14 0.36 0.08 2.87 0.62

16 8.10 1.76 64.49 14.01

17 3.47 0.75 27.63 6.00

18 5.93 1.29 47.21 10.26

20 2.62 0.57 20.86 4.53

22 3.95 0.86 31.45 6.83

평균 7.32 1.59 58.26 12.66

표 53. 명지갯벌 내 새섬매자기 괴경량 현황

맹금머리등 남단에서는 총 23개소의 토양 코어를 채취하였는데 이 중 14개 조사구에서 새섬매

자기 괴경이 관찰되었다. 20㎝ 코어 내에서 채취된 새섬매자기의 무게를 g/㎡로 환산한 결과, 건조 

전에는 평균 46.07(5.81~127.39)g, 건조 후에는 평균 10.01(1.26~27.68)g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조사구 건조전중량(g) 건조후중량(g)
환산중량( g/1㎡)

건조전 건조후

1 1.02 0.22 8.12 1.76

3 0.73 0.16 5.81 1.26

4 6.14 1.33 48.89 10.62

5 3.08 0.67 24.52 5.33

7 4.33 0.94 34.47 7.49

9 16 3.48 127.39 27.68

11 7.95 1.73 63.3 13.75

14 2.85 0.62 22.69 4.93

15 7.64 1.66 60.83 13.22

17 9.9 2.15 78.82 17.13

18 3.75 0.81 29.86 6.49

20 6.66 1.45 53.03 11.52

21 2.97 0.65 23.65 5.14

23 7.99 1.74 63.61 13.82

평균 5.79 1.26 46.07 10.01

표 54. 맹금머리등 일대 새섬매자기 괴경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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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남단 남단에서는 총 12개소의 토양 코어를 채취하였는데 이 중 8개 조사구에서 괴경이 

관찰되었다. 20㎝ 코어 내에서 채취된 새섬매자기의 무게를 g/㎡로 환산한 결과, 건조 전에는 평균 

40.62(9.32~106.69)g, 건조 후에는 평균 8.83(2.02~23.18)g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조사구 건조전중량(g) 건조후중량(g)
환산중량( g/1㎡)

건조전 건조후

2 1.94 0.42 15.45 3.36

3 3.14 0.68 25.00 5.43

5 2.38 0.52 18.95 4.12

6 1.17 0.25 9.32 2.02

8 13.4 2.91 106.69 23.18

9 9.38 2.04 74.68 16.23

10 5.19 1.13 41.32 8.98

11 4.21 0.91 33.52 7.28

평균 5.10 1.11 40.62 8.83

표 55. 을숙도 남단 새섬매자기 괴경량 현황

2012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2012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그림 87. 2012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2016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2016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그림 88. 2016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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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2019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그림 89. 2019년 새섬매자기 분포 현황

새섬매자기 괴경 채취 도구 새섬매자기 괴경 채취 도구

그림 90. 새섬매자기 괴경 채취 도구

새섬매자기 괴경 현황 새섬매자기 괴경 현황

그림 91. 새섬매자기 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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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를 통해 채취한 토양에 매립된 괴경량을 바탕으로 낙동강 하구의 큰고니 및 일부 물새의 

먹이량을 추정한 것이다. 을숙도 남단 갯벌의 괴경량은 건조 전 평균 4,450.94(1,021.24~ 

11,690.56)㎏, 건조 후 평균 912.76(221.34~2,539.95)㎏이었다. 명지갯벌의 괴경량은 건조 전 

평균 14,321.53(705.51~40,376.10)㎏, 건조 후 평균 3,112.89(152.41~8,773.35)㎏이었다. 맹금

머리등 남단 갯벌의 괴경량은 건조 전 평균 12,790.14(1,613.00~35,366.52)㎏, 건조 후 평균 

2,779.02(349.81~7,684.63)㎏이었다. 새섬매자기가 분포하는 을숙도 남단 갯벌, 명지갯벌, 맹금

머리등 남단 갯벌에 분포하는 새섬매자기 괴경량은 약 6,803.87㎏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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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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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새섬매자기 건조 후 괴경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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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경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의 먹이 자원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지역은 

132.27㎢로서 전체면적의 26.6%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지역 중 논이 69.1%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밭 21.6%, 하우스재배지 5.9%, 과수원 2.6%, 

기타재배지 0.8%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농경지 조사는 현지조사에서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토지피복도 또한 과거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현재 현황을 분석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림 92. 토지피복도 중분류 농경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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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토지피복도 중분류 농경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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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조사

가. 식물상

1) 전체 관속식물상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전체 관속식물상은 105과 308속 480종 4아종 40변종 7품종 3 교잡종

으로 총 534분류군(taxa)이 확인되었으며, 총 534분류군 중 목본식물(Woody plants)은 138분류군

(25.8%), 초본식물(Herbaceous plants)은 396분류군(74.1%)으로 구분되었다.

양치식물(Pteridophyta)은 4과 4속 5분류군(0.9%), 나자식물(Gymnospermae)은 4과 5속 8분류군

(1.5%), 피자식물(Angiospermae)은 97과 299속 521분류군(97.6%)로 이중 단자엽식물(Monocotyledoneae)은 

14과 68속 131분류군(25.1%), 쌍자엽식물(Dicotyledoneae)은 83과 231속 390분류군(74.9%)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4,881분류군(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의 10.9%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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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과 375분류군, 4권역에서 51과 19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관속식물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교집종 합계

양치식물 4 4 4 - 1 - - 5

나자식물 4 5 6 - 1 1 - 8

피자식물

단자엽식물 14 68 113 2 15 1 - 131

쌍자엽식물 83 231 357 2 23 5 3 390

합계 97 299 470 4 38 6 3 521

분류군 105 308 480 4 40 7 3 534

표 5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전체 관속식물상 구분

2) 생활형

식물의 생활형은 생육환경에 순응하여 살아오면서 오랫동안에 걸쳐 만들어낸 모양과 기능을 

유형화한 것으로 Raunkiaer가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시킨 Numata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Numata

식의 생활형은 휴면형(Raunkiaer, 1934), 번식형(지하기관형과 산포기관형) 및 생육형을 총체적

으로 나타내는 생물학적 유형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였다(이우철, 19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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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면형 

휴면형(Dormancy form)에 따라 본 조사에서 확인된 534분류군의 관속식물을 정리한 결과, 

반지중식물(Hemicryptophytes)이 100분류군(18.7%), 1년생 식물(Therophytes)이 94분류군(17.6%)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류 Ch G H H,G HH HH(rd) HH(Th)

분류군 23 40 100 1 36 1 19

비율(%) 4.3 7.5 18.7 0.2 6.7 0.2 3.6

분류 HH(Thw) M MM N Th Th,Thw Thw

분류군 2 29 61 47 94 5 76

비율(%) 0.4 5.4 11.4 8.8 17.6 0.9 14.2

Th: Therophytes (Th:월동하지 않음. 1년생 식물, Thw:월동함. 동형1년초, Thv:지하에 있는 휴면아가 모체에서 
분리하여 월동. 영양번식형 월년초)
G: Geophyte 휴면아가 땅속에 있는 다년초로 지상경은 마름. 지중식물
H: Hemicryptophytes 휴면아가 지상 바로 밑에 있는 다년초. 반지중식물
Ch: Chamaephytes 휴면아가 지상면 바로위에 있는 다년초. 지표식물
N: Nanophanerophytes 관목, M: Microphanerophytes 아교목, MM: Megaphanerophytes 교목
HH: Hydatophytes 수생식물 HH(Th): 1년생 수생식물, HH(rd): 뿌리가 질흙 속에 있음,
HH(n): 수면에 뜨는 부생식물, E: Epiphyten 기생식물, 착생식물

표 60. 관속식물의 휴면형

그림 93. 관속식물의 휴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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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번식형

번식형의 분류 중 지하기관형(Radicoid form)에 따라 본 조사에서 확인된 534분류군의 관속

식물을 정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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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으로 분석되었다(표 4). 또한 산포기관형(Disseminule form)은 중력산포형(D4)이 251분류군

(47.0%), 풍수산포형(D1)이 114분류군(21.3%)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류 E5 R1-2 R1-3 R2-3 R2-3t R3 R3b R3o R3s

분류군 1 9 2 53 2 60 1 2 4

비율(%) 0.2 1.7 0.4 9.9 0.4 11.2 0.2 0.4 0.7

분류 R3t R3v R4 R5 R5o R5s R5t Rs

분류군 1 6 28 358 1 4 1 1

비율(%) 0.2 1.1 5.2 67.0 0.2 0.7 0.2 0.2

R1: 근경이 옆으로 벋고 가장 넓은 범위의 연결체를 갖는 것
R2: 근경이 옆으로 벋고 약간 넓은 범위의 연결체를 갖는 것
R3: 근경이 짧게 분지하고 가장 좁은 범위의 연결체를 갖는 것
R4: 땅위로 벋는 줄기 또는 기면서 여기저기에서 뿌리를 내려 연결체를 만드는 것
R5: 지하나 지상에 연결체를 전혀 만들지 않는 단립식물
R(b): 인경, R(c): 구경, R(t): 괴경, R(r): 괴근, R(s): 다육근, R(o): 근경이 지하로 비스듬히 벋는 것, 
R(v): 근경이 지하로 수직으로 벋는 것

표 61. 관속식물의 번식형(지하기관형)

그림 94. 관속식물의 번식형(지하기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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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D1 D1,2 D1,4 D2 D2,4 D3 D3,2

분류군 114 3 34 60 20 34 1

비율(%) 21.3 0.6 6.4 11.2 3.7 6.4 0.2

분류 D3,5 D4 D4,1 D4,2 D4,5 D5 D5,4

분류군 1 251 8 3 1 2 2

비율(%) 0.2 47.0 1.5 0.6 0.2 0.4 0.4

D1: 풍수산포형, D2: 동물산포형, D3: 자동산포형, D4: 중력산포형, D5: 영양번식형

표 62. 관속식물의 번식형(산포기관형)

그림 95. 관속식물의 번식형(산포기관형)

다) 생육형

생육형(Growth form)에 따라 본 조사에서 확인된 534분류군의 관속식물을 정리한 결과, 지상

부에 주축이 분명한 직립형(e)이 200분류군(37.5%), 로제트 직립형(t)이 57분류군(16.3%) 등의 순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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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b b,e b-l b-p b-pr b-ps e e,b l l-b n,b n,r p

분류군 39 3 7 13 3 6 200 22 35 7 1 2 8

비율(%) 7.3 0.6 1.3 2.4 0.6 1.1 37.5 4.1 6.6 1.3 0.2 0.4 1.5

분류 p-b p-l p-ps pr p-r ps p-s ps-b r t t,e t,t-p

분류군 4 4 6 27 1 28 1 3 17 87 1 1

비율(%) 0.7 0.7 1.1 5.1 0.2 5.2 0.2 0.6 3.2 16.3 0.2 0.2

e: 지상부에 주축이 분명함. 직립형, 
b: 분지형으로 줄기가 하부에서 많은 가지가 갈라져 주축이 분명하지 않음. 
t: 총생형으로 줄기가 많이 모여 그루를 만듬. 
l: 넌출형, p: 포복형, r: 로제트형. pr: 일시적 로제트형, ps: 로제트 직립형

표 63. 관속식물의 생육형

그림 96. 관속식물의 생육형

3) 염생식물

본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염생식물은 심현보 등(2009)의 “한반도 해안염습지와 사구 염생식물 

분포” 논문에서 62분류군, 김은규(2013)의 “한국의 염생식물” 문헌에서 제시된 94분류군을 바탕

으로 하였으며, 2개 자료를 취합한 결과 공통종은 총 50분류군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2개 문헌에 

나온 모든 염생식물을 취합한 106분류군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문헌을 기준으로 본 조사지역의 

염생식물은 갈대, 새섬매자기, 가는갯는쟁이, 칠면초, 해홍나물, 지채 등 총 5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된 전체 534분류군 중 9.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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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생식물명 심현보 김은규 출현 염생식물명 심현보 김은규 출현

왕모시풀 ○ ● 섬현삼 ○

금소리쟁이 ○ ● 왕질경이 ○

*큰옥매듭풀 ○ ○ ● *개질경이 ○ ○ ●

갯마디풀(이삭마디풀) ○ 창질경이 ○ ●

취명아주 ○ ● 낚시돌풀 ○

가는명아주 ○ ● 백령풀 ○

창갯능쟁이(창명아주) ○ *갯쑥부쟁이 ○ ○

갯는쟁이 ○ 해국 ○ ●

*가는갯는쟁이 ○ ○ ● *갯개미취 ○ ○

*갯댑싸리 ○ ○ 털머위 ○

*퉁퉁마디 ○ ○ ● 갯취 ○

*칠면초 ○ ○ ● *비쑥 ○ ○

*나문재 ○ ○ ● 사철쑥 ○ ●

*해홍나물 ○ ○ ● *큰비쑥 ○ ○

*솔장다리 ○ ○ *갯금불초 ○ ○

*수송나물 ○ ○ ● *갯씀바귀 ○ ○ ●

*방석나물 ○ ○ *사데풀 ○ ○ ●

*호모초 ○ ○ 갯고들빼기 ○

*기수초 ○ ○ *지채 ○ ○ ●

*번행초 ○ ○ ● 갯쇠돌피 ○ ●

*갯개미자리 ○ ○ ● 산조풀 ○ ●

큰개미자리 ○ ● 갯조풀 ○

갯패랭이꽃 ○ *갯그령 ○ ○

*갯장구채 ○ ○ *갯보리 ○ ○

*갯괴불주머니 ○ ○ *갯꾸러미풀 ○ ○

염주괴불주머니 ○ 갯겨이삭 ○

갯무 ○ *갈대 ○ ○ ●

갯장대 ○ 갯드렁새 ○ ●

섬기린초 ○ 우산잔디 ○ ●

땅채송화 ○ *갯잔디 ○ ○ ●

돌가시나무 ○ ● *왕잔디 ○ ○

*해당화 ○ ○ ● 갯강아지풀 ○

*갯완두 ○ ○ ● 띠 ○ ●

털갯완두 ○ ● *갯쇠보리 ○ ○ ●

해녀콩 ○ 쇠보리 ○

암대극 ○ *모새달 ○ ○ ●

흰대극 ○ *통보리사초 ○ ○ ●

표 64. 우리나라 염생식물 최근문헌 비교 리뷰 및 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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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생식물명 심현보 김은규 출현 염생식물명 심현보 김은규 출현

우묵사스레피 ○ 갯청사초 ○ ●

위성류 ○ 밀사초 ○

애기달맞이꽃 ○ ● *좀보리(모래)사초 ○ ○ ●

*갯사상자 ○ ○ *천일사초 ○ ○ ●

*갯방풍 ○ ○ ● 갯하늘지기 ○ ●

*갯강활 ○ ○ 새섬(좀)매자기 ○ ●

*갯기름나물 ○ ○ 수원고랭이 ○

*갯까치수염 ○ ○ 세모고랭이 ○ ●

*갯질경 ○ ○ ● 향부자 ○

*갯메꽃 ○ ○ ● 갯방동사니 ○ ●

갯실새삼 ○ ● 물골풀 ○ ●

*모래지치 ○ ○ ● *갯골풀 ○ ○ ●

갯지치 ○ 푸른갯골풀 ○ ●

*순비기나무 ○ ○ ● 홍도원추리 ○

*참골무꽃 ○ ○ 갯천문동 ○

*해란초 ○ ○ 방울비짜루 ○

※ 합 계(106), 심현보 등(62), 김은규(94), 공통종(50) 금번조사(38)

나문재 해홍나물

산조풀 통보리사초

그림 9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염생식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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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귀식물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한국의 희귀식물(산림청과 국립수목원, 2008)은 6개 범주인 야생멸종

(Extinct in the Wild), 멸종위기종(Critical Endangered), 위기종(Endangered, 취약종(Vulnerable), 

약관심종(Least Concerned),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 등으로 구분하여 총 571분류군을 선정

하였다. 이 중 야생멸종(EW)은 파초일엽 등 4분류군, 멸종위기종(CR)은 각시수련 등 144분류군, 

위기종(EN)은 가는다리장구채 등 122분류군, 취약종(VU)은 가는대나물 등 119분류군, 약관심종

(LC)은 가침박달나무 등 70분류군, 자료부족종(DD)은 산분꽃나무 등 112분류군으로 도합 571

분류군을 제시하였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희귀식물은 IUCN 평가기준의 위기종(EN)에 해당하는 눈향나무(식재) 

1분류군, 취약종(VU)에 해당하는 모감주나무(식재), 섬백리향(식재) 2분류군 약관심종(LC)에 해당

하는 쥐방울덩굴, 새박, 갯방풍, 이팝나무(식재), 자라풀, 모새달 등 6분류군, 자료부족종(DD)에 

해당하는 큰옥매듭풀, 벗풀 2분류군으로 총 11분류군(야생종 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에 눈향나무, 모감주나무, 섬백리향, 쥐방울덩굴, 새박, 이팝나무, 

자라풀, 모새달 등 8분류군, 2권역에 모감주나무, 새박, 자라풀, 모새달 등 4분류군, 3권역에 모감

주나무, 쥐방울덩굴, 새박, 이팝나무, 자라풀, 모새달, 벗풀 등 7분류군, 4권역에 갯방풍, 큰옥매듭풀, 

모새달 등 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된 전체 534분류군 중 2.0%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희귀식물(산림청과 국립수목원, 2008) 571분류군(국립수목원, 2005)의 1.9%에 해당되며, 본 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희귀식물 중 식재종을 제외한 생태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희귀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식재

EN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Henry A ●

VU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A,B O L ●

섬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var. japonica Hara A,B ●

LC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B,D L

새박 Melothrua japonica Max. B,D O L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 G,K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 et Paxton A,B L ●

자라풀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B,D F M,L

모새달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A,D O L G,H,I,K

DD
큰옥매듭풀 Polygonum bellardii Alloni H

벗풀 Sagittaria sagittifola subsp. leucopetala Hartog L

계 (11) 8 4 7 3

* 1권역(A, B, C, D), 2권역(E, F, O), 3권역(N, M, L), 4권역(G, H, I, J, K)

표 6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희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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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방울덩굴(희귀) 새박(희귀)

갯방풍(희귀) 자라풀(희귀)

큰옥매듭풀(희귀) 모새달군락(희귀)

능수버들군락(특산) 키버들(특산)

그림 9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희귀 및 특산식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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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자락에 비교적 드물게 자라는 

덩굴성 여러해살이풀로 IUCN 평가유형 중 약관심종(LC)에 해당된다. 또한 구계학적 특정식물 

1등급, 국외반출대상승인대상식물에 해당된다. 이 식물은 본 낙동강하류 1권역, 3권역에서 확인

되었으며, 자생지가 생태공원 주변에 있어 인위적인 간섭으로 인해 훼손이 우려된다. 이 식물은 

꼬리명주나비(Sericinus montela) 애벌레의 섭취식물로 곤충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새박(Melothrua japonica)은　우리나라 일부 남부지방에서만 드물게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

풀이며, IUCN 평가유형 중 약관심종(LC)에 해당된다.　또한 구계학적 특정식물 2등급, 적색목록 

관심대상(LC)에 해당된다. 새박은 본 낙동강하류 4권역의 모래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권역에서 

모두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 저수지나 산지 가장자리에서 드물게 자라고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 자생지의 보전 및 추가 자생지의 발견이 필요하다. 

갯방풍(Glehnia littoralis)은 우리나라의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IUCN 

평가유형 중 약관심종(LC)에 해당된다. 또한 구계학적 특정식물 3등급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식물에 

해당된다. 본 신자도와 진우도의 해안 모래땅에서 일부 개체가 확인되었다. 최근 방풍으로 잘못 

알려져 식용되고 있어 인위적인 훼손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 전역 해안 모래땅

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나 개체수가 현저히 적고 줄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자생지 확인 및 유전

자원의 현지내외 보전이 필요하다.

자라풀(Hydrocharis dubia)은 수심이 낮은 저수지나 연못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며, IUCN 

평가유형 중 약관심종(LC)에 해당된다.　또한 구계학적 특정식물 5등급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식물에 

해당된다. 자라풀은 본 낙동강하류 4권역의 모래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권역에서 모두 확인되었

으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최근 개체수 및 자생지가 증가하고 있는 식물이다. 

모새달(Phacelurus latifolius)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 및 사구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IUCN 평가유형 중 약관심종(LC)에 해당된다. 또한 구계학적 특정식물 1등급, 적색목록 관심대상

(LC)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식물에 해당된다. 본 낙동강하류 섬 지역 대부분에서 대규모 군락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갈대군락과 혼생하거나 독자적인 군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체군 및 자생지가 풍부한 편이다.

큰옥매듭풀(Polygonum bellardii)은 우리나라의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IUCN 평가유형 중 자료부족종(DD)에 해당된다. 또한 구계학적 특정식물 4등급, 적색목록 미평가

(NE)에 해당된다. 이 식물이 자료부족종 및 미평가된 것은 마디풀이나 이삭마디풀(갯마디풀)과의 

유연관계 및 자생지 또한 불분명하여 분류학적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흔하지도 않지만 기존 

문헌처럼 경기도 해안뿐만 아니라 전역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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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풀(Sagittaria sagittifola)은　논이나 습지주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IUCN 평가유형 중 

자료부족종(DD)에 해당된다. 벗풀은 본 낙동강하류 3권역에서 확인되었으나, 개체수가 현저히 적은 

편으로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식물이다. 

5) 특산식물

특산식물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최근 특산식물로 

구분한 국립수목원(2005)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한반도 특산식물로 기록된 831분류

군을 7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특산식물로 인정되는 분류군은 다른 특산식물 학명에 이명 

처리된 6분류군과 학명이 변경되거나 신 조합된 27분류군을 포함하여 57과 160속 263종 2아종 

63변종으로 총 328분류군으로 정리하였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식재), 능수버들, 키버들, 오동나무(식재), 병꽃

나무(식재), 벌개미취(식재) 등 총 6분류군(야생종 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에서 은사시나무, 능수버들, 키버들, 오동나무, 병꽃나무, 벌개미취 

등 6분류군, 2권역에 은사시나무, 키버들, 오동나무, 병꽃나무, 벌개미취 등 5분류군, 3권역에 

은사시나무, 능수버들, 키버들, 오동나무, 병꽃나무, 벌개미취 등 6분류군, 4권역에 은사시나무, 

능수버들 등 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된 전체 534분류군 중 1.1%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특산식물 328분류군(국립수목원, 

2005)의 1.8%에 해당된다. 

특산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식재

은사시나무 Populus x tomentiglandulosa T.B.Lee A,B,D O M,L G,K ●

능수버들 Salix pseudolasiogyne H.L v. A,D L K

키버들 Salix koriyanagi Kimura D O L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A,D O L ●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L. H. Bailey A F M ●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Nakai B O L ●

계 (6) 6 5 6 2 4

표 6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특산식물

  * 1권역(A, B, C, D), 2권역(E, F, O), 3권역(N, M, L), 4권역(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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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 구분(이우철과 임양재, 1978)은 북한지역의 3개아구(갑산아구, 관북아구, 관서아구)를 

제외한 중부아구, 남부아구, 남해안아구 및 제주아구에 포함(울릉도의 식물상은 4개아구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식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4,000여종의 관속식물 중 1,071분류군을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김철환, 2000).

이중 Ⅴ등급 식물군은 고립 혹은 불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분류군, Ⅳ등급 식물군은 4개의 아구 중 

1개의 아구에만 분포하는 분류군, Ⅲ등급 식물군은 4개의 아구 중 2개의 아구에 분포하는 분류군, 

Ⅱ등급 식물군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비교적 1,000m 이상 되는 지역에 분포하는 분류군, Ⅰ등급 

식물군은 4개의 아구 중 3개의 아구에 걸쳐 분포하는 분류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2012)의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에 따라 1,256종을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Ⅴ등급에 약모밀, 자라풀 등 2분류군, Ⅳ등급에 

섬잣나무(식재), 눈향나무(식재), 가시나무(식재), 큰옥매듭풀, 등, 섬딸기 등 8분류군, Ⅲ등급에 

구슬갓냉이, 쉬땅나무(식재), 탱자나무, 꽝꽝나무, 단풍나무(식재), 모감주나무(식재) 등 13분류군, 

Ⅱ등급에 다정큼나무(식재), 굴거리나무(식재), 복자기(식재), 새박, 이팝나무(식재), 개질경이 등 

7분류군, Ⅰ등급에 왕버들, 가래나무, 참느릅나무, 시무나무, 천선과나무(식재), 쥐방울덩굴, 번행초 등 

36분류군으로 도합 66분류군(야생종 4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중 등, 탱자나무, 꽝꽝나무, 후박

나무 4분류군은 식재종의 후세개체 치수를 확인하였다.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에서 약모밀, 자라풀, 섬잣나무, 눈향나무, 가시나무 등 53분류군, 

2권역에서 자라풀, 섬딸기, 구슬갓냉이, 탱자나무 등 34분류군, 3권역에 자라풀, 단풍나무, 모감주

나무, 벌사상자, 갯쇠돌피 등 28분류군, 4권역에 큰옥매듭풀, 등, 갯방풍, 애기향모 등 2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된 전체 534분류군의 관속식물 중 12.3%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구계학적 특정식물 

1,256분류군(국립환경과학원, 2012)의 5.2%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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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정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식재

Ⅴ
등급

약모밀 Houttuynia cordata Thunb. ○

자라풀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 ○ ○

Ⅳ
등급

섬잣나무 Pinus parviflora Siebold & Zucc. ○ ●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Henry ○ ●

가시나무 Quercus myrsinaefolia Bl. ○ ●

큰옥매듭풀 Polygonum bellardii Alloni ○

섬딸기 Rubus ribesioideus Matsumura ○ ○

등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

먼나무 Ilex rotunda Thunb. ○ ●

후피향나무 Ternstroemia gymnanthera Sprague ○ ●

Ⅲ
등급

구슬갓냉이 Rorippa globosa (Turcz.) Hayek ○

쉬땅나무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 ○ ●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in. ○ ○

꽝꽝나무 Ilex crenata Thunb.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 ○ ●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 ○ ○ ●

황칠나무 Dendropanax morbifera H.Lev. ○ ●

벌사상자 Cnidium monnieri (L.) Cusson ○ ○ ○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 ○

긴병꽃풀 Glechoma grandis (A.Gray) Kuprian. ○

아왜나무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Zabel ex Rumpler ○ ●

갯쇠돌피 Polypogon monspeliensis (L.) Desf. ○ ○ ○

애기향모 Anthoxanthum glabrum Veldkamp ○

Ⅱ
등급

다정큼나무 Raphiolepis indica var. umbellata Ohashi ○ ●

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 ●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 ●

새박 Melothrua japonica Max. ○ ○ ○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 et Paxton ○ ○ ●

개질경이 Plantago camtschatica Cham. ex Link ○ ○ ○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Kimura ○ ○ ○

표 6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구계학적 특정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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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정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식재

Ⅰ
등급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 ○

참느릅나무 Ulmus parvifolia Jacq. ○ ○ ○ ○

시무나무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 ○ ○

천선과나무 Ficus erecta Thunb. ○ ●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 ○

번행초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 ○ ○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 et Z. ○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 ●

장딸기 Rubus hirsutus Thunb. ○ ○

예덕나무 Mallotus japonicus Muell. Arg. ○ ○ ○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 ○ ○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a Thunb. ○ ○ ○

합다리나무 Meliosma oldhamii Miq. ○

거지덩굴 Cayratia japonica (Thunb.) Gagnep.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 ●

사스레피나무 Eurya japonica Thunb. ○ ●

뚜껑덩굴 Actinostemma lobatum Max. ○ ○ ○ ○

보리밥나무 Elaeagnus macrophylla Thunb. ○ ○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 Thunb. ○ ○ ●

갯메꽃 Calystegia soldanella Roem. & Schultb. ○ ○ ○

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 Lam. ○

모래지치 Argusia sibirica (L.) Dandy ○ ○ ○ ○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 fil. ○ ○ ○ ○

해국 Aster spathulifolius Max. ○ ○ ●

개사철쑥 Artemisia apiacea Hance ex Walp. ○ ○

물쑥 Artemisia selengensis Turcz. ex Besser ○ ○ ○ ○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갯씀바귀 Ixeris repens (L.) A.Gray ○

보풀 Sagittaria aginashi Makino ○

나사말 Vallisneria natans (Lour.) H.Hara ○ ○ ○

우산잔디 Cynodon dactylon (L.) Pers. ○ ○ ○ ○

민바랭이새 Microstegium japonicum Koidz. ○ ○ ○

갯쇠보리 Ischaemum anthephephoroides Miq. ○

모새달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 ○ ○ ○

통보리사초 Carex kobomugi Ohwi ○ ○ ○ ○

타래사초 Carex maackii Max. ○ ○ ○

계(66) 53 34 28 22 21

  * 1권역(A, B, C, D), 2권역(E, F, O), 3권역(N, M, L), 4권역(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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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딸기 벌사상자

긴병꽃풀 애기향모

장딸기 예덕나무

거지덩굴 뚜껑덩굴

그림 9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구계학적 특정식물 사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238 문화재청

7)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

귀화식물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박수현 등(2002)이 “우리나라 귀화식물의 분포”에서 37과 

150속 254종 15변종 2품종으로 총 271분류군으로, 추후 박수현(2009)이 한국의 귀화식물 집대성

하여 총 279분류군을 보고하였다.

최근 이유미 등(2011)은 국내에 귀화식물로 40과 175속 302종 15변종 4품종으로 총 321분류

군을, 본 조사에서는 환경부(2014)의 총 333분류군을 기준을 적용하였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귀화식물은 약모밀, 애기수영, 소리쟁이, 좀소리쟁이, 돌소리쟁이, 

닭의덩굴, 양명아주, 취명아주, 털비름, 가는털비름, 미국자리공 등 총 9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에서 약모밀, 애기수영, 소리쟁이, 돌소리쟁이 등 81분류군, 2권역

에서 애기수영 소리쟁이, 좀소리쟁이, 돌소리쟁이 등 87분류군, 3권역에서 애기수영, 소리쟁이, 

좀소리쟁이, 돌소리쟁이 등 85분류군, 4권역에서 애기수영, 소리쟁이, 돌소리쟁이, 취명아주 등 

4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된 전체 534분류군의 관속식물 중 18.3%의 귀화율(NR)에 해당

되며, 도시화지수(UI)는 우리나라 귀화식물 333분류군(환경부, 2014)의 29.4%에 해당된다.

생태계교란식물은 환경부(2012a)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3조에 의거 

지정된 14분류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조사된 귀화식물 중 애기수영, 가시박, 도깨비가지, 서양

금혼초,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등 11분류

군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에서 애기수영,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털물참새피 등 9분류군, 2권역에서 애기수영, 가시박, 도깨비

가지, 서양금혼초,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등 11분류군, 3권역에서 애기수영, 가시박,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양미

역취,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등 11분류군, 4권역에서 애기수영,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등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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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모밀 Houttuynia cordata Thunb. ○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 ○ ○ ○ 교란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 ○ ○ ○  

좀소리쟁이 Rumex nipponicus Franch. & Sav. ○ ○ ○ ○  

돌소리쟁이 Rumex obtusifolius L. ○ ○ ○  

닭의덩굴 Fallopia dumetorum (L.) Holub ○ ○ ○  

양명아주 Chenopodium ambrosioides L. ○ ○ ○  

취명아주 Chenopodium glaucum L. ○ ○ ○ ○  

흰명아주 Chenopodium album L. ○ ○ ○ ○  

좀명아주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 ○ ○ ○  

냄새명아주 Chenopodium pumilio R.Br. ○  

털비름 Amaranthus retorflexus L. ○  

가는털비름 Amaranthus patulus Bertoloni. ○  

미국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L. ○ ○ ○ ○  

큰석류풀 Mollugo verticillata L. ○  

유럽개미자리 Spergularia rubra J.Presl & C.Presl ○ ○ ○  

유럽점나도나물 Cerastium glomeratum Thuill. ○ ○ ○ ○  

끈끈이대나물 Silene armeria L. ○ ○ ○  

가는끈끈이장구채 Silene antirrhina L. ○  

개양귀비 Papaver rhoeas L. ○  

갓 Brassica juncea (L.) Czern. ○ ○ ○  

콩다닥냉이 Lepidium virginicum L. ○ ○ ○ ○  

말냉이 Thlaspi arvense L. ○ ○ ○  

개소시랑개비 Potentilla supina L. ○ ○ ○ ○  

좀개소시랑개비 Potentilla amurensis Maxim. ○ ○ ○  

벳지 Vicia villosa Roth ○ ○ ○  

각시갈퀴나물 Vicia dasycarpa Tenore ○ ○ ○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 ○ ○ ○  

서양벌노랑이 Lotus corniculatus L. ○ ○ ○  

족제비싸리 Amorpha fruticosa L. ○ ○ ○ ○  

자운영 Astragalus sinicus L. ○  

애기노랑토끼풀 Trifolium dubium Sibth. ○ ○ ○  

선토끼풀 Trifolium hybridum L. ○ ○ ○  

붉은토끼풀 Trifolium pratense L. ○ ○ ○  

토끼풀 Trifolium repens L. ○ ○ ○  

잔개자리 Medicago lupulina L. ○ ○ ○  

전동싸리 Melilotus suaveolens Ledeb. ○  

흰전동싸리 Melilotus alba Medicus ex Desv. ○ ○ ○  

표 6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240 문화재청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비고

애기땅빈대 Euphorbia supina Rafin. ○ ○ ○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 ○ ○  

가시박 Sicyos angulatus L. ○ ○ ○ 교란

달맞이꽃 Oenothera biennis L. ○ ○ ○ ○  

애기달맞이꽃 Oenothera laciniata Hill ○ ○ ○  

미국실새삼 Cuscuta pentagona Engelm. ○ ○ ○ ○  

애기나팔꽃 Ipomoea lacunosa L. ○ ○ ○  

미국까마중 Solanum americanum Mill. ○ ○ ○ ○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 ○ ○ 교란

버들마편초 Verbena bonariensis L. ○  

선개불알풀 Veronica arvensis L. ○ ○ ○  

큰개불알풀 Veronica persica Poir. ○ ○ ○  

창질경이 Plantago lanceolata L. ○ ○ ○  

미국질경이 Plantago virginica L. ○ ○  

선풀솜나물 Gnaphalium calviceps Fernald ○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L. ○ ○ ○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L. ○ ○ ○ 교란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L. ○ ○ ○ ○ 교란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L. ○ ○ ○ ○ 교란

큰도꼬마리 Xanthium canadense Mill. ○ ○ ○ ○  

양미역취 Solidago altissma L. ○ ○ ○ 교란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Willd. ○ ○ ○ 교란

큰비짜루국화 Aster subulatus var. sandwicensis A.G.Jones ○ ○ ○  

개망초 Erigeron annuus (L.) Pers. ○ ○ ○ ○  

봄망초 Erigeron philadelphicus L. ○ ○ ○ ○  

주걱개망초 Erigeron strigosus Muhl. ○ ○  

망초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 ○ ○ ○  

큰망초 Conyza sumatrensis E.Walker ○ ○ ○ ○  

붉은서나물 Erechtites hieracifolia Raf. ○ ○ ○ ○  

개쑥갓 Senecio vulgaris L. ○ ○ ○ ○  

불란서국화 Chrysanthemum leucanthemum L. ○ ○  

주홍서나물 Crassocephalum crepidioides S. Moore ○ ○ ○ ○  

원추천인국 Rudbeckia bicolor Nutt. ○ ○ ○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L. ○ ○ ○ ○  

울산도깨비바늘 Bidens pilosa L. ○ ○ ○ ○  

큰금계국 Coreopsis lanceolata L. ○ ○ ○  

기생초 Coreopsis tinctoria Nutt. ○ ○ ○  

코스모스 Cosmos bipinnatus Cav. ○ ○ ○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 L. ○ ○ ○ ○  

서양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Web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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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L. ○ ○ ○ ○ 교란

방가지똥 Sonchus oleraceus L. ○ ○ ○ ○  

큰방가지똥 Sonchus asper (L.) Hill. ○ ○ ○ ○  

구주개밀 Agropyron repens (L.) P.Beauv. ○ ○ ○ ○  

털빕새귀리 Bromus tectorum L. ○ ○  

큰이삭풀 Bromus unioloides H.B. & K. ○ ○ ○ ○  

쥐보리 Lolium multiflorum Lam. ○ ○ ○ ○  

호밀풀 Lolium perenne L. ○ ○ ○  

들묵새 Festuca myuros L. ○ ○ ○ ○  

큰김의털 Festuca arundinacea Schreb. ○ ○ ○ ○  

좀포아풀 Poa compressa L. ○  

왕포아풀 Poa pratensis L. ○ ○ ○ ○  

방울새풀 Briza minor L. ○ ○ ○  

갯드렁새 Leptochloa fusca Kunth ○ ○ ○  

미국개기장 Panicum dichotomiflorum Michx. ○ ○ ○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 ○ ○ 교란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 ○ 교란

노랑꽃창포 Iris pseudoacorus L. ○ ○ ○ ○  

몬트부레치아 Tritonia crocosmaeflora Lemine ○  

등심붓꽃 Sisyrinchium angustifolium Mill. ○  

계 (98) 81 87 85 48 11

  * 1권역(A, B, C, D), 2권역(E, F, O), 3권역(N, M, L), 4권역(G, H, I, J, K)

생태계교란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A,D O L G

가시박 Sicyos angulatus L. F M,L G,H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A,D O L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L. A,B O M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L. A,B,D F,O M,L I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L. A,D O L G,H

양미역취 Solidago altissma L. A,B,D F,O M,L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Willd. B O L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L. A,B,D O L G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B,D F,O M,L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O L

계 (11) 9 11 11 5

표 6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생태계교란식물

  * 1권역(A, B, C, D), 2권역(E, F, O), 3권역(N, M, L), 4권역(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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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질경이 잔개자리

등심붓꽃 애기노랑토끼풀

서양금혼초(교란) 도깨비가지(교란)

양미역취(교란) 물참새피군락(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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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쑥부쟁이(교란) 가시상추(교란)

버들마편초 털물참새피군락(교란)

각시갈퀴나물 쥐보리(댕돌보리)

주걱개망초 선토끼풀

그림 100.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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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생현황

1) 현존식생

유형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체계를 갖추어 작성하였으며, 대분류 및 중분류는 비오톱 

유형분류를 활용하였다. 소분류의 경우 대상지의 현존식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하엿다. 소분

류는 표준화된 유형체계(대분류-중분류)내에서 현존식생 및 실제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세부적

으로 유형화하였다.

대분류(비오톱) 중분류(비오톱) 소분류(현존식생)

습지
자연습지 　

인공습지 　

자연녹지
자생종 우점 녹지 　

외래종 우점 녹지 　

조성녹지

자연식생의 공원녹지 　

조림식생의 공원녹지 　

시설형 조성녹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초지
자연초지 　

인공초지 　

해안
자연해안 갯벌 등　

인공해안 방파제 등

나지
모래톱

기타 나지 훼손지, 공사장 등

경작지

습윤지성 경작지 논　

건조지성 경작지 밭

시설재배지 비닐하우스　

비건폐포장지
투수포장 　나지, 마사토포장 등

불투수포장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등

건폐지

공업지역 공업시설 등　

상업지역 상업·업무시설 등

주거지역 주거단지 등

수면 수면 자연하천, 호소　

표 70. 현존식생도 유형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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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현존식생도

대분류
- 토지이용유형, 지형구조에 따라 구분

- 위성사진(정사영상)을 통해 분류

중분류

- 토지피복현황 및 식생에 따른 구분

- 자생종, 외래종으로 구분 및 자연, 인공형으로 - 

크게 구분

소분류

- 대상지 현존식생에 따른 구분

- 블록 내 우점하고 있는 식물로 표현

- 정사영상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

표 71. 분류 유형별 현존식생도

분류결과 수면을 제외한 면적 중 조성녹지의 면적이 7,241,441.9㎡로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습지의 면적이 5,979,647.2 ㎡(7.3%)로 

높았으며, 초지(4.7%), 경작지(4.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철새의 먹이원 및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은 습지를 자연습지를 포함한 자연식생의 조성녹지, 자연초지, 해안(갯벌) 등이 있으며 

면적은 약 20,058,419.6 ㎡로 전체 조사면적의 약 19%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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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면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자연녹지

외래종 우점 녹지 아까시나무 434304.0

959750.8

434304.0

자생종 우점 녹지

곰솔 525292.4

525446.9곰솔-졸참나무 91.9

아까시나무 62.6

조성녹지

시설형 조성녹지

교육·행정시설 0.1

7241441.9

342053.4
기타 공공시설 217518.0

문화·체육·휴양시설 114348.9

환경기초시설 10186.4

자연식생의 
공원녹지

기타 초본식생 5040376.2
5121859.7

버드나무-갈대 81483.5

조림식생의 
공원녹지

기타 초본식생 1631007.4
1777528.8

잔디 146521.4

초지 자연초지 자연초지 3824564.8 3824564.8 3824564.8

습지 자연습지

갈대 1478635.0

5989647.2 5989647.2내륙습지 4088275.4

새섬매자기 422736.8

경작지

건조지성 경작지

과수원 10488.7

3291814.9

715074.5기타 경작지 93670.9

밭 610914.9

습윤지성 경작지 논 2105991.0 2105991.0

시설재배지 시설재배지 470749.4 470749.4

나지 모래톱 모래톱 870782.2 870782.2 870782.2

건폐지

공업지역 공업시설 7878.1

100410.1

7878.1

상업지역 상업시설 43573.3 43573.3

주거지역 단독주거시설 48958.7 48958.7

비건폐포장지
불투수포장

철도 55487.6

2268058.4
58131.4

항만 2643.7

투수포장 도로 2209927.0 2209927.0

해안 자연해안 갯벌 10031269.1 10031269.1 10031269.1

수면 수면
자연하천 46465475.1

46999878.7 46999878.7
호소 534403.6

총 면적 81577618.1(100%)

표 72. 분류 유형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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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조사 결과

 가) 도요등

도요등에 설치한 조사구는 외해와 직접 접하는 지역으로 해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태

이었다. 전 지역에 갈대, 통보리사초 등이 우점하고 있었으나 염분의 영향에 따라 갈대,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의 우점도가 다르게 혼효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구 1, 2는 서쪽 끝에 설치한 조사구로 수변 쪽에서부터 모래퇴적지, 식생, 모래퇴적지의 구조

이었다. 조사구 1에서 좀보리사초(D S: 3 3~5 5), 갈대(D S: 2 2)가 경쟁하였으나 내부는 좀보리사초

(D S: 5 5)가 우점 상태이었고 우산잔디가 출현하였다. 조사구 2는 갈대(D S: 3 3~4 4)가 전 조사구

에서 우점하였고 우산잔디가 출현하였다. 

조사구 3, 4는 도요등 동쪽 부분에 분포한 식생을 대상으로 설치하였다. 조사구 3은 외해 측에 

설치하였는데 수변에서는 갈대(D S: 3 3), 우산잔디(D S: 2 2)가, 내부에서는 통보리사초(D S: 4 4)가 

우점하였다. 조사구 4는 갈대(D S: 3 3~5 5)가 전 지역에서 우점하고 있었고 우산잔디, 산조풀, 

좀보리사초가 출현하였다. 대상지는 외해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만조와 해풍으로 인한 염분 

피해로 인해 염생식물 외에 다른 종의 출현은 미미하였다. 

종명
조사구 1-1 조사구 1-2 조사구 1-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좀보리사초 3 · 3 0.2 35 3 · 3 0.2 35 5 · 5 0.2 85

갈대 2 · 2 0.5 20 2 · 2 0.5 8 2 · 2 0.5 15

우산잔디 1 · 1 0.2 3 1 · 1 0.2 5 1 · 1 0.2 5

표 73. 도요등 조사구 1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2-1 조사구 2-2 조사구 2-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갈대 4 · 4 0.7 60 3 · 3 0.7 50 4 · 4 1 60

우산잔디 1 · 1 0.2 2 - - - 2 · 2 0.4 10

표 74. 도요등 조사구 2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3-1 조사구 3-2 조사구 3-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갈대 3 · 3 0.3 40 2 · 2 0.6 7 2 · 2 0.6 10

우산잔디 2 · 2 0.2 15 2 · 2 0.2 55 2 · 2 0.2 15

통보리사초 1 · 1 0.3 5 4 · 4 0.2 55 4 · 4 0.2 70

표 75. 도요등 조사구 3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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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조사구 4-1 조사구 4-2 조사구 4-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좀보리사초 1 · 1 0.1 1 - - - - - -

갈대 3 · 3 0.8 30 3 · 3 1 50 5 · 5 1 80

우산잔디 2 · 2 0.1 12 - - - - - -

산조풀 - - - 1 · 1 0.4 3 - - -

표 76. 도요등 조사구 4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그림 101. 도요등 초본식물 군집구조 조사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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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1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2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3의 대표 식생현황_03 조사구 4의 대표 식생현황_03

그림 102. 도요등 조사구의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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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도요등 식생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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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금머리등

맹금머리등은 낙동강 하구의 동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무지개공단과도 접하고 있어 상류로 부터의 

물흐름을 직접 받고 있었다. 하류 부분으로는 퇴적이 진행되고 있어 간조시 뻘이 드러나면 새섬매

자기가 분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래쪽으로는 백합등, 도요등이 입지하고 있어 

해풍의 영향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생은 상부에 갈대가, 갯벌에는 새섬매자기와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구 1, 2는 갈대가 우점하는 상단부에 설치하였다. 을숙도를 제외하면 상류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었는데, 수변은 어업을 위한 배, 담수, 만조시 바닷물의 영향으로 

수변에서는 식생 피도가 낮았으나 내부에서는 밀도가 높았다.

맹금머리등과 백합등 사이에는 갯벌이 발달하는데 간조시 상대적으로 뻘이 빨리 드러나는 지역은 

새섬매자기가, 여전히 웅덩이 형태로 수면이 존재하거나 늦게 빠지는 지역은 실말, 새우말 등 침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구 3, 5는 새섬매자기가 우점하였는데 동일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물빠짐 속도, 미세지형에 따라 새섬매자기의 우점도는 차이가 있었다. 조사구 4는 뻘과 

수심이 얕은 웅덩이가 반복되는 위치로 새섬매자기와 실말이 미세지형에 따라 우점하거나 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구 6은 간조시 물빠짐이 가장 늦은 갯벌 남쪽에 설치한 것으로 

새섬매자기(D S: 2 2~3 3)가 우세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새우말이 출현하였다. 간조시 뻘이 드러나는 

지역의 경우 새섬매자기가 출현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미세지형에 따라 얕은 수심의 물웅덩이가 

형성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실말, 새우말 등 침수식물이 분포하였다. 

종명
조사구 1-1 조사구 1-2 조사구 2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갈대 3 · 3 1.4 40 5 · 5 1.4 95 5 · 5 1.2 90

표 77. 맹금머리등 조사구 1, 2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3-1 조사구 3-2 조사구 3-3 조사구 3-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3 · 3 0.2 30 - - - + · 1 0.2 0.5 + · 1 0.2 0.5

표 78. 맹금머리등 조사구 3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3-5 조사구 3-6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새섬매자기 - - - 1 · 1 0.2 2

표 79. 맹금머리등 조사구 3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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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조사구 4-1 조사구 4-2 조사구 4-3 조사구 4-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3 · 3 0.2 25 2 · 2 0.2 10 2 · 2 0.2 15 2 · 2 0.2 8

실말 - - - 5 · 5 0.1 90 1 · 1 0.1 3 - - -

표 80. 맹금머리등 조사구 4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5-5 조사구 5-6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새섬매자기 3 · 3 0.2 25 2 · 2 0.2 20

종명

조사구 5-1 조사구 5-2 조사구 5-3 조사구 5-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4 · 4 0.2 55 3 · 3 0.2 30 2 · 2 0.2 20 2 · 2 0.2 6

표 81. 맹금머리등 조사구 5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표 82. 맹금머리등 조사구 5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계속)

종명
조사구 6-1 조사구 6-2 조사구 6-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새섬매자기 3 · 3 0.2 15 2 · 2 0.2 7 2 · 2 0.2 5

새우말 - - - 1 · 1 0.1 3 - - -

표 83. 맹금머리등 조사구 6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그림 104. 맹금머리등 초본식물 군집구조 조사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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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1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2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3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4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5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6의 대표 식생현황_01

그림 105. 맹금머리등 조사구의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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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맹금머리등 식생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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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지갯벌

명지갯벌은 낙동강 하구 서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명지동과의 사이에는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수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대마등이 위치해 있었다. 을숙도 서측으로 유하하는 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간조시 뻘이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지역으로 새섬매자기가 분포하여 큰고니, 큰기러기, 

오리류 등 겨울 월동조류 뿐만아니라 봄과 가을 이동시기에 도요물떼새의 휴식처 및 먹이터를 제공

하고 있어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식생은 새섬매자기,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구 1은 명지갯벌 우측 상단부에 설치한 것으로 상류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었고 간조시 물빠짐이 빨랐다. 간조시에도 물흐름이 있거나 접하는 지역은 식생의 분포가 

없었으나 대부분 조사구에서 새섬매자기(D S: 2 2~3 3)가 50% 이하의 피도로 우점하였다. 

조사구 2는 선형으로 설치한 것으로 물빠짐이 있는 지역에서는 새섬매자기(D S: 2 2~4 4)가, 

동일한 지점임에도 물이 늦게 빠지거나 미세지형에 따라 물웅덩이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실말(D S: 

4 4~5 5)이 우점하였고 새우말의 세력은 미미하였으나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구 3, 4, 5는 뻘과 수심이 얕은 웅덩이가 반복되는 위치에 설치한 것인데, 새섬매자기와 

실말이 미세지형에 따라 우점하거나 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위치임에도 물빠

짐이 빠른 지점은 새섬매자기(D S: 4 4)가 우세하였으나 물웅덩이가 형성된 지점은 실말이 우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지갯벌은 을숙도, 대마등, 명지동에 둘러쌓여 있었는데, 간조시 뻘이 

드러나는 지역의 경우 새섬매자기가 출현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미세지형에 따라 얕은 수심의 

물웅덩이가 형성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실말, 새우말 등 침수식물이 분포하였다. 

종명

조사구 1-1 조사구 1-2 조사구 1-3 조사구 1-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3 · 3 0.2 50 3 · 3 0.2 40 3 · 3 0.2 35 2 · 2 0.2 20

표 84. 명지갯벌 조사구 1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2-1 조사구 2-2 조사구 2-3 조사구 2-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4 · 4 0.2 60 2 · 2 0.2 10 - - - - - -

실말 - - - 4 · 4 0.1 70 5 · 5 0.1 95 5 · 5 0.1 85

새우말 - - - - - - - - - 1 · 1 0.2 2

표 85. 명지갯벌 조사구 2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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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조사구 3-1 조사구 3-2 조사구 3-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새섬매자기 4 · 4 0.2 60 2 · 2 0.3 6 3 · 3 0.2 35

실말 - - - 1 · 1 0.1 3 2 · 2 0.1 15

표 86. 명지갯벌 조사구 3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4-1 조사구 4-2 조사구 4-3 조사구 4-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4 · 4 0.2 60 3 · 3 0.2 25 1 · 1 0.2 5 - - -

실말 1 · 1 0.1 5 - - - 2 · 2 0.1 20 4 · 4 0.1 70

표 87. 명지갯벌 조사구 4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5-1 조사구 5-2 조사구 5-3 조사구 5-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2 · 2 0.2 20 2· 2 0.2 15 1 · 1 0.2 5 - - -

실말 3 · 3 0.1 45 3 · 3 0.1 30 2 · 2 0.1 20 4 · 4 0.1 70

표 88. 명지갯벌 조사구 5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그림 107. 명지갯벌 초본식물 군집구조 조사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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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1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2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3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4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5의 대표 식생현황_04

그림 108. 명지갯벌 조사구의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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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명지갯벌 식생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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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합등

백합등은 남쪽에 도요등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해풍의 영향을 덜 받는 상태이었다. 대상지는 

목본으로 아까시나무와 곰솔이, 초본으로는 갈대, 모새달, 우산잔디, 천일사초 등이 우점하는 상태로 

수변으로부터의 거리, 염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변화가 다양하였다. 다만 해풍의 영향으로 아까시

나무, 곰솔의 수고가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은 상태이었다.

조사구 1은 백합등 남쪽 수변에 설치하였는데 전 조사구에서 띠(D S: 3 3~4 4)가 우점종이었다. 

수변에는 좀보리사초(D S: 3 3), 우산잔디(D S: 2 2)가, 내부로 들어가면 갈대(D S: 4 4), 산조풀(D S: 

2 2) 등이 띠와 경쟁하고 있었다. 그 외에 갯완두, 나문재 등이 출현하였다. 

조사구 2는 남쪽 수변에 설정하였는데 수변으로는 갈대(D S: 4 4)가 우점한 반면에, 내부로 갈수록 

띠(D S: 5 5)가 우점하는 경향이었다. 그 외에 좀보리사초, 왕바랭이, 나문재 등이 수변과의 거리, 

해풍의 영향에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구 3은 수변에 설치한 조사구로 거리에 따라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고 우점종의 변화도 뚜렷

하였다. 수변과 접하는 곳에서는 갈대(D S: 4 4), 갯잔디(D S: 3 3~4 4)가 우점하였으나 내부에서는 

띠(D S: 4 4~5 5) 한 종에 의한 우점도가 높았다. 동반종으로는 수변으로는 칠면초, 나문재, 천일

사초 등의 염생식물이, 내부에는 우점도는 낮으나 망초, 흰명아주 등이 출현하였다. 

조사구 4는 아까시나무 등 목본이 우점하는 군락에 설정한 것이다. 수변과의 거리가 있어 건조

하여 목본은 아까시나무가 우점하였으나 하층에서는 띠(D S: 5 5)가 우점한 반면에, 갈대, 천일사초 

등의 밀도는 낮았다. 목본이 우점하는 지역은 퇴적물이 많아 건조한 반면, 수변은 수분 또는 염분의 

영향이 높아 염생식물이 우점하는 경향이었다. 

백합등은 도요등이 남쪽에 위치하여 해풍의 영향이 덜 한 상태로, 수변은 갈대, 우산잔디, 나문재 

등이 우점하였으나 내부는 목본인 아까시나무, 곰솔과 띠 등 단순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었다.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해풍 및 조수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서쪽에 분포한 식생과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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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조사구 1-1 조사구 1-2 조사구 1-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좀보리사초 3 · 3 0.2 35 - - - - - -

갈대 1 · 1 0.6 1 2 · 2 1.2 15 4 · 4 1.5 50

우산잔디 2 · 2 0.2 6 r · 1 0.3 0.5 - - -

띠 4 · 4 0.4 60 4 · 4 0.5 70 3 · 3 0.5 30

산조풀 - - - 2 · 2 0.6 10 2 · 2 0.6 20

붉은서나물 - - - r · 1 0.3 0.1 - - -

갯완두 - - - r · 1 0.2 0.1 - - -

나문재 - - - r · 1 0.4 0.5 r · 1 0.4 0.5

표 89. 백합등 조사구 1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2-1 조사구 2-2 조사구 2-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좀보리사초 - - - 2 · 2 0.2 20 - - -

왕바랭이 - - - r · 1 0.1 0.1 - - -

갈대 4 · 4 1.2 55 1 · 1 0.4 2 1 · 1 0.8 35

우산잔디 1 · 1 0.2 2 2 · 2 0.2 6 - - -

띠 - - - 2 · 2 0.4 10 5 · 5 0.6 90

좀명아주 - - - 1 · 1 0.1 1 - - -

나문재 2 · 2 0.4 15 - - - 1 · 1 0.4 1

표 90. 백합등 조사구 2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3-1 조사구 3-2 조사구 3-3 조사구 3-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갈대 4 · 4 1.2 60 2 · 2 0.8 20 2 · 2 1.4 15 1 · 1 1 5

자귀나무 - - - r · 1 0.2 0.1 - - - - - -

띠 - - - - - - 4 · 4 0.6 55 5 · 5 0.8 95

망초 - - - - - - - - - 1 · 1 0.2 2

콩다닥냉이 - - - - - - 1 · 1 0.3 2 + · 1 0.1 0.5

갯완두 - - - - - - + · 1 0.1 0.5 - - -

나문재 r · 1 0.5 0.5 1 · 1 0.2 2 + · 1 0.2 0.5 - - -

천일사초 1 · 1 0.3 3 2 · 2 0.5 15 2 · 2 0.5 15 1 · 1 0.6 2

칠면초 r · 1 0.3 0.1 - - - - - - - - -

갯잔디 3 · 3 0.1 40 4 · 4 0.1 60 - - - - - -

흰명아주 - - - - - - r · 1 0.1 0.1 - - -

쑥 - - - - - - r · 1 0.1 0.1 r · 1 0.1 0.1

표 91. 백합등 조사구 3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문화재청 261

제3장 연구 결과

종명
조사구 4-1 조사구 4-2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갈대 2·2 1 8 2·2 1.2 20

띠 5·5 0.8 95 5·5 0.8 85

망초 +·1 0.2 0.5 r·1 0.4 0.1

천일사초 - - - r·1 0.6 0.1

표 92. 백합등 조사구 4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그림 110. 백합등 초본식물 군집구조 조사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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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1의 대표 식생현황_03 조사구 2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3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4의 대표 식생현황_01

그림 111. 백합등 조사구의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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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백합등 식생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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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을숙도

을숙도와 접하여 남단에 입지한 갯벌은 좌우에서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는 갈대군락으로 둘러쌓여 

있었다. 남단 갯벌은 퇴적이 진행되고 있어 간조시 뻘이 드러나면 새섬매자기가 분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을숙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흘러내리는 낙동강의 영향으로 갯벌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식생은 상부의 좌우에 갈대가, 갯벌에는 새섬매자기,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구 1, 2는 갈대가 우점하는 우측 상단부에 설치하였다. 을숙도를 제외하면 상류로부터 흘러

드는 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었는데, 수변은 어업을 위한 배, 담수, 만조시 바닷물의 영향

으로 수변에서는 갈대의 피도가 낮았으나 내부로 갈수록 밀도는 높았다.

을숙도 남단에 발달된 갯벌에서는 간조시 상대적으로 뻘이 빨리 드러나는 지역은 새섬매자기가, 

웅덩이 형태로 수면이 존재하거나 물이 늦게 빠지는 지역은 실말, 새우말 등 침수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구 9, 10은 새섬매자기(D S: 3 3)가 우점하였는데 을숙도가 가까워 간조시 

이른 시기에 뻘이 드러나는 지역이었다. 조사구 3, 5는 새우말(D S: 3 3), 조사구 8은 실말(D S: 

5 5)이 우점하는 상태에서 새섬매자기(D S: 2 2)가 동반종으로 출현하였다. 조사구 6은 새우말(D S: 

5 5)과 실말(D S: 2 2)이 동반 출현하고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수심이 얕은 웅덩이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종이 우점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사구 7도 유사한 미세 지형 조건으로 물웅덩이로 

인해 새우말, 실말, 새섬매자기가 동반 출현하였다. 간조시 뻘이 이른 시기에 드러나는 지역을 중심

으로 새섬매자기가 출현한 반면에, 얕은 수심의 물웅덩이가 형성되는 공간에서는 실말, 새우말 등 

침수식물이 분포하였다. 

종명

조사구 1-1 조사구 1-2 조사구 1-3 조사구 1-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갈대 4 · 4 1 60 5 · 5 1.8 95 5 · 5 1.8 95 5 · 5 1.8 95

표 93. 을숙도 조사구 1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2-1 조사구 2-2 조사구 2-3 조사구 2-4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갈대 2 · 2 0.8 6 4 · 4 1.2 70 5 · 5 1.8 95 5 · 5 1.8 95

표 94. 을숙도 조사구 2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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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조사구 3 조사구 4 조사구 5 조사구 6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r · 1 0.1 0.1 - - - 2 · 2 0.2 25 - - -

새우말 3 · 3 0.1 40 5 · 5 0.1 85 3 · 3 0.1 50 5 · 5 0.1 95

실말 - - - - - - - - - 2 · 2 0.1 10

표 95. 을숙도 조사구 3, 4, 5, 6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7 조사구 8 조사구 9 조사구 10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D·S
높이
(m)

피도
(%)

새섬매자기 2 · 2 0.2 25 2 · 2 0.2 85 3 · 3 0.2 35 3 · 3 0.2 50

새우말 4 · 4 0.1 70 - - - - - - - - -

실말 1 · 1 0.1 2 5 · 5 0.1 85 - - - - - -

표 96. 을숙도 조사구 7, 8, 9, 10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그림 113. 을숙도 초본식물 군집구조 조사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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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1의 대표 식생현황_02 조사구 2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3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4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5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6의 대표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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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7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8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9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10의 대표 식생현황

그림 114. 을숙도 조사구의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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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을숙도 식생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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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우도

진우도는 낙동강 하구의 서쪽 끝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해와 접하고 있어 해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는 목본으로 현사시나무와 곰솔이, 초본으로는 갈대, 

띠, 통보리사초 등이 우점하는 상태로 수변으로부터의 거리, 해풍에 따른 영향 정도에 따라 식생의 

변화는 다양하였다. 다만 해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외해와 접하는 수변은 토양침식, 식생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태이었다.

조사구 1은 진우도 동쪽 수변에 설정하였는데 수변에서는 좀보리사초(D S: 4 4)가 우점한 반면, 

내부로 갈수록 띠(D S: 3 3)의 세력이 우세해지고 있었다. 그 외에 수변에서는 갈대, 왕바랭이, 

순비기나무 등이, 내부로 들어오면 띠, 우산잔디, 갈대, 왕바랭이, 좀보리사초 등이 비슷한 세력으로 

경쟁 상태이었다. 

조사구 2는 외해와 접하는 곳에 설치하였는데 수변으로는 통보리사초(D S: 4 4)가 우점하였으나 

내부쪽에서는 좀보리사초(D S: 3 3), 띠(D S: 3 3), 통보리사초(D S: 3 3), 우산잔디(D S: 3 3) 등이 

우점하여 다양한 종이 혼효되는 경향이었다. 대상지는 외해와 직접 접하는 공간으로 해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수변은 침식되고 있었고 염분의 영향에 적응성이 강한 종이 출현하였다.

조사구 3, 4는 곰솔, 현사시나무가 우점하는 조사구의 초본 식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곰솔

군락은 외해와 접하고 있었으나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일부 도복된 수목이 존재하였고 초본은 우산

잔디(D S: 2 2), 띠(D S: 2 2), 통보리사초(D S: 2 2)가 경쟁하고 있었다. 조사구 4는 내부 지역으로 

현사사나무의 밀도가 높은 상태이었다. 하층에는 띠(D S: 3 3)가 우점하고 있었는데 귀화종인 망초

(D S: 2 2)가 출현하였다. 그 외에 붉은서나물, 속털개밀, 좀명아주 등이 출현하였다. 

진우도 중 외해와 직접 접하는 공간은 염분의 영향으로 모래가 드러나 있는 상태로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 등이 우점하고 있었다. 다만 파도 등에 의한 영향으로 침식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식생이 

사라지는 것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명
조사구 1-1 조사구 1-2 조사구 1-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좀보리사초 4 · 4 0.1 60 4 · 4 0.1 60 2 · 2 0.1 20
왕바랭이 2 · 2 0.1 7 1 · 1 0.1 4 2 · 2 0.2 15
순비기나무 2 · 2 0.2 6 - - - - - -
갈대 1 · 1 0.4 3 3 · 3 0.4 25 2 · 2 0.4 6
자귀나무 r · 1 0.1 0.1 r · 1 0.1 0.1 r · 1 0.1 0.1
우산잔디 - - - 1 · 1 0.2 2 2 · 2 0.2 6
띠 - - - - - - 3 · 3 0.4 30
붉나무 - - - - - - r · 1 0.1 0.1
통보리사초 - - - 2 · 2 0.2 7 - - -

표 97. 진우도 조사구 1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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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조사구 2-1 조사구 2-2 조사구 2-3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D·S 높이(m) 피도(%)
좀보리사초 1 · 1 0.2 2 3 · 3 0.2 30 3 · 3 0.2 30

갈대 2 · 2 0.5 6 2 · 2 0.5 20 2 · 2 1 20

우산잔디 1 · 1 0.2 2 2 · 2 0.2 6 3 · 3 0.3 30

띠 2 · 2 0.4 20 3 · 3 0.4 30 3 · 3 0.4 40

통보리사초 4 · 4 0.2 65 3 · 3 0.2 40 2 · 2 0.3 15

망초 - - - r · 1 0.2 0.5 r · 1 0.3 0.5

산조풀 - - - - - - 2 · 2 0.3 15

표 98. 진우도 조사구 2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종명
조사구 3 조사구 4

D·S H % D·S H %

갈대 1 · 1 0.8 1 - - -

우산잔디 2 · 2 0.4 10 - - -

띠 2 · 2 0.4 25 3 · 3 0.7 40

통보리사초 2 · 2 0.3 7 - - -

망초 r · 1 0.2 0.1 2 · 2 0.5 7

붉은서나물 - - - 1 · 1 0.3 2

겨이삭 1 · 1 0.3 2 - - -

김의털 - - - 1 · 1 0.8 4

속털개미 - - - 1 · 1 0.8 1

댕댕이덩굴 - - - r · 1 0.1 0.5

좀명아주 - - - r · 1 0.1 0.5

표 99. 진우도 조사구 3, 4에 출현하는 종의 우점도 및 군도 현황

그림 116. 진우도 초본식물 군집구조 조사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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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1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2의 대표 식생현황_01

조사구 3의 대표 식생현황 조사구 4의 대표 식생현황

그림 117. 진우도 조사구의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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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진우도 식생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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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유류

1) 낙동강 하류 전체 포유류 현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15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지조사결과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총 9종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을숙도가 위치한 A 대권역에서 9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B 대권역은 

5종, C 대권역 5종, D 대권역 6종, E 대권역 7종, F 대권역 7종, G 대권역 4종, H 대권역 3종, 

I 대권역 2종 J 대권역은 포유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K대권역 2종, L 대권역 8종, M 대권역 7종, 

N 대권역 6종, O 대권역은 6종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지역은 종 목록에 포함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축인 말 1종이 각 생태공원에서 족적 및 배설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족적 및 배설물로 확인되었으나,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 하여 제외하였다. 청문조사결과 F 대권역에 위치한 신호철새 인공서식지

에서 멧토끼, 멧돼지, 고슴도치, 족제비 등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현지조사에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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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H, I, J, K 대권역을 제외한 모든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B, H, I, J, K 대권역을 제외한 모든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A, E, L, N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뉴트리아는 주로 수중

식물의 잎과 뿌리, 작은 곤충을 먹으며, 하천이나 연못의 둑에 구멍을 파고 군집하는 종이다. 

뉴트리아가 관찰된 지역은 을숙도 지역과 서낙동강 상류,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등 뉴트

리아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침입종인 뉴트리아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류는 을숙도, 일응도, 대마등 장자도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삼각주가 발달해 있고 삼각

주와 해안 일대의 갯벌과 우거진 갈대숲은 포유류의 좋은 서식지가 되고 있으나, 많은 개발로 인해 

포유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서식지 간에 연결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유류의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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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권역별 조사결과

 가) A 대권역

   A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9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A4 소권역에서 8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A3 소권역 7종, 

A5 소권역 6종, A6 소권역 1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A1 소권역 

및 A2 소권역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계지역인 A1, A2 소권역을 제외한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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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과 삵은 A1, A2, A6 소권역을 제외한 모든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A4, A5, A6 소권역에서 목견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A 대권역은 을숙도가 위치한 곳으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중에서 가장 많은 포유류가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A 대권역인 을숙도 지역은 생태공원 및 담수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구간 방문객 제한 및 

야생동물의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119. A 대권역(을숙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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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A 대권역

비고*

A1 A2 A3 A4 A5 A6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F,D F

Mustelidae 족제비과

3 Mustela sibirica 족제비 S

4 Lutra lutra 수달 D F,D F,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5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F,D S,F,D D 멸Ⅱ

6 Felis catus 고양이 S S,C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7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S,F,D S,F,D S,F,D

Rodentia 설치목

Muridae 쥐과

8 Micromys minutus 멧밭쥐 S

Nyocastridae 뉴트리아과

9 Nyocastor coypus 뉴트리아 S S S 침입종

종   수 0 0 7 8 6 1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1. A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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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 대권역

   B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5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B3 소권역에서 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B2 소권역 3종, 

B5 소권역 2종, B1 소권역 1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B4 소권역은 

포유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계지역인 B4 소권역을 제외한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은 B1 소권역에서 배설물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B 대권역인 일웅도 주변지역은 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시민들을 위하여 제공

하기로 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휴게소관장, 자전거 대여소 등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 지역이며, 차량이 이동도 많은 지역으로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0. B 대권역(일응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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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B 대권역

비고*

B1 B2 B3 B4 B5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D

Mustelidae 족제비과

3 Lutra lutra 수달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4 Felis catus 고양이 S S S,D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5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D F,D S,F

종   수 1 3 4 0 2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2. B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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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 대권역

   C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6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C6 소권역에서 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C1 소권역 5종, 

C2 소권역 3종, C3, C5 소권역에서 각각 2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수계지역인 C4 소권역은 포유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계지역인 C4 소권역을 제외한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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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C6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C1 

소권역, C2 소권역, C5 소권역, C6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C 대권역은 맥도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가축인 말을 족적 및 배설물을 통해 확인되었다.

   C 대권역인 염막 지역은 맥도생태공원이 위치해 있어 곳곳에 습지가 조성된 지역이지만 

수변의 많은 낚시꾼이 있으며, 이용객 출입과 차량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1. C 대권역(염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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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C 대권역

비고*

C1 C2 C3 C4 C5 C6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D F F

Mustelidae 족제비과

3 Lutra lutra 수달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4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F D F F,D 멸Ⅱ

5 Felis catus 고양이 S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6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S,F,D F S,F,D F F

종   수 5 3 2 0 2 6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3. C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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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D 대권역

   D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6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D2와 D4 소권역에서 각각 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D1과 

D3 소권역에서 각각 3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D 대권역은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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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D2, D4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D2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D 대권역인 맥도강 주변지역은 일부 농경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으며, 기존의 거주지역과 공장건축물, 고물상 등이 분포하고 수계 가까이 근접해 있어 

여러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산재하여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2. D 대권역(맥도강 주변지역)



문화재청 283

제3장 연구 결과

번호 학명 국명
D 대권역

비고*

D1 D2 D3 D4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T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F

Mustelidae 족제비과

3 Lutra lutra 수달 D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4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D 멸Ⅱ

5 Felis catus 고양이 S S S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6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 F F,D

종   수 3 5 3 5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4. D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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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 대권역

   B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7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E3 소권역에서 7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E1 소권역 4종, 

E2 소권역 2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 대권역은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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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E1과 E3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E3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E3 소권역에서 목견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 대권역인 대저수문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 및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중도가 넓게 

분포하고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농경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와 수계주변 낚시터 및 

양어장, 공장건물, 불법 매립을 통한 연밭 등이 넓게 형성되어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3. E 대권역(대저수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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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E 대권역

비고*

E1 E2 E3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Mustelidae 족제비과

3 Lutra lutra 수달 D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4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F 멸Ⅱ

5 Felis catus 고양이 S S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6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 F

Rodentia 설치목

Nyocastridae 뉴트리아과

7 Nyocastor coypus 뉴트리아 S 침입종

종   수 4 2 7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5. E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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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F 대권역

   F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7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F1 소권역에서 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F7 소권역 5종, F2, 

F3 소권역에서 각각 4종, F4, F5 소권역에서 각각 1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

되었으나, F6 소권역 및 F8 소권역은 포유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F6 소권역과, F8 소권역을 제외한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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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F1과 F3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F1과 F7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청문조사결과 F 대권역에 위치한 신호철새 인공서식지에서 멧토끼, 멧돼지, 고슴도치, 족제비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현지조사에서 서식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F 대권역인 서낙동강 지역은 하중도가 잘 형성되어 있으나, 수변을 따라 공원화가 이루어

지고, 주거지역, 상가, 공장건축물,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방해요인이 많았으나, 일부구간 농경지 및 공사로 인한 주거지 철거 지역, 사람의 유입이 

비교적 적은 지역, 신호철새인공서식지에서 포유류가 관찰되었다. 

그림 124. F 대권역(서낙동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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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F 대권역

비고*

F1 F2 F3 F4 F5 F6 F7 F8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F F

Mustelidae 족제비과

3 Mustela sibirica 족제비 S S

4 Lutra lutra 수달 D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5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F F 멸Ⅱ

6 Felis catus 고양이 S S S S S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7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S,F F F S,F,D 

종   수 6 4 4 1 1 0 5 0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6. F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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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G 대권역

   G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4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G1 소권역에서 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G3, G4 소권역에서 

각각 3종, G2 소권역에서 1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G5, G6 

소권역은 포유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G 대권역은 수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G1, G4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G 대권역인 장자-신자도 주변지역은 두지역의 사주와 크고 작은 갯골 및 광대한 간석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대군락 등의 식생이 발달한 지역이다. 

   G 대권역인 장자-신자도 주변지역은 수심이 깊지 않아 외부에서 야생동물의 유입되어 서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5. G 대권역(장자-신지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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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G 대권역

비고*

G1 G2 G3 G4 G5 G6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1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F F F

Mustelidae 족제비과

2 Lutra lutra 수달 F F,D 멸Ⅰ,천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3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 F F

Rodentia 설치목

Muridae 쥐과

4 Micromys minutus 멧밭쥐 S S

종   수 4 1 3 3 0 0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7. G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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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대권역

   H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2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H1 소권역에서 3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H4와 H5 소권역

에서 각각 2종, H3 소권역에서 1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H2 

소권역은 포유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H 대권역은 수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1차년도에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이번조사에서 수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H 대권역인 백합·도요등 주변지역은 사주로 아직 식물의 천이가 진행 중이라 나대지가 

많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쇠제비갈매기 집단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H 대권역인 백합·도요등 주변지역은 수심이 깊지 않아 외부에서 야생동물의 유입되어 서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6. H 대권역(백합·도요등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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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H 대권역

비고*

H1 H2 H3 H4 H5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1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F F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2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D F F,D F,D

종   수 3 0 1 2 2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8. H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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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대권역

   I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2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I3 소권역에서 2종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소권역에서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I 대권역은 수계지역을 제외한 대마등에서는 포유류가 서식하는게 확인되었다.

   I 대권역은 대마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갈대군락 등 식생이 발달한 습지 및 사주로 내륙과 

가깝고 수심이 낮아 야생동물의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7. I 대권역(대마등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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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I 대권역

비고*

I1 I2 I3 I4 I5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1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2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

종   수 0 0 2 0 0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09. I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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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J 대권역

   J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포유류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J 대권역은 접근의 문제와 환경적 영향으로 접안이 불가능하여 조사가 불가능했다.

   J 대권역은 맹금머리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좌측으로 새로운 사주가 생겨나고 있으며, 맹금

머리등 북쪽 일부 갈대지역은 물의 흐름으로 인해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128. J 대권역(맹금머리등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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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K 대권역

   K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2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K1 소권역에서 2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수계지역인 K2 소권역에서는 포유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1차년도에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과 삵(멸종위

기야생동물Ⅱ급) 2종이 확인되었으나 이번조사에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K 대권역인 진우도 지역은 모래갯벌과 혼합갯벌로 이루어지며, 중심에 식생이 발달하여, 

울창한 숲과 수풀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야생동물의 서식에 적합하지만, 폐그물 및 해양

쓰레기 및 사람의 불법출입이 많은 지역으로 야생동물 서식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K 대권역인 진우도 주변지역은 인근에 눌차도가 위치하여 눌차도에서 야생동물이 유입되어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9. K 대권역(진우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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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K 대권역

비고*

K1 K2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1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D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2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D

종   수 2 0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10. K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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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 대권역

   L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8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L2 소권역에서 7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L1 소권역 6종, 

L3 소권역 3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L 대권역은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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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L2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L1과 

L2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L2 소권역에서 목견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L 대권역인 삼락둔치 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

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캠핑장, 

스포츠 경기장, 계류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자전거 및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0. L 대권역(삼락둔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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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L 대권역

비고*

L1 L2 L3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F,C F

Mustelidae 족제비과

3 Mustela sibirica 족제비 S

4 Lutra lutra 수달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5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F F,D 멸Ⅱ

6 Felis catus 고양이 S S,C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7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D F,D,C F

Rodentia 설치목

Nyocastridae 뉴트리아과

8 Nyocastor coypus 뉴트리아 S 침입종

종   수 6 7 3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11. L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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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M 대권역

   M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7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M2 소권역에서 7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M1 소권역 6종, 

M3 소권역 1종, M4 소권역 4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M5 소권역

에서 포유류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M 대권역은 M5 소권역을 제외한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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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M1, M2, M3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M1, M2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M 대권역은 대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가축인 말을 족적 및 배설물을 통해 확인되었다.

   M 대권역인 대저둔치 주변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스포츠 경기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1. M 대권역(대저둔치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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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M 대권역

비고*

M1 M2 M3 M4 M5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D F F,D

Mustelidae 족제비과

3 Mustela sibirica 족제비 S S

4 Lutra lutra 수달 D D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5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D F,D 멸Ⅱ

6 Felis catus 고양이 S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7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D, F,D F

종   수 6 7 1 4 0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12. M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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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 대권역

   N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6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N4 소권역에서 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N1, N2 소권역에서 

각각 3종, N3, N5 소권역에서 각각 1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N 대권역은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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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N3, N4, N5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N1, N4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N2 소권역에서 목견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N 대권역인 화명둔치 주변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2. N 대권역(화명둔치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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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N 대권역

비고*

N1 N2 N3 N4 N5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F

3 Lutra lutra 수달 D D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4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D D 멸Ⅱ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5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D F,D F,D

Rodentia 설치목

Nyocastridae 뉴트리아과

6 Nyocastor coypus 뉴트리아 S 침입종

종   수 3 3 1 5 1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13. N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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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대권역

   O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6종의 포유류가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O1 소권역에서 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O2 소권역 1종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O 대권역은 모든 소권역에서 포유류의 서식이 흔적 및 관찰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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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O1 소권역과 O2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O1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O 대권역인 둔치도 주변지역은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갈대로 덮여 있는 지역으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비교적 교란이 적은 환경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나, 수변과 도로 간에 위치가 가깝고 차량이동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야생동물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3. O 대권역(둔치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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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O 대권역

비고*

O1 O2

INSECTIVORA 식충목

Talpidae 두더지과

1 Mogere wogura 두더지 T

CORNIVORA 식육목

Canidae 개과

2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F

Mustelidae 족제비과

3 Lutra lutra 수달 D D 멸Ⅰ,천

Felidae 고양이과

4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F,D 멸Ⅱ

5 Felis catus 고양이 S

ARTIODACTYLA 우제목

Cervidae 사슴과

6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F,D

종   수 6 1

결과구분 : S-직접목견 또는 둥지, F-발자국, D-배설물, T-터널, C-무인센서카메라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14. O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포유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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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보호종

 가) 법정보호종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과 삵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H, I, J, K 대권역을 제외한 모든 대권역

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B, H, I, J, K 대권역을 제외한 모든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어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를 전부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달은 물가에 있는 바위 

구멍 또는 나무뿌리 밑이나 땅에 구멍을 파고 살며, 야행성 이지만 낮에도 활동한다. 조심성이 

많아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서식환경에 따라 먹이는 어류에서부터 소형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갑각류, 조류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주로 단독 생활을 하며 번식은 1~2년에 한번 이루어

진다. 수달의 행동권은 하루에도 길게는 10km이상 이동하며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을 위해 여러 

장소에 은신처를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습성이 있다. 수달 서식지에 주요 요건은 하나의 서식

지당 최소 2~3개의 보금자리와, 휴식 및 섭식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배설장소인 모래사장이나 

하천에 솟아 있는 바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달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서식지 조성작업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삵은 산림지대 계곡이나 바위굴, 연안, 관목림이 있는 개울가, 하천 등에서 주로 서식하며, 가끔 

마을 주변에서도 서식한다. 단독 혹은 한쌍으로 생활하며, 먹이는 설치류, 소형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 행동권은 80ha 정도이며 다른 개체와 행동권이 중복하기도 한다. 해질 

무렵부터 밤중에 활동하고 주간에는 은신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야행성 이지만 낮에도 활동을 

한다. 굴이나 나무뿌리 사이, 덤불사이를 둥지로 하여 봄에 2~3마리 새끼를 낳고 암수 공동으로 

양육한다. 삵의 흔적이 관찰된 지역은 대부분 도로가 있어 차량이동이 많고 자전거 도로가 형성

되어 있어 로드킬에 위험이 있으며, 은신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서식지 조성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침입종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A, E, L, N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뉴트리아는 주로 수중

식물의 잎과 뿌리, 작은 곤충을 먹으며, 하천이나 연못의 둑에 구멍을 파고 군집하는 종이다. 

뉴트리아가 관찰된 지역은 을숙도 지역과 서낙동강 상류,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등 뉴트

리아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침입종인 뉴트리아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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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법정보호종 관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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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서·파충류

1) 낙동강 하류 전체 양서·파충류 현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양서·파충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25종(양서류:11종, 

파충류:14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지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양서·파충류는 총 13종(양서류:6종, 파충류: 

7종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을숙도가 위치한 A 대권역과 대저수문 지역인 E 대권역, 화명생태

공원이 위치한 N 대권역에서 각각  8종(양서류:4종, 파충류: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

으며, B 대권역은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 C 대권역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 D 대권역은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 F 대권역은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 G, H, I, J, K 대권역은 

양서·파충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L 대권역 7종(양서류:4종, 파충류:3종), M 대권역은 5종(양서류: 

4종, 파충류:1종), O 대권역은 4종(양서류:3종, 파충류:1종)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확인되었다. 맹꽁이의 경우 조사 A, L, 

M, N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지역은 주변의 웅덩이 및 습지가 있으며, 맹꽁이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많은 생태공원에서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2종이 확인되었으며, 황소개구리는 E 대권역을 제외한 모든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붉은귀거북은 A, E, L, N, O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황소개구리와 마찬가지로 낙동강 지역 전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침입종인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류는 수계 주변으로 습지 및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양서·파충류의 주요 서식

지인 농경지가 분포하여 농경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종이 많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개발 

및 농경지의 비닐하우스화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양서·파충류의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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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권역별 조사결과

 가) A 대권역

   A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8종(양서류:4종, 파충류:4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A3와 A4에서 각각 6종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소권역에서 양서·파충류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을숙도지역은 A3와 A4 소권역 주변에서 주로 서식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확인되었다. 맹꽁이는 A4 소권역 

습지에서 청음 및 성체목측으로 서식이 확인되었다.

   A 대권역은 을숙도가 위치한 곳으로 담수습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양서·파충류가 서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대권역인 을숙도 지역은 생태공원 및 담수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구간 방문객 제한 

및 야생동물의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135. A 대권역(을숙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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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A 대권역

비고*

A1 A2 A3 A4 A5 A6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V,H V,H

Family Microhylidae G nther 
맹꽁이과

2 Kaloula borealis (Barbour) 맹꽁이 V,H 멸Ⅱ

Family Ranidae 개구리과

3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4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 V 침입종

종   수 0 0 3 4 0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18. A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A 대권역

비고*

A1 A2 A3 A4 A5 A6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Testudinata 거북목

Family Emydidae 늪거북과

1 Trachemys scripta elegans Wied 붉은귀거북 V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Lacertidae 장지뱀과

2 Takydromus wolteri Fischer 줄장지뱀 V

Family Colubridae 뱀과

3 Elaphe dione Pallas 누룩뱀 V

4 Rhabdophis tigrinus Boie 유혈목이 V V

종   수 0 0 3 2 0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19. A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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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 대권역

   B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B3와 B5 소권역에서 각각 3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B4 

소권역에서 2종, 나머지 소권역에서 양서·파충류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서·파충류가 확인된 지역은 식생이 발달하고 습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침입종인 황소개구리 1종이 B3과 B5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B 대권역인 일웅도 주변지역은 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시민들을 위하여 제공

하기로 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휴게소관장, 자전거 대여소 등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 지역이며, 차량이 이동도 많은 지역으로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6. B 대권역(일응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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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B 대권역

비고*

B1 B2 B3 B4 B5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H

Family Ranidae 개구리과

2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3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H V 침입종

종   수 0 0 2 0 3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0. B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B 대권역

비고*

B1 B2 B3 B4 B5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Colubridae 뱀과

1 Elaphe dione Pallas 누룩뱀 V

2 Rhabdophis tigrinus Boie 유혈목이 V V

종   수 0 0 1 2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1. B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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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 대권역

   C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C6 소권역에서 총 3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C2 소권역과 

C5 소권역에서 각각 2종, 나머지 소권역에서 각각 1종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침입종인 황소개구리 1종이 C1, C3, C4, C5 소권역에서 

성체목측을 통해 서식이 확인되었다.

   C 대권역은 맥도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습지 및 웅덩이, 갈대군락 등에서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C 대권역인 염막 지역은 맥도생태공원이 위치해 있어 곳곳에 습지가 조성된 지역이지만 

수변의 많은 낚시꾼이 있으며, 이용객 출입과 차량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로드킬 등의 

위험성이 있어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7. C 대권역(염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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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C 대권역

비고*

C1 C2 C3 C4 C5 C6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H H

Family Ranidae 개구리과

2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3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 V V V 침입종

종   수 1 1 1 1 1 1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2. C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C 대권역

비고*

C1 C2 C3 C4 C5 C6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Lacertidae 장지뱀과

1 Takydromus wolteri Fischer 줄장지뱀 V V

Family Colubridae 뱀과

2 Rhabdophis tigrinus Boie 유혈목이 V V

종   수 0 1 0 0 1 2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3. C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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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D 대권역

   D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D2와 D4 소권역에서 각각 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D1과 

D3 소권역에서 각각 3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침입종인 황소개구리 1종이 모든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

되었다.

   D 대권역인 맥도강 주변지역은 농경지가 많은 지역으로 농경지에서 서식하는 양서·파충류가 

확인되었으나 농경지의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으며, 기존의 거주지역과 공장

건축물, 고물상 등이 분포하고 수계 가까이 근접해 있어 여러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산재

하여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8. D 대권역(맥도강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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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D 대권역

비고*

D1 D2 D3 D4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H H V,H

Family Ranidae 개구리과

2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V V

3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 V V V 침입종

종   수 2 3 3 3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4. D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D 대권역

비고*

D1 D2 D3 D4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Colubridae 뱀과

1 Oocatochus rufodorsatus Canter 무자치 V

Family Viperidae 살모사과

2 Gloydius brevicaudus Stejneger 살모사 V

종   수 0 1 0 1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5. D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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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 대권역

   E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8종(양서류:4종, 파충류:4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E3 소권역에서 7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E1 소권역에서 3종, 

E2 소권역에서 2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 확인되지 않았으며, 침입종은 붉은귀거북 1종이 E1 소권역 본류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E 대권역인 대저수문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 및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중도가 넓게 

분포하고 습지가 형성되어 있고, 연밭이 넓게 만들어져 양서·파충류의 서식지로 적합하나, 

농경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로 바뀌고 있으며, 수계주변 낚시터 및 양어장, 공장건물, 등이 

넓게 형성되어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9. E 대권역(대저수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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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E 대권역

비고*

E1 E2 E3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Bufonidae Gray 두꺼비과

1 Bufo gargarizans Cantor 두꺼비 V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2 Hyla japonica 청개구리 V,H H

Family Ranidae 개구리과

3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V

4 Rana dybowskii G nther 북방산개구리 V,D

종   수 2 1 4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6. E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E 대권역

비고*

E1 E2 E3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Testudinata 거북목

Family Emydidae 늪거북과

1 Trachemys scripta elegans Wied 붉은귀거북 V 침입종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Colubridae 뱀과

2 Rhabdophis tigrinus Boie 유혈목이 V V

Family Viperidae 살모사과

3 Gloydius ussuriensis Emelianov 쇠살모사 V

4 Gloydius brevicaudus Stejneger 살모사 V

종   수 1 1 3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7. E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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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F 대권역

   F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5종(양서류:3종, 파충류:2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F1 소권역에서 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F2와 F3 소권역에서 

각각 3종, F5와 F7 소권역에서 각각 1종이 확인되었다.

   F4 소권역과, F6 소권역, F8 소권역을 제외한 모든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확인되지 않았으나, 침입종인 황소개구리 1종이 F1, F2, F3 소권역에서 확인

되어 황소개구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 대권역인 서낙동강 지역은 하중도 및 농경지를 중심으로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확인

되었으나, 서낙동강 일부구간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구간이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서·파충류의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0. F 대권역(서낙동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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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F 대권역

비고*

F1 F2 F3 F4 F5 F6 F7 F8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H

Family Ranidae 개구리과

2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V

3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H V H 침입종

종   수 3 2 2 0 0 0 0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8. F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F 대권역

비고*

F1 F2 F3 F4 F5 F6 F7 F8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Lacertidae 장지뱀과

1 Takydromus wolteri Fischer 줄장지뱀 V V V

Family Viperidae 살모사과

2 Gloydius brevicaudus Stejneger 살모사 V V

종   수 1 1 1 0 1 0 1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29. F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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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G 대권역

   G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G1 소권역에서 줄장지뱀 1종이 확인되었으나, 2차년도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G 대권역인 장자-신자도 주변지역은 간석지로 갈대군락 등의 식생이 발달한 지역이다. 

그림 141. G 대권역(장자-신지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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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대권역

   H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H 대권역인 백합·도요등 주변지역은 사주로 아직 식물의 천이가 진행 중이라 나대지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림 142. H 대권역(백합·도요등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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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대권역

   I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I 대권역은 접근의 문제와 환경적 영향으로 접안이 불가능하여 조사가 불가능했다.

   I 대권역은 대마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갈대군락 등 식생이 발달한 습지이다.

그림 143. I 대권역(대마등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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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J 대권역

   J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J 대권역은 접근의 문제와 환경적 영향으로 접안이 불가능하여 조사가 불가능했다.

   J 대권역은 맹금머리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양서·파충류의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

이었다.

그림 144. J 대권역(맹금머리등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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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K 대권역

   K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K2 소권역에서 줄장지뱀 1종이 확인되었으나, 2차년도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K 대권역인 진우도 지역은 모래갯벌과 혼합갯벌로 이루어지며, 중심에 식생이 발달하여, 

울창한 숲과 수풀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다른 종의 양서·파충류도 서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5. K 대권역(진우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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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 대권역

   L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6종(양서류:4종, 파충류:2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L3 소권역에서 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L1과 L2 소권역에서 

각각 4종이 확인되었다. 

   L 대권역은 모든 소권역에서 양서·파충류 서식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모든 소권역에 위치한 습지 및 

웅덩이, 수로 등에서 대부분 서식이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2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L 대권역인 삼락둔치 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

하여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캠핑장, 스포츠 경기장, 계류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6. L 대권역(삼락둔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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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L 대권역

비고*

L1 L2 L3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V

Family Microhylidae G nther 맹꽁이과

2 Kaloula borealis (Barbour) 맹꽁이 V,H,E V,H,E V,H,E 멸Ⅱ

Family Ranidae 개구리과

3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V

4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H V,H 침입종

종   수 3 3 3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0. L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L 대권역

비고*

L1 L2 L3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Testudinata 거북목

Family Emydidae 늪거북과

1 Trachemys scripta elegans Wied 붉은귀거북 V V 침입종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Colubridae 뱀과

2 Elaphe dione Pallas 누룩뱀 V

3 Rhabdophis tigrinus Boie 유혈목이 V

종   수 1 1 2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1. L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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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M 대권역

   M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5종(양서류:4종, 파충류:1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M2 소권역에서 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M1 소권역 4종, 

M3 소권역 3종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소권역은 양서·파충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M1, M2, M4 소권역에서 확인

되었으며, 침입종은 황소개구리 1종이 M1, M2, M4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M 대권역인 대저둔치 주변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스포츠 경기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7. M 대권역(대저둔치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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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M 대권역

비고*

M1 M2 M3 M4 M5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V V,H

Family Microhylidae G nther 맹꽁이과

2 Kaloula borealis (Barbour) 맹꽁이 V,H,E V,H,E V,H,E 멸Ⅱ

Family Ranidae 개구리과

3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4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H V,H V,H 침입종

종   수 3 4 0 3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2. M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M 대권역

비고*

M1 M2 M3 M4 M5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Lacertidae 장지뱀과

1 Takydromus wolteri Fischer 줄장지뱀 V V

종   수 1 1 0 0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3. M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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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 대권역

   N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8종(양서류:4종, 파충류:4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N1 소권역에서 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N2 소권역 5종, 

N4 소권역 2종, N5 소권역 1종이 확인되었다. N3 소권역은 양서·파충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N1, N2 소권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침입종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2종이 N1, N2, N4 소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N 대권역인 화명둔치 주변지역은 생태공원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하여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둔치 주변의 산책로 및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자전거 및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148. N 대권역(화명둔치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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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N 대권역

비고*

N1 N2 N3 N4 N5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H V

Family Microhylidae G nther 맹꽁이과

2 Kaloula borealis (Barbour) 맹꽁이 V,H,E V,H,E 멸Ⅱ

Family Ranidae 개구리과

3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V

4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 V 침입종

종   수 4 3 0 1 0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4. N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N 대권역

비고*

N1 N2 N3 N4 N5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Testudinata 거북목

Family Emydidae 늪거북과

1 Trachemys scripta elegans Wied 붉은귀거북 V

Order Squamata 유린목

Family Lacertidae 장지뱀과

2 Takydromus wolteri Fischer 줄장지뱀 V V

Family Colubridae 뱀과

3 Elaphe dione Pallas 누룩뱀 V

4 Rhabdophis tigrinus Boie 유혈목이 V V

종   수 2 2 0 1 1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5. N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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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대권역

   O 대권역 현지조사 결과 총 4종(양서류:3종, 파충류:1종)이 확인되었다.

   소권역별로는 O1 소권역에서 4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O2 소권역은 2종

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침입종은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2종이 모든 소권역

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O 대권역인 둔치도 주변지역은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갈대로 덮여 있는 지역으로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수변과 

도로 간에 위치가 가깝고 차량이동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양서·파충류 서식에 다양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9. O 대권역(둔치도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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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국명
O 대권역

비고*

O1 O2

Class Amphibians 양서강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Hyla japonica 청개구리 V,H

Family Ranidae 개구리과

2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참개구리 V

3 Lithobates catesbeianus (Shaw) 황소개구리 V,H V 침입종

종   수 3 1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6. O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양서류 현황

번호 학명 국명
O 대권역

비고*

O1 O2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Testudinata 거북목

Family Emydidae 늪거북과

1 Trachemys scripta elegans Wied 붉은귀거북 V V

종   수 1 1

결과구분 : V : 성체목측(view), D : 사체확인(dead body), H : 청음(hearing), Q :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E : 난괴(eggs)
*
법정보호종 : 멸Ⅰ(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멸Ⅱ(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천(천연기념물), 침입종

표 137. O 대권역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파충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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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보호종 및 침입종

 가) 법정보호종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확인되었다. 맹꽁이의 경우 조사 A, 

L, M, N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지역은 주변의 웅덩이 및 습지가 있으며, 맹꽁

이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많은 곳으로 주로 생태공원 내에서 확인되었다. 맹꽁이는 각 생태

공원 지점당 약 100개체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맹꽁이는 평소 은신처인 땅속에서 생활하다 장마철 우천시에 땅으로 나와 산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맹꽁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맹꽁이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은 은신처와 산란지이지만 많은 개발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맹꽁이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각 생태

공원은 습지와 은신처가 형성되어 있어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지만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차량 및 자전거 이동도 많아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 있는 지역이다. 

  맹꽁이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은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고운 흙이 산란지와 가까운 주변에 

있고, 산란지는 수 공간 면적이 클수록 좋으나 개방수면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곳이다. 따라서 

생태공원에 위치한 습지 일부를 맹꽁이 산란지로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맹꽁이 서식

지는 개방수면과 식생피복이 혼재될수록 좋고 가장자리가 완만한 경사가 좋다. 수심은 10~ 

40cm 사이 수심으로 넓게 확보하고 일부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1m 이상 깊은 수심도 필요하다. 

수심이 20cm 이하 일 경우 건조에 취약하여 주기적으로 적절한 퇴적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맹꽁이는 일부 양서류와 다르게 그늘진 곳을 선호하며, 산란지에서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는 갈대나 애기부들 같은 정수식물 하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산란지에 정수식물 

군락을 조성해야 한다. 이후 맹꽁이 대체서식지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맹꽁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맹꽁이 주요 서식지인 생태공원은 

수로가 직각화된 콘크리트수로로 도로와 주차장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수로내 생태측구는 

설치되지 않아 번식기가 끝나면 맹꽁이는 수로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태공원 내 수로에 생태측구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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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침입종

  침입종은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2종이 서식이 확인되었다. 황소개구리는 E 대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붉은귀거북은 A, E, L, N, O 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황소개구리는 주로 서낙동강 및 습지가 조성된 생태공원 등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붉은귀

거북은 낙동강 및 서낙동강 본류보단 생태공원 내 습지에서 더 많이 확인되었다.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은 염분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낙동강 하류 전역에서 서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침입종인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맹꽁이 맹꽁이 난괴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그림 150.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및 침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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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법정보호종 및 침입종 서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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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곤충류

1) 전체 출현종 현황

2019년도 낙동강 철새도래지 권역에서 총 3회에 걸친 곤충류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권역 전체에서 총 11목 69과 168종의 육상곤충류가 출현한 것으로 집계 및 확인되었다. 

현지조사를 통해 본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전체 육상곤충류 168종을 분류군 목(order)별로 살펴

보면, 나비목(나비, 나방) 25종 (14.9%), 하루살이목 1종 (0.6%), 잠자리목 17종 (10.1%), 바퀴목 

1종 (0.6%), 사마귀목 4종 (2.4%), 집게벌레목 3종 (1.8%), 메뚜기목 15종 (8.9%), 노린재목 33종 

(19.6%), 딱정벌레목 28종 (16.7%), 파리목 25종 (14.9%), 벌목 16종 (9.5%)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152. 2019년도 전체 출현곤충 분류군 구성비 (168종)

    

출현한 주요 곤충류는 하천이나 습지 주변의 초지식생을 중심으로 나비류 (암먹부전나비, 네발

나비, 노랑나비, 배추흰나비, 줄점팔랑나비, 회양목명나방, 흰띠명나방, 매미나방 등), 노린재류 (다리

무늬침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톱날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땅별노린재, 말매미 등), 잠자

리류 (새노란실잠자리, 푸른아시아실잠자리, 긴무늬왕잠자리, 고추잠자리, 밀잠자리붙이, 두점박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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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등), 파리류 (검정파리매, 동애등에, 꽃등에류, 금파리류, 표주박기생파리 등), 딱정벌레류 

(등얼룩풍뎅이, 칠성무당벌레, 꼬마모래거저리, 알락하늘소, 쑥잎벌레, 버들꼬마잎벌레 등)으로 확인

되었다.

2) 계절별 출현종 현황

계절별 조사시기에 따라 총 3회에 걸친 곤충류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각 계절별로 봄철(5월)에는 

총 11목 58과 121종, 여름철(8월)에는 총 10목 56과 111종, 그리고 가을철(10월)에는 총 10목 

39과 81종의 육상곤충류가 출현한 것으로 집계 및 확인되었으며, 계절별 시기에 따른 출현곤충류의 

분류군 구성비 차이는 확인되었다. 

계절별로 출현한 육상곤충류를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봄철에는 전체 121종 중에서 나비목(나비, 

나방) 17종 (14.0%), 하루살이목 1종 (0.8%), 잠자리목 12종 (9.9%), 바퀴목 1종 (0.8%), 집게

벌레목 3종 (2.5%), 메뚜기목 3종 (2.5%), 노린재목 23종 (19.0%), 딱정벌레목 25종 (20.7%), 

파리목 22종 (18.2%), 벌목 14종 (11.6%)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전체 111종 중에서 

나비목(나비, 나방) 16종 (14.4%), 잠자리목 15종 (13.5%), 바퀴목 1종 (0.9%), 사마귀목 2종 

(1.8%), 집게벌레목 3종 (2.7%), 메뚜기목 15종 (13.5%), 노린재목 23종 (20.7%), 딱정벌레목 13종 

(11.7%), 파리목 14종 (12.6%), 벌목 9종 (8.1%)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가을철에는 전체 81종 

중에서 나비목(나비, 나방) 15종 (18.5%), 잠자리목 7종 (8.6%), 바퀴목 1종 (1.2%), 사마귀목 4종 

(4.9%), 집게벌레목 2종 (2.5%), 메뚜기목 11종 (13.6%), 노린재목 11종 (13.6%), 딱정벌레목 7종 

(8.6%), 파리목 16종 (19.8%), 벌목 7종 (8.6%)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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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출현곤충 (121종)

2019년 여름철 출현곤충 (111종)

2019년 가을철 출현곤충 (81종)

그림 153. 계절별 출현곤충 분류군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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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소권역별 출현종 현황

10개의 조사권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본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전체 육상곤충류 168종을 

각 세부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집계 및 정리하였다. 각 소권역별로 11~36종의 곤충들이 확인되었

으며 출현분류군의 구성과 세부 출현종의 특징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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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10개 대권역의 세부 소권역별 2019년도 육상곤충 출현종 결과

4) 특정 분류군 현황

출현한 곤충 분류군 중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의 법정 보호종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분류군으로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노린재목 꽃매미과에 속하는 꽃매미 (Lycorma 

emelianov) 1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사지역 중 대권역 L과 M(대저-삼락생태공원 일대)

에서 봄~가을시기에 걸쳐 여러 식물체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꽃매미 유체와 성체(사체 포함)들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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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조사지역에서 관찰된 꽃매미(Lycorma emelianov)의 성체(사체)

한편, 출현한 곤충류 중에서 한국고유종으로는 메뚜기목 우리벼메뚜기의 1종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는 새노란실잠자리, 사마귀, 방아깨비, 말매미, 애매미, 알락하늘소, 꼬리명주나비 등 

7종의 곤충이 확인 및 집계되었다. 

7. 교란요인

가. 빛공해

빛공해 지도는 극궤도기상위성(NOAA) 및 지구관측위성(VIIRS)에서 관측된 야간 불빛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일대의 약 93% 지역은 은하수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북극성 조차도 볼 수 없는 곳이 전체면적의 약 23%에 달하였다. 다시 말해, 

대상지는 주변 주거지, 공업지, 도로 등 도시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빛공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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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빛공해 분석 결과

광도(10-9W/㎠) 면적(㎢) 비율(%)

1.10 이하 어두운 하늘 0.38 0.08

1.11 ~ 1.33 시골 하늘 0.59 0.12

1.34 ~ 1.99 교외지역 하늘 2.33 0.47

2.00 ~ 2.99 도시경계부 하늘 32.00 6.42

3.00 ~ 8.99 은하수가 안 보임 160.76 32.28

9.00 ~ 26.99 별 100개 미만 보임 186.91 37.52

27.00 ~ 80.99 북극성 안보임 113.72 22.83

81.00 이상 북두칠성 안보임 1.40 0.28

합 계 498.09 100.00

표 139. 빛공해 분석 결과 광도별 면적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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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소음 현황분석을 위해 주간 20개소, 야간 12개소로 

총 24개 지점에서 소음측정 장비인 Testo 815를 활용하여 현장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지점은 

도로, 광장, 수변, 농경지, 수목식재지, 운동시설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

소음 측정결과, 주간 최대소음은 89.1dB로 16번 지점에서 발생한 항공기소음이었다. 본 연구 

대상지 인근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빈번한 지역

이다. 현장 조사 결과 이·착륙하는 항공기 고도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약 76.5 ~ 89.1dB로 

이는 혼잡한 도로나 진공청소기, 시계 알람소리 정도의 소음이었다.

주간 최소소음은 44.4dB로 을숙도 생태공원 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였다. 이는 본 현장

조사 결과 수목식재지 및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최저소음인 45.6dB, 46.1dB 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도로 특성상 평균 소음 측정값은 수목식재지 및 농경지보다 높았다.

야간 최대소음은 82.7dB로 을숙도를 관통하는 국도 2호선 도로였다. 본 대상지 내 하구둑교

차로와 명지IC를 잇는 국도 2호선은 부산광역시 주요 간선도로로 통행량이 많고, 특히 대형화물

차량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지를 관통하는 서부산낙동대교, 구포낙동강교, 

구포대교, 대동화명대교 등도 주요 간선도로로 차량 이동량이 많아 소음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야간 최소소음은 45.2dB로 운동시설(축구장)과 광장이었다. 최소소음 지점인 

축구장과 광장은 야간 소음발생원(도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수변지역(52.0dB)보다 낮은 소음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156. 소음측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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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유형

주간(10:00~12:00) 야간(20:00~22:00)
비고

최소값(dB) 최대값(dB) 최소값(dB) 최대값(dB)

1 축구장 47.8
53.5

65.5(까치)
45.2

48.5
76.5(비행기)

을숙도

2 광장 46.3 47.1 45.2 46.7 을숙도

3 도로 44.4 62.2 47.5 56.7 을숙도

4 도로 71.9 82.8 64.5 82.7 을숙도

5 교각하부 59.1 73.0 54.2 56.8 삼락IC

6 도로 60.2 82.6 57.6 80.3 삼락생태공원

7 수변 53.6 56.6 52.0 53.3 삼락생태공원

8 농구장 56.6 62.3 54.1 56.1 삼락생태공원

9 수변 49.5 53.3 - - 을숙도 최남단

10 56.2 60.4 - - 을숙도

11 식재지 56.5 60.0 - - 수변

12 식재지 45.6 48.6 - - 수변

13 식재지 53.0 59.5 - - 수변

14 농경지 48.6 60.9 - - 수변

15 농경지 55.1 59.1 - - 수변

16 농경지 46.1 89.1(비행기) - - 수변

17 농경지 47.3 69.4 - - 수변

18 농경지 46.4 53.5 - - 수변

19 도로 - - 52.6 76.9 맥도생태공원

20 식재지 - - 50.7 57.9 맥도생태공원

21 도로 - - 56.9 74.5 맥도생태공원

22 자연녹지 - - 48.5 81.0(비행기) 맥도생태공원

23 도로 63.8 87.7 - - 녹산수문

24 식재지 57.8 60.2 - - 대저생태공원

표 140. 조사지점별 주·야간 소음측정 결과



문화재청 347

제3장 연구 결과

다.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00, 그림 00). 야생동물 출현비도가 높고 서식지 적합

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연성이 높아 대체조성이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서식지 가치

평가 1등급의 면적은 약 71.71㎢로 전체의 87.92%에 해당하였다.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적고, 인간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자연에 의한 재생가능성이 없는 

불투수포장, 시설경작지, 건폐지(주거, 상업, 관리용) 등으로 서식지 가치평가 5등급의 면적은 

약 3.34㎢로 전체의 4.10%에 해당하였다.

그림 157.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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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서식지 가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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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우점유형 인공하천

조경수식재유형 비건폐포장지역(투수포장)

비건폐포장지역(주차장) 비건폐포장지역(도로)

건폐지역(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폐지역(야생동물치료센터)

그림 158. 서식지 가치 평가 현장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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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교란등급 Ⅰ은 총 68개 소권역 중 39개 소권역으로 나타났으며, 

하구둑 남쪽 해양수와 인위적 훼손이 적은 도요등, 백합등, 맹금머리등, 명지갯벌, 진우도 등이 포함

되었다. 교란면적이 해당 소권역 면적의 5 ~10%인 교란등급 Ⅱ는 8개 소권역으로 나타났고, 교랑

등급 Ⅲ은 11개 소권역, 교란등급 Ⅳ는 6개 소권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란정도가 가장 심한 

교란등급 Ⅴ는 총 4개 소권역으로 대규모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는 화명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 

일부가 포함되었고, 시설경작지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둔치도(O1)가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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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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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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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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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248종이 확인되었

으며, 이중 겨울철새가 36.0%를 차지하였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총 46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2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0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7종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는 총 146종 최대개체수 합계 75,96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겨울철새(WV)가 35.6%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청둥오리가 18.8%로 가장 우점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는 을숙도 

지역인 A대권역에서 84종으로 가장 많은 종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

에서 14,174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12월에 86종으로 겨울철새 유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으며, 11월에 최대개체수 합계 29,721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분류군별로는 기타 산새류 61종을 제외하고 도요·물떼새류가 20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

되었으며, 수면성오리류가 17,878개체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은 총 

23종으로 이중 천연기념물은 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7종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조롱이, 벌매 등 총 2종이 추가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문헌자료인 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한 결과 15년도에 최대개체수 

합계 106,841개체로 가장 많이 확인되어 현지조사에서 약 28.9%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번식하는 조류 중 쇠제비갈매기는 현지조사에서 신자도에서 1개소 

도요등에서 2개소의 번식이 확인되었으며, 흰물떼새의 경우 6쌍의 번식이 확인되었으나 월류흔적 

및 너구리 족적 등이 번식지 주변에 산재하여 번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번식지 주변에서  

서식하는 개체를 확인하였을 경우 약 10쌍 이상이 번식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개비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계 주변 갈대군락에서 약 340쌍이 번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오리류의 이동경로 및 행동권은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청둥오리 및 고방오리는 을숙도에서 부착하였으며, 을숙

도와 서낙동강 수계, 김해시의 농경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야생동물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고방오리의 경우 을숙도생태공원에서 부착하였으며, 을숙도생태공원 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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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수계(갯벌), 농경지를 주로 이용하였다. 고방오리는 주간에는 주로 습지나 수계(갯벌)에서 휴식 

및 섭식을 하였으며, 야간에는 취식지인 농경지 및 습지, 수계(갯벌)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조류의 잠재적 먹이원인 어류 19종,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58종

(평균 106.3 개체/m2), 습지식물 82분류군 등의 잠재적먹이원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간조시에 새섬매가지 군락이 노출되어 큰고니 등 겨울철새의 중요한 

먹이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을숙도 및 삼락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둔치도 등 철새먹이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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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군 중 목본식물(Woody plants)은 138분류군(25.8%), 초본식물(Herbaceous plants)은 396

분류군(74.1%)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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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사초, 좀보리사초의 우점도가 다르게 혼효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서식하는 포유류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총 9종이 확인되었으며, 법

정보호종은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과 삵(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종이 

확인되었고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확인되었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총 13종(양서류:6종, 파충류: 

7종)이 확인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은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확인되었고 침입종은 황소

개구리, 붉은귀거북 2종이 확인되었다. 곤충의 경우 총 11목 69과 168종의 육상곤충류가 출현한 

것으로 집계 및 확인되어 조류만이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도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란

요인은 낙동강 일대의 약 93% 지역은 은하수를 볼 수 없는 곳이며, 북극성 조차 볼수 없는 곳이 

약 23%로 확인되었으며, 소음의 경우 최대소음은 89.1dB, 주간 최소소음은 44.4dB, 야간 최대

소음은 82.7dB, 야간 최소소음은 45.2dB로 나타나 소음 또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식지 가치평가 결과 1등급 면적은 전체의 87.92%로 해당하였고 5등급은 4.10%로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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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새분포조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248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겨울철새가 36.0%를 차지하였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총 46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2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10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27종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는 총 146종 최대개체수 합계 75,96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겨울철새(WV)가 35.6%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청둥오리가 18.8%로 가장 우점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는 을숙도 

지역인 A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종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을숙도 주변지역인 A대권역은 생태공원 및 담수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갈대, 새섬매자기 군락이 분포하고 크고 작은 수로들이 형성되어 조류의 은신처 및 휴식처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겨울철 조류의 먹이를 공급하고 일부 지역 방문객 제한 및 조류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개체수가 가장 많이 

관찰된 I대권역은 새섬매자기 및 갈대군락, 물억새 등이 넓게 분포하고 만조시 수위가 낮아 조류의 

휴식지로 이용되며, 먹이공급이 되는 을숙도와 가까워 왕래하기 편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로는 12월에 86종으로 겨울철새 유입으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

으며, 11월에 오리류의 증가로 최대개체수 합계 29,721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분류군별로는 기타 산새류 59종을 제외하고 도요·물떼새류가 20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수면성오리류가 17,878개체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도요·물떼새류는 이동시기에 도요·물떼새의 

유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수면성오리류는 겨울철 수면성오리류의 유입으로 인해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은 총 23종으로 이중 천연기념물은 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7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하구부분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현지조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조롱이, 벌매 등 총 2종이 추가로 서식이 확인되었

으며, 문헌자료 중 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자료는 15년도에서 최대개체수 합계 106,841개체로 

확인되어 현지조사에서 약 28.9%가 적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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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번식실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번식하는 조류 중 쇠제비갈매기는 현지조사에서 최대개체수 26

개체가 서식이 확인되었다. 쇠제비갈매기의 경우 조사가 5월부터 집중적인 번식조사가 이루어져 

신자도에서 1개소 및 도요등에서 2개소가 확인되어 총 3개소가 확인되었으나, 번식은 실패한 것

으로 판단된다. 번식지 주변은 월류로 인해 주변이 침수당한 흔적 및 너구리 족적이 다수 확인되어 

환경적 요인과 포식자의 의해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쇠제비갈매기는 2005년에 1,579 둥지가 확인되어 가장 많은 번식이 이루어졌으며 점차 줄어들어 

2017년 1개소, 1차년도 조사인 2018년에는 쇠제비갈매기의 번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흰물떼새의 경우 현지조사에 최대개체수 26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번식조사에서 6쌍의 번식이 

확인되었으나,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도요등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 서식 개체를 확인

하였을 경우 약 10쌍 이상이 더 번식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쇠제비갈매기와 흰물떼새 번식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결과로는 집단번식지인 신자도 및 도요등인 낙동강 하구가 지형변화로 인해 월류현상이 

이루어지고 초본식물의 분포확대 및 육상화진행으로 모래사장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포식자인 너구리, 삵 등 포유류 족적이 다수 확인되어 포식자의 유입 증가와 

사람의 주기적인 유입이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번식에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비는 5월부터 9월까지 최대개체수 680개체가 확인되었다. 개개비는 번식 둥지를 일일이 확인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개비의 개체수로 번식을 추정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번식하는 개개비는 약 340쌍이 번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에 있는 갈대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갈대밭이 줄어들고 있어 추후 개개비 번식 및 서식에 방해

요인으로 판단되어 개개비 번식 및 서식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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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식지현황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는 을숙도 지역인 A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종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을숙도 주변지역인 A대권역은 

생태공원 및 담수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갈대, 새섬매자기 군락이 분포하고 크고 작은 수로들이 

형성되어 조류의 은신처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겨울철 조류의 먹이를 공급하고 

일부 지역 방문객 제한 및 조류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개체수가 가장 많이 관찰된 I대권역은 새섬매자기 및 갈대군락, 물억새 등이 

넓게 분포하고 만조시 수위가 낮아 조류의 휴식지로 이용되며, 먹이공급이 되는 을숙도와 가까워 

왕래하기 편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권역별 주요 조류 서식지는 을숙도 주변지역인 A대권역에서 종수는 담수습지가 있는 A4지역

에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으며, 철새 먹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A6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일웅도 주변지역인 B대권역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맥도강 합류지역인 B3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염막 주변지역인 C대권역에서는 낙동강 본류와 습지 및 초지가 형성된 C5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서식하는게 확인되었다. 맥도강 주변지역인 D대권역은 농경지 및 

습지가 형성되고 낙동강 본류와 합류되는 D4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D2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으나, D2지역은 공장 및 건축물이 많고 완충지역이 작은 지역이라 

무리지어 이동중인 넓적부리가 많은 개체가 확인되어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저수문지역인 E대권역에서 종수는 하중도와 습지가 있으며 연밭이 넓게 형성된 E2지역과 E3지역

에서 종수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개체수는 연밭 및 습지가 형성된 E3지역에서 가장 많이 확인

되었다. 서낙동강 주변지역인 F대권역에서는 둔치도 및 지사천과 합류지역인 둔치2호교 주변지역인 

F3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장자·신자도 주변지역인 G대권역에서 종수는 

장자도와 신자도가 인접한 G4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개체수는 신자도 서쪽으로 

위치한 G1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도요·백합등 주변지역인 H대권역에서는 

모래밭이 길게 형성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도요등 북쪽인 H1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대마등 주변지역인 I대권역에서 종수 및 개체수 모두 만조시 수심이 낮아 휴식공간이 형성되고, 

갈대밭 등 은신처가 많아 비교적 방해요인이 적은 I4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맹금머리등 주변지역인 

J대권역에서는 종수는 수심이 낮아 휴식지가 형성되며 갈대밭 및 새섬매자기가 분포하고 있는 J2

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맹금머리등 동쪽에 위치한 J1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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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확인되었다. 진우도 주변 지역인 K대권역에서는 진우도 지역인 K2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삼락둔치 주변지역인 L대권역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습지와 초지, 

갈대밭 등이 넓게 조성되고 철새 먹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L2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대저둔치 주변지역인 M대권역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습지 및 갈대밭이 넓게 

조성된 M1지역에서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화명둔치 주변지역인 N대권역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습지와 생태공원이 조성된 N2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N1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둔치도 주변지역인 O대권역에서는 둔치도 내부인 O1

지역에서 가장 낳은 종수가 확인되었으며, 조만강이 위치하고 서낙동강가 합류하는 O2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은 현지조사에서 총 23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12종으로 큰고니, 

원앙,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검은머리물떼새가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의 경우 4종으로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경우 17종으로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새호리기, 

물수리, 벌매, 솔개,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큰말똥가리, 항라머리검독수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섬개개비가 확인되었다.

대권역별로는 G대권역에서 11종(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8종), I대권역에서 11종(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9종)으로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다.

라. 철새이동패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오리류의 이동경로 및 행동권은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청둥오리 및 고방오리는 을숙도에서 부착하였으며, 을숙

도와 서낙동강 수계, 김해시의 농경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에서 야생

동물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고방오리의 경우 을숙도생태공원에서 부착하였으며, 을숙도 습지 및 

주변 수계 및 갯벌, 농경지를 주로 이용하였다. 고방오리는 방해요인이 비교적 많은 주간에는 주로 

습지나 수계에서 휴식 및 주변 지역에서 섭식을 하였으며, 비교적 방해요인이 적은 야간에는 취식

지인 주변 농경지 및 습지와 갯벌로 이동하여 먹이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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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먹이자원

1) 어류

본 조사에서 출현한 어류는 모두 19종으로 이중 기수성 어류가 10종으로 일반적으로 하구역에서 

서식하는 종이 절반 넘게 출현하였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바닷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개 지점을 제외하고 모든 조사지점에서 외래종

이며 생태계교란종인 블루길과 배스가 모두 출현하였다. 특히 블루길은 출현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우점종 또는 아우점종으로 출현하였다.  

본 조사지점들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하구역 수역이나, 상류 수역은 물이 정체하고 탁도는 매우 

높고, 수초가 밀생하였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서식이 용이한 중층에 서식하는 담수어류가 많이 

서식하여 어식성 조류의 먹이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바닷물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주는 A2, K1 지점에서는 대부분 기수역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모래 하상에 서식하는 소형어류가 수심이 낮은 수역에 서식하고 있어 어식성 조류의 주요한 

먹이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낙동강 하구역의 철새 먹이자원(어류)의 모니터링은 년 2회 조사하는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

되나, 조사 방법에 있어 기존 투망과 족대를 이용한 조사 방법은 하구언이 매우 크고, 수변부에 

수초 등이 밀생하고, 수심이 깊어 어류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추후 조사의 경우 투망과 

족대를 기본 조사 방법으로 이용하고, 정치망(삼각망) 및 자망 등을 설치하여 어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이 하구역에서는 다량으로 출현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역에서 조업하는 어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에서 블루길 및 배스의 수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 및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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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서생물

본 2019년 조사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낙동강 하류구간에서 보편적으로 출현하는 

출현종수 및 개체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는 철새들이 주로 이용하여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부와 수심을 고려하여 조사하였으며 하류특성상 수서곤충의 비율은 상류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구간

에서 서식이 확인된 분류군은 비곤충류인 연체동물문, 환형동물문, 그리고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으로 

확인되었다. 

단위면적당 개체수 현존량은 옆새우류, 징거미새우 등을 포함한 절지동물문의 연갑강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연체동물문과 절지동물문의 수서곤충류에서는 깔따구류의 파리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갯지렁이류와 실지렁이를 포함하는 환형동물문, 우렁이류의 연체동물과 수서곤충들은 

철새들의 주요 이용자원일 것이며 수서곤충류는 물 흐름이 느린 곳에서 주로 관찰되는 잠자리류, 

노린재류, 그리고 딱정벌레목이 주로 확인이 되며, 파리목의 깔따구들이 가장 많은 개체수를 형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지점들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기수성 지역으로 해수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바다 

접경의 지점들로 각 말단부 지점들의 담수무척추동물 대비 게류 등과 같은 기수무척추동물의 

비율이 상류보다 높게 나타났다. 낙동강구간에서는 조사구간의 상류부지점보다 바다와 연접해 

있는 A구역 및 H구역에서 기수성인 절지동물의 옆새우류와 곤쟁이류의 높은 개체밀도로 생산성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의 조사구간에서 나타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특성은 전반적

으로 양호하였으며 그에 따라 철새들의 먹이원 등 이용가능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파악

된다.

3) 습지식물

수생태복원사업단(2014)을 기준으로 본 조사지역의 습지식물은 습생식물에 왕버들, 버드나무, 

나도미꾸리낚시, 고마리, 여뀌 등 54분류군, 정수식물에 부들, 애기부들, 갈대, 새섬매자기, 노랑

꽃창포 등 16분류군, 부엽식물에 수련, 마름, 미국수련 등 4분류군, 부유식물은 생이가래, 자라풀, 

개구리밥 등 4분류군, 침수식물은 이삭물수세미, 말즘, 나사말 등 4분류군으로 도합 8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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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경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의 먹이 자원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지역은 

132.27㎢로서 전체면적의 26.6%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지역 중 논이 69.1%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밭 21.6%, 하우스재배지 5.9%, 과수원 2.6%, 

기타재배지 0.8%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농경지 조사는 현지조사에서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토지피복도 또한 과거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현재 현황을 분석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농경지에 대한 변화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생물조사

1) 식물상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전체 관속식물상은 105과 308속 480종 4아종 40변종 7품종 3교잡

종으로 총 534분류군(taxa)이 확인되었다. 

이를 Raunkiaer(1934)의 생활형을 살펴보면, 우선 휴면형(Dormancy form)은 반지중식물

(Hemicryptophytes)이 100분류군(18.7%), 1년생 식물(Therophytes)이 94분류군(17.6%)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번식형 중 지하기관형(Radicoid for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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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되었다. 또한 산포기관형(Disseminule form)은 중력산포형(D4)이 

251분류군(47.0%), 풍수산포형(D1)이 114분류군(21.3%)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생육형(Growth form)은 지상부에 주축이 분명한 직립형(e)이 200분류군(37.5%), 로제트 직립형

(t)이 57분류군(16.3%)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염생식물은 갈대, 새섬매자기, 가는갯는쟁이, 칠면초, 해홍나물, 지채 등 총 52분류군이 확인

되었다. 

희귀식물은 눈향나무(식재) 1분류군, 취약종(VU)에 해당하는 모감주나무(식재), 섬백리향(식재) 

2분류군 약관심종(LC)에 해당하는 쥐방울덩굴, 새박, 갯방풍, 이팝나무(식재), 자라풀, 모새달 등 

6분류군, 자료부족종(DD)에 해당하는 큰옥매듭풀, 벗풀 2분류군으로 총 11분류군(야생종 7분류

군)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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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식재), 능수버들, 키버들, 오동나무(식재), 병꽃나무(식재), 벌개미취(식재) 등 

6분류군(야생종 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Ⅴ등급에 약모밀, 자라풀 등 2분류군, Ⅳ등급에 섬잣나무(식재), 눈향나무

(식재), 가시나무(식재), 큰옥매듭풀, 등, 섬딸기 등 8분류군, Ⅲ등급에 구슬갓냉이, 쉬땅나무(식재), 

탱자나무, 꽝꽝나무, 단풍나무(식재), 모감주나무(식재) 등 13분류군, Ⅱ등급에 다정큼나무(식재), 

굴거리나무(식재), 복자기(식재), 새박, 이팝나무(식재), 개질경이 등 7분류군, Ⅰ등급에 왕버들, 

가래나무, 참느릅나무, 시무나무, 천선과나무(식재), 쥐방울덩굴, 번행초 등 36분류군으로 도합 66

분류군(야생종 4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약모밀, 애기수영, 소리쟁이, 좀소리쟁이, 돌소리쟁이, 닭의덩굴, 양명아주, 취명아주, 

털비름, 가는털비름, 미국자리공 등 총 9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된 전체 534분류군의 

관속식물 중 12.3%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구계학적 특정식물 1,256분류군(국립환경과학원, 2012)의 

5.2%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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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취,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등 총 1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2) 식생현황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섬과 등 중 도요등, 맹금머리등, 신자도, 진우도, 도요등, 백합등의 식생을 

파악하였다. 또한, 새섬매자기가 분포하는 명지갯벌, 을숙도 남단 갯벌, 맹금머리등 갯벌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요등에 설치한 조사구는 외해와 직접 접하는 지역으로 해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태이었다. 전 지역에 갈대, 통보리사초 등이 우점하고 있었으나 염분의 영향에 

따라 갈대,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의 우점도가 다르게 혼효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지는 외해와 접하고 있어 만조와 해풍으로 인한 염분 피해로 인해 염생식물 외에 다른 종의 

출현은 미미하였다. 맹금머리등은 낙동강 하구의 동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무지개공단과도 접하고 

있어 상류로 부터의 물흐름을 직접 받고 있었다. 하류 부분으로는 퇴적이 진행되고 있어 간조시 

뻘이 드러나면 새섬매자기가 분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래쪽으로는 백합등, 도요

등이 입지하고 있어 해풍의 영향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생은 상부에 갈대가, 갯벌은 

미세지형에 따라 새섬매자기와 실말, 새우말 등 침수식물이 분포하고 있었다. 명지갯벌은 낙동강 

하구 서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명지동과의 사이에는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수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대마등이 위치해 있었다. 을숙도 서측으로 유하하는 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간조시 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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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출현하는 지역으로 새섬매자기가 분포하여 큰고니, 큰기러기, 오리류 등 겨울 월동 조류 

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 이동시기에 도요물떼새의 휴식처 및 먹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식생은 새섬매자기,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백합등은 남쪽에 도요등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해풍의 영향을 덜 받는 상태이었다. 대상지는 목본으로 아까시나무와 곰솔이, 

초본으로는 갈대, 모새달, 우산잔디, 천일사초 등이 우점하는 상태로 수변으로부터의 거리, 염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변화가 다양하였다. 다만 해풍의 영향으로 아까시나무, 곰솔의 수고가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은 상태이었다. 을숙도와 접하여 남단에 입지한 갯벌은 좌우에서 남북으로 길게 분포

하는 갈대군락으로 둘러쌓여 있었다. 남단 갯벌은 퇴적이 진행되고 있어 간조시 뻘이 드러나면 

새섬매자기가 분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을숙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흘러내리는 

낙동강의 영향으로 갯벌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식생은 상부의 좌우에 갈대가, 갯벌

에는 새섬매자기, 실말, 새우말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3) 포유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15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지조사결과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총 9종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을숙도가 위치한 A 대권역에서 9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다. 을숙도는 넓은 

갈대밭이 분포하고 생태공원 및 담수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구간 관광객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포유류가 서식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방해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지역은 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축인 

말 1종이 각 생태공원에서 족적 및 배설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의 경우 수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족적 및 배설물로 확인되었으나,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 

하여 제외하였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과 삵(멸종

위기야생동물Ⅱ급) 2종이 확인되었다. 수달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삵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대권역

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침입종은 뉴트리아 1종이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뉴트리아가 관찰된 지역은 

을숙도 지역과 서낙동강 상류,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등 뉴트리아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

으로 침입종인 뉴트리아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류는 을숙도, 일응도, 대마등 장자도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삼각주가 발달해 있고 삼각

주와 해안 일대의 갯벌과 우거진 갈대숲은 포유류의 좋은 서식지가 되고 있으나, 많은 개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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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서식지 간에 연결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유류의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양서·파충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양서·파충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총 25종(양서류:11종, 

파충류:14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지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양서·파충류는 총 13종(양서류:6종, 파충류: 

7종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을숙도생태공원이 위치한 A대권역과 대저수문 지역인 E 대권역, 

화명생태공원이 위치한 N 대권역에서 각각 8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가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1종이 확인되었다. 맹꽁이의 경우 낙동강이 위치한 A 대권역과 

L 대권역, M 대권역, N대권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지역은 주변의 웅덩이 및 습지가 

있으며, 맹꽁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은 생태공원에서 확인되었으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중 

해양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입종은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 

2종이 확인되었으며,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 2종 모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대부분에서 서식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침입종인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류는 수계 주변으로 습지 및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양서·파충류의 주요 서식

지인 농경지가 분포하여 농경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종이 많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개발 

및 농경지의 비닐하우스화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맹꽁이의 경우 각 생태공원에 만들

어진 직각수로에 생태측구가 없어 맹꽁이가 탈출을 못하고 죽는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양서·파충류 

서식지 주변 수로에 생태측구를 설치하는 등의 양서·파충류의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곤충류

출현한 주요 곤충류는 낙동강과 그 주변 일대의 수변부 초지식생 환경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환경변화나 교란행위에 의해서 각 분류군의 서식 및 생존에는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전체적으로 조사지역 내 수변부 일대는 주로 생태공원, 주거지, 공업지대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미 낚시, 경작, 공원이용 등 다양한 인간활동에 의한 간섭과 교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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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란요인

빛공해 분석 결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일대의 약 93% 지역은 은하수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북극성 조차도 볼 수 없는 곳이 전체면적의 약 23%에 달하였다. 다시 

말해, 대상지는 주변 주거지, 공업지, 도로 등 도시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빛공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음 측정결과, 주간 최대소음은 89.1dB, 주간 최소소음은 44.4dB, 야간 최대소음은 82.7dB, 

야간 최소소음은 45.2dB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아 도로교통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되는 소음이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식지 가치평가 결과 1등급 면적은 약 71.71㎢로 전체의 87.92%에 해당하였다.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적고, 인간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자연에 의한 재생가능성이 없는 불투수포장, 

시설경작지, 건폐지(주거, 상업, 관리용) 등으로 서식지 가치평가 5등급의 면적은 약 3.34㎢로 

전체의 4.10%에 해당하였다.

소권역별 교란등급 분류 결과, 교란등급 Ⅰ은 총 68개 소권역 중 39개 소권역으로 나타났으며, 

하구둑 남쪽 해양수와 인위적 훼손이 적은 도요등, 백합등, 맹금머리등, 명지갯벌, 진우도 등이 포함

되었다. 교란면적이 해당 소권역 면적의 5 ~10%인 교란등급 Ⅱ는 8개 소권역으로 나타났고, 

교랑등급 Ⅲ은 11개 소권역, 교란등급 Ⅳ는 7개 소권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란정도가 가장 심한 

교란등급 Ⅴ는 총 3개 소권역으로 대규모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는 화명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 

일부가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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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가. 철새분포조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며, 2018년에 이루어진 1차년도 조사는 조사 기간이 5월부터 진행되어 봄철 이동하는 조류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4차년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자료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

된다.

나. 번식실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번식현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식조류의 서식 현황 및 

번식조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 개개비 

등의 번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다. 서식지현황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서식지 현황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가 서식하는 주요 

서식지를 파악하고 추후 주요 서식지의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류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지역에 대한 변화상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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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새이동패턴

조류의 행동권 및 이동경로, 서식지 이용률을 알기위해 2차년도에 총 5대의 야생동물위치추적

기를 부착하였으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한 종에 10대 이상의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부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조류의 행동권과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조류의 행동권이 다르게 분석되어 추후 을숙도 지역 및 각 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개체에 야생동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각 지역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행동권을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먹이자원

1) 어류

본 조사의 목적은 낙동강 하구의 철새도래지 현장과 철새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어류는 여름에 도래하는 철새류들이 주로 이용하는 먹이생물로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여름 

철새의 보호방안과 다양한 어류에 대한 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요구

  낙동강 상, 중류 및 부산권역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하수(농업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및 생활 오하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수로 및 관개시설을 확대 및 증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② 낙동강 하구 주변에 형성된 시설물(생태공원)의 운영 재고

  낙동강 하구 주변에 형성되어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생태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생태공원 

및 이용구간들은 초목지에 비하여 기온상승이 높을 것이고, 이러한 기온 상승은 하천수온 상승을 

부가적으로 발생됨으로 생태공원에서 초지면적을 최대한 확장하고, 아스팔트 및 시멘트 면적은 

최대한 감소시키는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낙동강 하구언의 해수 유통

  낙동강 하구언에 의하여 해수 차단이 발생되면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또한 하상에 침적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구언의 개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낙동강 하구언의 개방에 대한 필요성은 하구언이 유일하게 없는 섬진강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④ 낙동강 하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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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서생물

낙동강 철새도래지 구간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경우 염분농도의 영향범위에 따라 

담수성 및 기수성과 해양성의 분류군들의 분포 변동이 나타나며, 염분농도가 커질수록 곤충류보다는 

환형동물 등 비곤충류의 서식비율이 보다 증가하게 된다.

비곤충류일수록 유영성보다는 저서성의 서식기능군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갯벌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서식습성을 가지며 이들을 먹이로 하는 철새들은 그들의 부리길이 등의 차이에 따라 섭식활동 하는 

양상들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염분농도가 적은 구간의 수변부는 수생식물이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딱정벌레, 잠자리 애벌레 등 곤충류의 분포가 나타나며 이들을 주로 섭식하는 철새

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모니터링은 갯벌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개체밀도에 따른 

생산성 평가 등이 같이 이뤄지면 철새들의 개체군 유지 등과 결부되어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갯벌의 건강성 및 면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철새도래지가 형성된 갯벌 등의 조사권역에 대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모니터링은 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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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전공자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현장조사에서 넓은 갯벌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서식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효율

적인 정량조사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세밀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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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락면

적은 작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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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침수식물 등이 있으며, 이중 갈대와 천일사초는 현재 개체군 및 군락면적은 충분하다. 또한 

고랭이류 및 침수식물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먹이자원

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채의 경우 현 자생지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추후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선발종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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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경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농경지는 조류의 취식지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농경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농경지 변화상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해 시기적인 문제 및 농경지 소유주와의 마찰로 

인해 농경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여 추후 농경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생물조사

1) 식물상

가) 희귀식물 보전방안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식물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희귀식물은 

식재종을 제외하면 약관심종(LC) 이하의 유형에 해당되는 쥐방울덩굴, 새박, 갯방풍, 자라풀, 모새달, 

큰옥매듭풀, 벗풀 등 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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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어 이에 대한 보전방안 대신 생태특성을 위의 본문에 언급하였다. 

나) 우선순위 모니터링 대상종

2019년 현재 생태계교란식물은 총 14분류군으로 이중 전세계 갯벌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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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되어 인근 갯벌까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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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방안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다)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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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등 총 11분류군으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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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수영(Rumex acetocella)은 유라시아 또는 유럽원산으로 전 세계에 귀화한 여러해살이풀이다. 

이 식물은 목초지나 방목지에 큰 집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생종과의 경쟁에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도로변이나 산지에도 침입하여 다른 자생종의 생육을 방해하고 식생의 

변화를 초래시킨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2008). 또한 다른 생태계교란식물과 달리 개체는 

작지만 대부분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초지나 방목지에 큰 집단으로 발생한다.

관리방안으로 복토시 매토종자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기수영의 뿌리나 종자가 유입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빠른 제거보다는 단계별 제거방안이 적합할 것이며, 전형적인 양지

식물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꽃이 피기 전 어린개체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2). 

월별
애기수영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6  뿌리 채 뽑기 ″

7  뿌리 채 뽑기 추가제거 기간

8  뿌리 채 뽑기 ″

9  뿌리 채 뽑기 ″

10  뿌리 채 뽑기 ″

표 143. 애기수영의 월별 관리방안

가시박(Sicyos angulatus)은 북아메리카원산의 한해살이덩굴식물로 종자로 번식하고 하천이나 

동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경작지나 목초지 등에 침입하면 급격히 번져나가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에서는 개화기인 여름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천에 따라 종자가 확산되면서 강변을 덮고 

인근 식물들을 피압하여 생육을 억제하고 배제하는 속성이 강하여 수변생태계의 식생을 파괴하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관리방안으로 해안이나 강변지역은 가시박이 원거리 확산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상시제거가 필요

하며, 목초지와 같은 사유지 및 관리책임이 명확한 강변 둔치나 제방과 같은 곳은 지자체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한 개체만 성숙해도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9월경에 집중적

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2) 한국의 외래식물 종합검색시스템(http://alienplant.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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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가시박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6  뿌리 채 뽑기 ″

7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추가제거 기간

8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9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10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표 144. 가시박의 월별 관리방안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는 북아메리카원산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고 목장이나 과수원 및 경작지에도 이입되어 군락을 형성한다. 번식력이 강하고 가시가 달려 

있어 이입되면 제거가 쉽지 않고 도로변이나 산지와 같은 곳에서도 쉽게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방안으로 우선 인위적인 제거로 통해 개체속도를 줄이고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줄기나 잎에 가시가 밀생하기 때문에 군락 자체를 경운(耕耘)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생물학적 방제로는 치밀하면서 군락을 형성하는 야생 산딸기 종류인 멍석딸기, 곰딸기 및 복분자

딸기 등을 일차적으로 식재한 후 화본과인 띠, 솔새류 및 새류 등을 심어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월별
도깨비가지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6  뿌리 채 뽑기 ″

7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추가제거 기간

8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9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10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표 145. 도깨비가지의 월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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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은 북아메리카원산의 한해살이풀로 전 세계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집중 관리되고 있으며, 토착종 생육을 억제하거나 쇠퇴시키는 정도가 

강하여 침입성 외래종이다. 이 식물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이미 침입하여 막대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변, 경작지 및 도로변에는 대규모 군락 및 개체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관리방안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이상 확산을 막고 잔존하는 개체들은 빠른 시일에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귀화식물은 대부분 양지조건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돼지풀의 

세력을 쇠퇴시킬만한 대체수종으로는 멍석딸기, 줄딸기 및 곰딸기 등의 산딸기류로 일차 피압해주고, 

물억새, 억새, 띠 등의 새류를 이차적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한다면 쇠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단풍잎돼지풀(A. trifida)은 북아메리카원산의 한해살이풀이며, 침입성과 확산력이 높아 하천변

이나 경작지 등에 대형 군락을 이루며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준다. 주로 도로변과 

경작지 및 하천변 등에 군락을 형성하며, 인근 산림가장자리 및 등산로 등에도 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관리방안으로 도로나 물길을 따라 널리 퍼지는 특성의 종자이기 때문에 집단 군락지에서는 종자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결실 전에 뿌리 채 뽑은 후 건조 폐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일부는 돼지풀과 혼생하고 있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어린개체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월별
돼지풀류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6  뿌리 채 뽑기 ″

7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추가제거 기간

8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9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10  뿌리 채 뽑기, 줄기 자르기 ″

표 146. 돼지풀 및 단풍잎돼지풀의 월별 관리방안

양미역취(Solidago altissma)는 북아메리카원산의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으며, 

수변지역의 제방이나 경작지 둑에 집중적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다. 식물체가 워낙 초장이 크고 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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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다른 자생종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개체군 및 

대규모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리방안으로 줄기 및 뿌리까지 뽑아내어 제거해야 하며, 제거 후에는 토양속의 종자를 고려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꽃수가 대량으로 피어 양봉에 적합하고 일부 꽃이 관상

가치가 있어 조경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2011)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전수조사 및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별
양미역취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

6  뿌리 채 뽑기 -

7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8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9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추가제거 기간

10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표 147. 양미역취의 월별 관리방안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는 북아메리카원산의 여러해살이풀로 종자가 바람에 의해 원거리로 

확산되고 뿌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생성되어 개체군의 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식물이다. 또한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여 하천변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자생종의 세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관리방안으로 꽃이 피기 전 초기단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단발생지에는 뿌리까지 제거

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하천을 따라 종자가 확산되기 때문에 하천변 식생인 갈대 및 

물억새 군락 등과 경합시켜 자연적인 쇠퇴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합할 것이다. 세력을 쇠퇴시킬만한 

대체수종으로 하천변에 갈대, 달뿌리풀 및 물억새가 적당하며, 도심과 같은 내륙에서는 새콩, 돌콩, 

새팥 등의 야생 덩굴콩팥류와 사위질빵 등의 덩굴식물로 우선 피압한 후 쑥류나 쑥부쟁이류 및 

구절초류 등의 국화과식물을 심어 경쟁시킨다면 세력을 억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374 문화재청

월별
미국쑥부쟁이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6  뿌리 채 뽑기 ″

7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추가제거 기간

8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9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10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표 148. 미국쑥부쟁이의 월별 관리방안 

서양금혼초(Hypochaeris radicata)는 제주도 전지역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식물이다. 뿌리잎은 로제트형으로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 상태로 월동하기 때문에 

후세 개체뿐만 아니라 본 개체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돼지풀처럼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안이나 목초지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여 토착종에게 생태계교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서양금혼초의 세력을 쇠퇴시키거나 경쟁할만한 토착종으로는 해안가나 강변에 개체나 군락이 많기 

때문에 내염이나 내건성에 강한 종을 선별해야 된다. 전형적인 해안식물인 순비기나무, 해당화 및 

갯그령 등이 가장 적합한 토착종으로 사료된다.

월별
식물의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6  뿌리 채 뽑기 ″

7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추가제거 기간

8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9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10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표 149. 서양금혼초의 월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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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상추(Lactuca scariola)는 유럽 원산의 일년생 또는 이년생풀로 1980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보고되었으며, 작물이나 사료 등의 해외물자에 섞여 이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이입되어 도로나 공터 및 해안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짧은 생활형과 다수의 종자생산능력을 

지닌 전형적인 선구성 식물이고 건조한 기후조건에 견디는 능력이 탁월한 건생식물이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2011). 

따라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종자산포 시기를 맞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며, 인체에 피해는 없지만 잎 뒷면과 가장자리에 가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

된다.

월별
식물의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

5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6  뿌리 채 뽑기 ″

7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추가제거 기간

8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9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10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표 150. 가시상추의 월별 관리방안

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및 털물참새피(P. d. var. indutum)는 여러해살이풀로 북아메

리카 원산이지만 유입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료 등의 물자에 혼입되어 이입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남부지방에 이입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농수로나 소하천 및 

저수지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꽃이 피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름철에는 대규

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뻗은 줄기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이 식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열매가 맺기 전에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이후에 자라나오는 개체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376 문화재청

월별
식물의 생활사

관 리 방 법 비 고
싹 영양생장 꽃 열매

3  뿌리 채 뽑기 -

4  뿌리 채 뽑기 집중제거 기간

5  뿌리 채 뽑기 ″

6  뿌리 채 뽑기 ″

7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8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9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추가제거 기간

10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11 줄기 자르기, 뿌리 채 뽑기 ″

표 151. 물참새피 및 털물참새피의 월별 관리방안 

2) 식생현황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섬과 등 중 2018년에는 장자도, 신자도, 대마등, 백합등을, 2019년에는 

도요등, 맹금머리등, 신자도, 진우도, 도요등, 백합등의 식생을 파악하였다. 또한, 새섬매자기가 분포

하는 명지갯벌, 을숙도 남단 갯벌, 맹금머리등 갯벌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단기간의 조사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갯벌의 확대 및 축소, 염분 농도의 변화, 식생과 퇴적지의 발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낙동강 하류에 도래하는 철새의 

개체수와 먹이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찰 및 

장비를 이용한 기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 포유류

낙동강 하류는 을숙도, 일응도, 대마등 장자도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삼각주가 발달해 있고 삼각

주와 해안 일대의 갯벌과 우거진 갈대숲은 포유류의 좋은 서식지가 되고 있으나, 많은 개발로 인해 

포유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서식지 간에 연결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유류의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정보호종인 수달 및 삵의 경우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전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침입종인 뉴트리아 1종이 서식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티터링을 통해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달의 경우 물가에 있는 바위 구멍 또는 나무뿌리 밑이나 땅에 구멍을 파고 살며, 야행성 이지만 

낮에도 활동한다. 조심성이 많아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수달 서식지에 주요 요건은 하나의 서식지당 

최소 2~3개의 보금자리와, 휴식 및 섭식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배설장소인 모래사장이나 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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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아 있는 바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달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서식지 조성작업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달의 인공굴은 천적 또는 큰 짐승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 넓이를 수달이 출입

할 수 있을 정도인 200-250mm로 좁게 조성하며, 방 내부는 가로 600mm, 세로 600mm 높이 

450mm의 공간이 필요하고 지붕 외부는 판자나 비닐 등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비가 새지 

않도록 하고 수달굴 표면은 물론 주변까지 식생을 조성하여 인공굴을 주변으로부터 은폐시켜야 

한다. 인공굴 출입구는 노출시간이 줄이면서 물에서 곧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하천 방향을 향하도록 

하며, 제방사면이 완만한 비탈이 만들어지도록 조성해야 한다. 또한 평수위시 이용이 가능한 굴과 

장마철 수위가 높아져 평수위시 이용이 불가능한 굴을 대체할 수 있게 최대 만수위시 사용할 수 

있는 굴도 조성해 주고 수변에서 굴까지 은신하며 이동할 수 있게 갈대 등으로 이동통로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수달에 경우 사냥한 후 물 밖에서 섭식하기 때문에 수변에 바위 및 모래사장을 조성 

및 보존 하고 수변에 나무 및 관목지대, 갈대군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한다. 생태

공원 주변은 경관을 위해 풀베기 등을 하는데 수변 주변 및 수달 서식지 주변은 일정부분 남겨주어 

은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낚시 줄 및 폐그물 같은 쓰레기는 

정화활동을 통해 제거하고 어업활동에 쓰이는 통발어망은 수달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에 

십자모양으로 격자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수달이 서식하는 서식지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람에 유입을 통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삵의 흔적이 관찰된 지역은 대부분 도로가 있어 차량이동이 많고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로드킬에 위험이 있으며 은신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서식지를 

조성해주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 도로에 과속방지턱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생태통로 조성과 야생

동물 반사경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다. 

생태통로는 조성위치에 따라서 선형, 육교형, 터널형으로 구분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하천변 

등을 따라 조성하는 선형통로는 식생을 이용하여 조성하고 산림과 하천에 이동을 방해하는 도로나 

사람의 이동이 많은 지역은 육교형이나 터널형으로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삵에 경우 생태

통로 최소규격은 육교형의 경우 너비 6.8m 길이35m로 조성하고 터널형은 길이 45m, 지름 0.8m 

개방도(입구면적/통로길이) 0.01로 조성해야 한다. 생태통로 조성이 힘든 지역은 야생동물 반사경을 

설치하는데 야생동물 반사경은 갓길을 따라 있는 말뚝에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에 반응

하여 주변 지역에 붉은 빛을 반사하게 된다. 붉은빛은 운전자에게는 반사되지 않는 각도이고 도로를 

건너려 할 때 가장 반사가 잘 되도록 각도를 유지하여 야생동물이 길을 건너는 것을 막는 빛 

울타리로 작용하게 된다. 야생동물 반사경은 차량이 지나간 후에는 더 이상 빛을 반사하지 않아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야생동물 반사경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용역(2차) 최종보고서

378 문화재청

서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깨지지 않게 관리해야하며, 낮에는 반사 빛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로드킬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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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달의 인공보금자리 기본구조

덴마크에서 사용하는 수달 보호용 격자 설치 그림

터널형 생태통로 야생동물 반사경

그림 160. 포유류 법정보호종 관리방안 



문화재청 379

제4장 종합 결론 및 향후 관리 방안

4) 양서·파충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서식하는 양서·파충류는 대부분 농경지에서 생활하는 종이 확인

되었다. 현재 농경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로 바뀌고 있는 실정으로 농경지에 대한 조사와 양서·

파충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양서·파충류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생태공원에서 양서·파충류의 로드킬이 다수 확인되어 로드킬 방지에 대한 대첵이 필요하며, 

일부구간 배수로에 생태측구(탈출로)가 없어 생태측구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침입종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이 서식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맹꽁이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은 은신처와 산란지이지만 최근 가뭄과 서식지 훼손 등

으로 인해 맹꽁이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맹꽁이에 서식을 위해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맹꽁이 대체서식지는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고운 흙이 

산란지와 가까운 주변에 있어야 하며, 산란지는 수 공간 면적이 클수록 좋으나 개방수면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따라서 개방수면과 식생피복이 혼재될수록 좋고 가장자리가 완만한 경사가 좋다. 

수심은 10~40cm 사이 수심으로 넓게 확보하고 일부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1m 이상 깊은 수심도 

필요하다. 수심이 20cm 이하 일 경우 건조에 취약하여 주기적으로 적절한 퇴적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맹꽁이는 일부 양서류와 다르게 그늘진 곳을 선호하며, 산란지에서 은신처로 사용

할 수 있는 갈대나 애기부들 같은 정수식물 하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산란지에 정수

식물 군락을 조성해야 한다. 이후 맹꽁이 대체서식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맹꽁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61. 맹꽁이 산란지 모식도(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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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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폴트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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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된다.

사. 교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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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교란등급을 분류하였다. 향후 토지피복도 및 토지이용도 분석 결과와 더불어 

조류의 출현위치, 생태계교란종 출현위치 등 조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교란등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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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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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록

지점 A2: 사하구 장림동 일대 지점 M5: 북구 화명동 일대

지점 F1: 강서구 식만동 일대 지점 K1: 강서구 신호동 일대

지점 M5: 북구 화명동 일대 지점 O2: 강서구 봉림동 일대

부록표 1. 어류 조사지점의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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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반댕이 치리

숭어 블루길

배스 흰발망둑

문절망둑 민물검정망둑

부록표 2. 주요 출현 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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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명 국  명

편형동물문 Dugesia  sp. 플라나리아류

연체동물문

Cipangopaludina  chinensis malleata 논우렁이

Cipangopaludina  japonica 큰논우렁이

Pomacea  canaliculata 왕우렁이

Parafossarulus  manchouricus 쇠우렁이

Stenothyra  edogawaensis 흑색반점기수우렁이

Stenothyra  glabra 둥근입기수우렁이

Semisulcospira  forticosta 주름다슬기

Radix  auricularia 물달팽이

Physa acuta 왼돌이물달팽이

Gyraulus  convexiusculus 또아리물달팽이

Hippeutis  cantori 수정또아리물달팽이

Polypylis  hemisphaerula 배꼽또아리물달팽이

Oxyloma  hirasei 뾰족쨈물우렁이

Limnoperna  fortunei 민물담치

Unio  douglasiae 말조개

Corbicula  (Corbiculina) fluminea 재첩

환형동물문

Hediste  japonica 참갯지렁이

Branchiura  sowerbyi 아가미지렁이

Limnodrilus  gotoi 실지렁이

Alboglossiphonia  heteroclita 달팽이넙적거머리

Alboglossiphonia  lata 조개넙적거머리

Erpobdella  lineata 돌거머리

연갑강

Mysidae sp. 곤쟁이류

Gnorimosphaeroma  sp. 잔벌레류

Asellus sp. 물벌레류

Gammarus  sp. 옆새우류

Neocaridina  denticulata denticulata 새뱅이

Macrobrachium  nipponense 징거미새우

Exopalaemon  modestus 각시흰새우

Exopalaemon  sp. 밀새우류

Hemigrapsus  penicillatus 풀게

부록표 3. 낙동강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출현 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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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명 국  명

하루살이목

Baetis  fuscatus 개똥하루살이

Cloeon  dipterum 연못하루살이

Caenis  nishinoae 등딱지하루살이

잠자리목

Paracercion  calamorum 등검은실잠자리

Ceriagrion  melanurum 노란실잠자리

Ischnura  asiatica 아시아실잠자리

노린재목
Muljarus  japonicus 물자라

Gerris  (Gerris) latiabdominis 애소금쟁이

딱정벌레목

Coelostoma  (Coelostoma) orbiculare 잔등볼록물땡땡이

Enochrus  (Holcophilydrus) simulans 애넓적물땡땡이

Hydrochara  sp. 잔물땡땡이류

Scirtidae  sp. 알꽃벼룩류

Galerucella  (Galerucella) nipponensis 일본잎벌레

파리목

Tipula sp. 각다귀류

Aedes sp. 숲모기류

Anopheles  sp. 얼룩날개모기류

Culex sp. 집모기류

Tanypodinae  sp. 늪깔따구류

Chironomidae  sp.1 깔따구 sp.1

Chironomidae  sp.6 깔따구 sp.6

Odontomyia  garatas 범동애등에

Sepedon sp. 뿔들파리류

Syrphidae  sp. 꽃등에류

Muscidae  sp. 집파리류

날도래목 Hydroptila  KUa 애날도래 KUa

나비목 Nymphulinae  sp. 물명나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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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하루살이 (하루살이목) 새노란실잠자리 (잠자리목)

배치레잠자리 (잠자리목) 밀잠자리붙이 (잠자리목)

남색초원하늘소 (딱정벌레목) 등얼룩풍뎅이 (딱정벌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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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뎅이 (딱정벌레목) 칠성무당벌레 (딱정벌레목)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딱정벌레목) 두점배허리노린재 (노린재목)

떼허리노린재 (노린재목) 무당알노린재 (노린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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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매미 (노린재목) 호리꽃등에 (파리목)

노랑나비 (나비목) 홍점알락나비 (나비목)

남방부전나비 (나비목) 작은멋쟁이나비 (나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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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1차
(봄)

2차
(여름)

3차
(가을)

    Order Ephemeroptera   하루살이목
      Family Ephemeridae       하루살이과
Ephemera orientalis 동양하루살이 ●
    Order Odonata   잠자리목
      Family Coenagrionidae       실잠자리과
Paracercion melanotum 작은등줄실잠자리 ●
Paracercion v-nigrum 왕실잠자리 ● ● ●
Ischnura asiatica 아시아실잠자리 ● ●
Ischnura senegalensis 푸른아시아실잠자리 ● ● ●
Ceriagrion auranticum 새노란실잠자리 ● ● ●
      Family Aeshnidae       왕잠자리과
Anax parthenope julius 왕잠자리 ● ●
Aeschnophlebia longistigma 긴무늬왕잠자리 ● ●
      Family Macromiidae       잔산잠자리과
Epophthalmia elegans 산잠자리 ● ●
      Family Libellulidae       잠자리과
Lyriothemis pachygastra 배치레잠자리 ●
Orthetrum albistylum 밀잠자리 ● ●
Orthetrum melania 큰밀잠자리 ● ●
Crocothemis servilia mariannae 고추잠자리 ● ●
Deielia phaon 밀잠자리붙이 ● ●
Sympetrum eroticum 두점박이좀잠자리 ● ●
Sympetrum frequens 고추좀잠자리 ● ●
Pantala flavescens 된장잠자리 ● ●
Sympetrum risi 들깃동잠자리 ●
    Order Blattodea   바퀴목
      Family Blattellidae       바퀴과
Blattella nipponica 산바퀴 ● ● ●
    Order Mantodea   사마귀목
      Family Mantiidae       사마귀과
Hierodula patellifera 넓적배사마귀 ●
Tenodera angustipennis 사마귀 ● ●
Tenodera sinensis 왕사마귀 ●
Statilia maculata 좀사마귀 ● ●

    Order Dermaptera   집게벌레목

      Family Anisolabididae       민집게벌레과

Euborellia annulipes 애흰수염집게벌레 ● ● ●

      Family Forficulidae       집게벌레과

Forficula scudderi 못뽑이집게벌레 ● ●

Timomenus komarowi 고마로브집게벌레 ● ● ●

    Order Phasmida   메뚜기목

부록표 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육상곤충류 전체 출현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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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1차
(봄)

2차
(여름)

3차
(가을)

      Family Tettigoniidae       여치과
Conocephalus chinensis 쌕쌔기 ● ●
Chizuella bonneti 잔날개여치 ● ●
Eobiana engelhardti 애여치 ●
Gampsocleis ussuriensis 긴날개여치 ●
Ducetia japonica 줄베짱이 ●
Phaneroptera nigroantennata 검은다리실베짱이 ● ● ●
      Family Tetrigidae       모메뚜기과
Tetrix japonica 모메뚜기 ● ●
      Family Pyrgomorphidae       섬서구메뚜기과
Atractomorpha lata 섬서구메뚜기 ● ●
      Family Acrididae       메뚜기과
Oxya chinensis sinuosa 우리벼메뚜기 ● ●
Oedaleus infernalis 팥중이 ● ●
Trilophidia annulata 두꺼비메뚜기 ● ●
Acrida cinerea 방아깨비 ● ●
Patanga japonica 각시메뚜기 ● ● ●
Shirakiacris shirakii 등검은메뚜기 ● ●
Aiolopus thalassinus tamulus 청분홍메뚜기 ● ●

    Order Hemiptera   노린재목

      Family Reduviidae       침노린재과

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다리무늬침노린재 ● ●

Velinus nodipes 껍적침노린재 ● ●

Peirates turpis 검정무늬침노린재 ●

      Family Alydidae      호리허리노린재과

Riptortus clavatus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 ●

      Family Coreidae       허리노린재과

Acanthocoris sordidus 꽈리허리노린재 ● ●
Hygia (Colpura) lativentris 떼허리노린재 ●
Hygia (Hygia) opaca 애허리노린재 ●

Cletus punctiger 시골가시허리노린재 ● ●

Plinachtus bicoloripes 노랑배허리노린재 ● ●
Homoeocerus unipunctatus 두점배허리노린재 ● ● ●
      Family Dinidoridae       톱날노린재과
Megymenum gracilicorne 톱날노린재 ● ● ●
      Family Berytidae       실노린재과
Yemma exilis 실노린재 ●
      Family Lygaeidae       긴노린재과
Nysius plebeius 애긴노린재 ● ●
Tropidothorax cruciger 십자무늬긴노린재 ●

      Family Pentatomidae       노린재과

Aelia fieberi 메추리노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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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1차
(봄)

2차
(여름)

3차
(가을)

Halyomorha halys 썩덩나무노린재 ● ● ●
Dolycoris baccarum 알락수염노린재 ● ● ●
Carbula putoni 가시노린재 ● ●
Nezara antennata 풀색노린재 ● ●
Eurydema gebleri 북쪽비단노린재 ●
Graphosoma rubrolineatum 홍줄노린재 ● ●
Scotinophara horvathi 갈색큰먹노린재 ●
      Family Plataspididae       알노린재과
Megacopta punctatissima 무당알노린재 ● ●
      Family Pyrrhocoridae       별노린재과
Pyrrhocoris sibiricus 땅별노린재 ● ● ●
      Family Rhopalidae       잡초노린재과
Rhopalus (Aeschyntelus) maculatus 붉은잡초노린재 ●
Stictopleurus minutus 점흑다리잡초노린재 ●

      Family Cicadellidae       매미충과

Bothrogonia japonica 끝검은말매미충 ●

      Family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Ricania taeniata 남쪽날개매미충 ●
      Family Fulgoridae       꽃매미과
Lycorma emelianovi 꽃매미 ● ● ●

      Family Cicadidae       매미과

Cryptotympana atrata 말매미 ●

Meimuna mongolica 쓰름매미 ●

Meimuna opalifera 애매미 ●
Platypleura kaempferi 털매미 ●

    Order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Carabidae       딱정벌레과

Amara ussuriensis 우수리둥글먼지벌레 ● ●

Scarites (Scarites) sulcatus sulcatus 큰조롱박먼지벌레 ●
      Family Melolonthidae       검정풍뎅이과
Maladera cariniceps 알모양우단풍뎅이 ●
      Family Rutelidae       풍뎅이과
Blitopertha orientalis 등얼룩풍뎅이 ● ●
Mimela splendens 풍뎅이 ●
Popillia mutans 콩풍뎅이 ● ●
      Family Cetioniidae       꽃무지과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흰점박이꽃무지 ●
Clinterocera obsoleta 홀쭉꽃무지 ● ●
      Family Elateridae       방아벌레과
Agrypnus binodulus coreanus 녹슬은방아벌레 ● ●
      Family Cantharidae       병대벌레과
Cantharis (Cantharis) soeulensis 서울병대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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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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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Dermestidae       수시렁이과
Anthrenus (Nathrenus) verbasci 애알락수시렁이 ●

      Family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Coccinella septempunctata 칠성무당벌레 ● ● ●

Harmonia axyridis 무당벌레 ● ● ●

Propylea japonica 꼬마남생이무당벌레 ● ● ●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 ●
      Family Mordellidae       꽃벼룩과
Mordella brachyura 꽃벼룩 ●
      Family Tenebrionidae       거저리과
Gonocephalum persimile 꼬마모래거저리 ● ●
      Family Cerambycidae       하늘소과
Agapanthia pilicornis 남색초원하늘소 ●
Anoplophora malasiaca 알락하늘소 ● ●

      Family Chrysomelidae       잎벌레과

Chrysochus chinensis 중국청람색잎벌레 ●

Ophraella communa 돼지풀잎벌레 ●
Plagiodera versicolora 버들꼬마잎벌레 ● ●
Chrysolina aurichalcea 쑥잎벌레 ● ● ●
Lema (Lema) cyanella 쑥갓잎벌레 ●
Lema (Lema) decempunctata 열점박이잎벌레 ●
Basilepta fulvipes 금록색잎벌레 ●
      Family Curculionidae       바구미과
Lixus fasciculatus 산길쭉바구미 ●
Hypera (Hypera) postica 알팔파바구미 ●

    Order Diptera   파리목

      Family Tipulidae       각다귀과
Nephrotoma cornicina cornicina 황나각다귀 ●
      Family Asilidae       파리매과
Cophinopoda chinensis 왕파리매 ●
Promachus yesonicus 파리매 ●
Trichomachimus scutellaris 검정파리매 ● ●
      Family Stratiomyidae       동애등에과
Odontomyia garatas 범동애등에 ● ●
Ptecticus tenebrifer 동애등에 ● ● ●

      Family Syrphidae       꽃등에과

Episyrphus balteata 호리꽃등에 ● ●

Eristalis arbustorum 덩굴꽃등에 ● ●
Melanostoma mellinum 광붙이꽃등에 ●
Helophilus sapporensis 큰수중다리꽃등에 ● ●
Mesembrius flaviceps 노랑배수중다리꽃등에 ● ● ●
Metasyrphus corollae 별넓적꽃등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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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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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가을)

Syrphus torvus 털좀넓적꽃등에 ● ●
Sphaerophoria menthastri 꼬마꽃등에 ● ● ●
Phytomia zonata 왕꽃등에 ●
      Family Lauxaniidae       큰날개파리과
Minettia longipennis 검정큰날개파리 ●
      Family Dolichopodidae       장다리파리과
Dolichopus nitidus 장다리파리 ●

      Family Calliphoridae       검정파리과

Calliphora lata 큰검정파리 ● ● ●
Lucilia ampullacea 푸른등금파리 ● ●

Lucilia illustris 연두금파리 ● ● ●

      Family Sarcophagidae       쉬파리과

Helicophagella melanura 검정볼기쉬파리 ● ● ●

Sarcophagidae sp. 쉬파리(류) ● ● ●
      Family Muscidae       집파리과
Musca domestica 집파리 ● ● ●
      Family Chironomidae       깔따구과
Chironomidae sp. 깔따구(류) ● ● ●
      Family Tachinidae       기생파리과
Cylindromyia brassicaria 표주박기생파리 ●

    Order Hymenoptera   벌목

      Family Argidae       등에잎벌과

Arge captiva 홍가슴루리등에잎벌 ●

      Family Apidae       꿀벌과

Bombus (Bombus) ignitus 호박벌 ●
Bombus (Bombus) terrestris 서양뒤영벌 ●

Apis mellifera 양봉꿀벌 ● ● ●

Nomada japonica 왜알락꽃벌 ●

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 어리호박벌 ●
Eucera sp. 수염줄벌(류) ●
      Family Sphecoidae       구멍벌과
Ammophila sabulosa infesta 나나니 ●
Sceliphron madraspatanum 애황나나니 ●
      Family Formi챠dae       개미과
Camponotus japonicus 일본왕개미 ● ● ●
Tetramorium tsushimae 주름개미 ● ● ●
      Family Pompilidae       대모벌과
Cyphononyx dorsalis 대모벌 ●

      Family Vespidae       말벌과

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두눈박이쌍살벌 ● ● ●
Polistes rothneyi koreanus 왕바다리 ● ● ●

Vespa crabro flavofasciata 말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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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pula flaviceps 땅벌 ● ● ●

    Order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Lycaenidae       부전나비과

Cerastrina argiolus 푸른부전나비 ● ●
Cupido argiades 암먹부전나비 ● ● ●

Pseudozizeeria maha 남방부전나비 ● ● ●

Lycaena dispar 큰주홍부전나비 ●

      Family Nymphalidae       네발나비과

Hestina assimilis 홍점알락나비 ●
Argyreus hyperbius 암끝검은표범나비 ● ●
Polygonia c-aureum 네발나비 ● ● ●
Vanessa cardui 작은멋쟁이나비 ● ● ●

      Family Pieridae       흰나비과

Colias erate 노랑나비 ● ● ●
Eurema hecabe 남방노랑나비 ● ●

Pieris rapae 배추흰나비 ● ● ●

      Family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Sericinus montela 꼬리명주나비 ●
Papilio machaon 산호랑나비 ●
      Family Hesperiidae       팔랑나비과
Parnara guttatus 줄점팔랑나비 ● ●
      Family Geometridae       자나방과
Scopula ignobilis 넉점물결애기자나방 ● ●
      Family Sphingidae       박각시과
Macroglossum bombylans 작은검은꼬리박각시 ●
Macroglossum pyrrhostictum 벌꼬리박각시 ●

      Family Noctuidae       밤나방과

Cucullia fraterna 맵시고추밤나방 ● ●

Acronicta tridens 쌍칼무늬저녁나방 ●

      Family Limacodidae       쐐기나방과
Monema flavescens 노랑쐐기나방 ● ●
      Family Crambidae       포충나방과
Glyphodes perspectalis 회양목명나방 ● ● ●
Spoladea recurvalis 흰띠명나방 ●
      Family Zygaenidae      알락나방과
Illiberis tenuis 포도유리날개알락나방 ●
      Family Arctiidae       태극나방과
Lymantria dispar 매미나방 ● ● ●
Telochurus recens 지옥독나방 ●

총 합 계
전체

총 11목 69과 168종

11목
58과
121종

10목
56과
111종

10목
39과
8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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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새과 Equisetaceae

쇠뜨기 Equisetum arvense L. ○ ○ ○ ○

개속새 Equisetum ramosissimum Desf. ○ ○ ○

꼬리고사리과 Aspleniaceae

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Underw. ex A.Heller ○ ○ ○

네가래과 Marsileaceae

네가래 Marsilea quadrifolia L. ○

생이가래과 Salviniaceae

생이가래 Salvinia natans (L.) All. ○

은행나무과 Ginkgoaceae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 ○ ○

소나무과 Pinaceae

곰솔 Pinus thunbergii Parl. ○ ○ ○ ○

섬잣나무 Pinus parviflora Siebold & Zucc.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 et Z. ○ ○ ○

낙우송과 Taxodiaceae

메타세콰이아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 W.C.Cheng ○ ○ ○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카이즈카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Kaizuka' ○ ○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Henry ○

서양측백 Thuja occidentalis L. ○

삼백초과 Saururaceae

약모밀 Houttuynia cordata Thunb. ○

버드나무과 Salicaceae

양버들 Populus nigra var. italica Koehne ○

은사시나무 Populus x tomentiglandulosa T.B.Lee ○ ○ ○ ○

이태리포플러 Populus euramericana Guinier ○ ○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Kimura ○ ○ ○

버드나무 Salix koreensis Andersson ○ ○ ○ ○

능수버들 Salix pseudolasiogyne H.L v. ○ ○ ○

수양버들 Salix babylonica L. ○

선버들 Salix subfragilis Andersson ○ ○ ○

키버들 Salix koriyanagi Kimura ○ ○ ○

갯버들 Salix gracilistyla Miq. ○ ○ ○ ○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굴피나무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 ○ ○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 ○

자작나무과 Betulaceae

자작나무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 Hara ○

부록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전체 관속식물상 목록



문화재청 401

제5장 참고문헌 및 부록

관속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사방오리 Alnus firma Siebold & Zucc. ○ ○ ○ ○

개서어나무 Carpinus tschonoskii Maxim. ○ ○

소사나무 Carpinus turczaninowii Hance ○ ○

참나무과 Fagaceae

밤나무 Castanea crenata S. et Z. ○ ○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 ○ ○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 ○ ○ ○

갈참나무 Quercus aliena Bl. ○ ○ ○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Thunb. ○ ○ ○

가시나무 Quercus myrsinaefolia Bl. ○

느릅나무과 Ulmaceae

참느릅나무 Ulmus parvifolia Jacq. ○ ○ ○ ○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시무나무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 ○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 ○ ○

뽕나무과 Moraceae

뽕나무 Morus alba L. ○ ○ ○ ○

천선과나무 Ficus erecta Thunb. ○

무화과나무 Ficus carica L. ○

삼과 Cannabinaceae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 ○ ○ ○

쐐기풀과 Urticaceae

모시풀 Boehmeria nivea (L.) Gaudich. ○ ○ ○

왕모시풀 Boehmeria pannosa Nakai & Satake ○

왜모시풀 Boehmeria longispica Steud. ○

쥐방울덩굴과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 ○

마디풀과 Polygonaceae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 ○ ○ ○

참소리쟁이 Rumex japonicus Houtt. ○ ○ ○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 ○ ○ ○

좀소리쟁이 Rumex nipponicus Franch. & Sav. ○ ○ ○ ○

돌소리쟁이 Rumex obtusifolius L. ○ ○ ○

금소리쟁이 Rumex maritimus L. ○ ○ ○

닭의덩굴 Fallopia dumetorum (L.) Holub ○ ○ ○

감절대 Fallopia forbesii (Hance) K.Yonekura & Ohashi ○ ○

며느리배꼽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 ○ ○ ○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senticosa H.Gross ex Nakai ○ ○ ○ ○

나도미꾸리낚시 Persicaria maackiana Nakai ex M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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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 ○

미꾸리낚시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

흰여뀌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 ○ ○

명아자여뀌 Persicaria nodosa (Pers.) Opiz ○

흰꽃여뀌 Persicaria japonica (Meisn.) H.Gross ex Nakai ○ ○ ○ ○

여뀌 Persicaria hydropiper (L.) Spach ○ ○ ○ ○

바보여뀌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

봄여뀌 Persicaria vulgaris Webb & Moq. ○

개여뀌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 ○ ○

마디풀 Polygonum aviculare L. ○ ○ ○ ○

큰옥매듭풀 Polygonum bellardii Alloni ○

메밀 Fagopyrum esculentum Moench ○ ○ ○

명아주과 Chenopodiaceae

양명아주 Chenopodium ambrosioides L. ○ ○ ○

취명아주 Chenopodium glaucum L. ○ ○ ○ ○

흰명아주 Chenopodium album L. ○ ○ ○ ○

명아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 ○ ○ ○

좀명아주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 ○ ○ ○

냄새명아주 Chenopodium pumilio R.Br. ○

가는명아주 Chenopodium album var. stenophyllum Makino ○ ○ ○ ○

가는갯는쟁이 Atriplex gmelini C. A. Meyer ○ ○ ○

퉁퉁마디 Salicornia europaea L. ○

칠면초 Suaeda japonica Makino ○

나문재 Suaeda glauca (Bunge) Bunge ○ ○ ○

해홍나물 Suaeda maritima (L.) Dumort. ○

수송나물 Salsola komarovii Iljin ○

비름과 Amaranthaceae

털비름 Amaranthus retorflexus L. ○

가는털비름 Amaranthus patulus Bertoloni. ○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

털쇠무릎 Achyranthes fauriei H.Lev. & Vaniot ○ ○ ○ ○

자리공과 Phytolaccaceae

미국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L. ○ ○ ○ ○

석류풀과 Molluginaceae

석류풀 Mollugo pentaphylla L. ○

큰석류풀 Mollugo verticillata L. ○

번행초과 Aizoaceae 

번행초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 ○ ○

쇠비름과 Portulacaceae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L. ○ ○ ○ ○



문화재청 403

제5장 참고문헌 및 부록

관속식물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석죽과 Caryophyllaceae

유럽개미자리 Spergularia rubra J.Presl & C.Presl ○ ○ ○

갯개미자리 Spergularia marina (L.) Griseb. ○ ○ ○

개미자리 Sagina japonica (Sw.) Ohwi ○ ○ ○

큰개미자리 Sagina maxima A. Gray ○ ○ ○

벼룩이자리 Arearia serpyllifolia L. ○ ○ ○ ○

개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

점나도나물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Mizush. ○ ○ ○

유럽점나도나물 Cerastium glomeratum Thuill. ○ ○ ○ ○

쇠별꽃 Stellaria aquatica (L.) Scop. ○ ○ ○ ○

별꽃 Stellaria media (L.) Vill. ○ ○ ○ ○

벼룩나물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Ohwi ○ ○ ○ ○

상록패랭이 Dianthus alpinus L. ○

장구채 Silene firma Siebold & Zucc. ○ ○

끈끈이대나물 Silene armeria L. ○ ○ ○

가는끈끈이장구채 Silene antirrhina L. ○

수련과 Nymphaeaceae

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

미국수련 Nymphaea odorata Aiton ○

연꽃 Nelumbo nucifera Gaertner ○

붕어마름과 Ceratophyllaceae

붕어마름 Ceratophyllum demersum L. ○ ○ ○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참으아리 Clematis terniflora DC. ○

사위질빵 Clematis apiifolia DC. ○ ○ ○

개구리자리 Ranunculus sceleratus L. ○ ○

젓가락나물 Ranunculus chinensis Bunge ○ ○ ○

작약과 Paeoniaceae 

작약 Paeonia lactiflora Pall. ○

방기과 Menispermaceae

댕댕이덩굴 Cocculus triobus (Thunb.) DC. ○

목련과 Magnoliaceae

태산목 Magnolia grandiflor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녹나무과 Lauraceae

비목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 ○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 et Z. ○

양귀비과 Papaveraceae

개양귀비 Papaver rhoeas L. ○

애기똥풀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Oh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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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화과 Cruciferae

갓 Brassica juncea (L.) Czern. ○ ○ ○

유채 Brassica napus L. ○ ○ ○

콩다닥냉이 Lepidium virginicum L. ○ ○ ○ ○

말냉이 Thlaspi arvense L. ○ ○ ○

황새냉이 Cardamine flexuosa With. ○ ○ ○

개갓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 ○ ○

좀개갓냉이 Rorippa cantoniensis (Lour.) Ohwi ○

속속이풀 Rorippa palustris (Leyss.) Besser ○ ○ ○

구슬갓냉이 Rorippa globosa (Turcz.) Hayek ○

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 ○ ○ ○

꽃다지 Draba nemorosa L. ○ ○ ○ ○

장대나물 Arabis glabra Bernh. ○

재쑥 Descurainia sophia (L.) Webb ex Prantl ○ ○ ○

돌나물과 Crassulaceae

기린초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 ○ ○

말똥비름 Sedum bulbiferum Makino ○ ○ ○ ○

범의귀과 Saxifragaceae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 ○ ○

돈나무과 Pittosporaceae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

버즘나무과 Platanaceae

양버즘나무 Platanus occidentalis L. ○ ○

장미과 Rosaceae

쉬땅나무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 ○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 ○ ○

뱀딸기 Duchesnea indica (Andr.) Focke ○ ○ ○

가락지나물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 ○ ○

개소시랑개비 Potentilla supina L. ○ ○ ○ ○

좀개소시랑개비 Potentilla amurensis Maxim. ○ ○ ○

딱지꽃 Potentilla chinensis Ser. ○ ○ ○

양지꽃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 ○ ○

곰딸기 Rubus phoenicolasius Maxim. ○ ○ ○

멍석딸기 Rubus parvifolius L. ○ ○ ○

장딸기 Rubus hirsutus Thunb. ○ ○

섬딸기 Rubus ribesioideus Matsumura ○ ○

찔레꽃 Rosa multiflora Thunb. ○ ○ ○ ○

돌가시나무 Rosa wichuraiana Crep. ex Franch. & Sav. ○ ○ ○

해당화 Rosa rugosa Thunb. ○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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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나무 Prunus persica (L.) Batsch ○ ○ ○ ○

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E.H.Wilson ○ ○ ○

소메이요시노벚나무 Prunus x yedoensis Matsum. ○ ○ ○

홍가시나무 Photinia glabra (Thunb.) Max. ○

다정큼나무 Raphiolepis indica var. umbellata Ohashi ○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

풀명자 Chaenomeles japonica (Thunb.) Lindl. ex Spach ○

피라칸다 Pyracantha angustifolia (Franch.) C.K.Schneid. ○

사과나무 Malus pumila Mill. ○

꽃사과 Malus prunifolia (Willd.) Borkh. ○

콩과 Leguminosae

자귀나무 Albizia julibrissin Durazz. ○ ○ ○ ○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

차풀 Chamaecrista nomame (Siebold) H.Ohashi ○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 ○

괭이싸리 Lespedeza pilosa (Thunb.) S. et Z. ○ ○ ○

개싸리 Lespedeza tomentosa (Thunb.) Siebold ex Maxim. ○ ○ ○

비수리 Lespedeza cuneata G. Don ○ ○ ○

매듭풀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 ○ ○

둥근매듭풀 Kummerowia stipulacea (Max.) Makino ○ ○

자귀풀 Aeschynomene indica L. ○ ○ ○ ○

살갈퀴 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is (Thuill.) K.Koch. ○ ○ ○ ○

가는살갈퀴 Vicia angustifolia L. ex Reichard ○ ○ ○

얼치기완두 Vicia tetrasperma (L.) Schreb. ○ ○ ○

새완두 Vicia hirsuta (L.) Gray ○ ○ ○

벳지 Vicia villosa Roth ○ ○ ○

갈퀴나물 Vicia amoena Fisch. ex DC. ○ ○ ○

각시갈퀴나물 Vicia dasycarpa Tenore ○ ○ ○

갯완두 Lathyrus japonica Willd. ○

털갯완두 Lathyrus japonicus var. aleuticus Fernald ex Nakai ○ ○ ○ ○

여우팥 Dunbaria villosa (Thunb.) Makino ○ ○ ○

새팥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 H.Ohashi ○ ○ ○

칡 Pueraria lobata (Willd.) Ohwi ○ ○ ○

돌콩 Glycine soja Siebold & Zucc. ○ ○ ○

큰낭아초 Indigofera bungeana Walp. ○ ○

땅비싸리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

등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 ○ ○ ○

서양벌노랑이 Lotus corniculatus L. ○ ○ ○

족제비싸리 Amorpha fruticosa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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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영 Astragalus sinicus L. ○

애기노랑토끼풀 Trifolium dubium Sibth. ○ ○ ○

선토끼풀 Trifolium hybridum L. ○ ○ ○

붉은토끼풀 Trifolium pratense L. ○ ○ ○

토끼풀 Trifolium repens L. ○ ○ ○

잔개자리 Medicago lupulina L. ○ ○ ○

전동싸리 Melilotus suaveolens Ledeb. ○

흰전동싸리 Melilotus alba Medicus ex Desv. ○ ○ ○

쥐손이풀과 Geraniaceae

쥐손이풀 Geranium sibiricum L. ○ ○ ○

이질풀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 ○ ○

괭이밥과 Oxalidaceae

괭이밥 Oxalis corniculata L. ○ ○ ○ ○

선괭이밥 Oxalis stricta L. ○ ○ ○ ○

대극과 Euphorbiaceae

예덕나무 Mallotus japonicus (Thunb.) Muell. Arg. ○ ○ ○ ○

깨풀 Acalypha australis L. ○ ○ ○

애기땅빈대 Euphorbia supina Rafin. ○ ○ ○

등대풀 Euphorbia helioscopia L. ○ ○ ○

회양목과 Buxaceae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 ○ ○

굴거리나무과 Daphniphyllaceae

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

운향과 Rutaceae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 ○ ○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in. ○ ○

소태나무과 Simaroubaceae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 ○ ○

감탕나무과 Aquifoliaceae

꽝꽝나무 Ilex crenata Thunb. ○

먼나무 Ilex rotunda Thunb. ○

노박덩굴과 Celastraceae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a Thunb. ○ ○ ○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 ○ ○

옻나무과 Anacardiaceae

붉나무 Rhus javanica L. ○

단풍나무과 Aceraceae

신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 ○ ○

고로쇠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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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기 Acer triflorum Kom. ○

은단풍 Acer saccharinum L. ○

무환자나무과 Sapindaceae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 ○ ○

나도밤나무과 Sabiaceae

합다리나무 Meliosma oldhamii Miq. ○

포도과 Vitaceae

까마귀머루 Vitis ficifolia var. sinuata (Regel) H. Hara ○ ○ ○

새머루 Vitis flexuosa Thunb. ○ ○ ○

가새잎개머루 Ampelopsis heterophylla for. citrulloides Rehder ○ ○ ○

개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 ○ ○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Planch. ○ ○ ○

거지덩굴 Cayratia japonica (Thunb.) Gagnep. ○

아욱과 Malvaceae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 ○ ○

부용 Hibiscus mutabilis L. ○

벽오동과 Sterculiaceae

수까치깨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 ○ ○

차나무과 Theaceae

후피향나무 Ternstroemia gymnanthera Sprague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

애기동백나무 Camellia sasanqua Thunb. ○

사스레피나무 Eurya japonica Thunb. ○

물레나물과 Guttiferae

좀고추나물 Hypericum laxum (Bl.) Koidz. ○ ○ ○

제비꽃과 Violaceae

콩제비꽃 Viola verecunda A.Gray ○

박과 Cucurbitaceae

뚜껑덩굴 Actinostemma lobatum Max. ○ ○ ○ ○

새박 Melothrua japonica Max. ○ ○ ○

참외 Cucumis melo var. makuwa Makino ○

하늘타리 Trichosanthes kirilowii Max. ○ ○ ○ ○

가시박 Sicyos angulatus L. ○ ○ ○

보리수나무과 Elaeagnaceae

보리수나무 Elaeagnus umbellata Thunb. ○ ○ ○ ○

보리밥나무 Elaeagnus macrophylla Thunb. ○ ○

뜰보리수 Elaeagnus multiflora Thunb. ○

부처꽃과 Lythraceae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

털부처꽃 Lythrum salicaria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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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과 Hydrocaryaceae

마름 Trapa japonica Flerow ○ ○ ○

바늘꽃과 Onagraceae

여뀌바늘 Ludwigia prostrata Roxb. ○ ○

달맞이꽃 Oenothera biennis L. ○ ○ ○ ○

애기달맞이꽃 Oenothera laciniata Hill ○ ○ ○

가우라 Gaura lindheimeri Engelm. & A.Gray ○

개미탑과 Halorrhagaceae

이삭물수세미 Myriophyllum spicatum L. ○

두릅나무과 Araliaceae

황칠나무 Dendropanax morbifera H.Lev. ○

산형과 Umbelliferae

큰피막이 Hydrocotyle ramiflora Max. ○ ○ ○

선피막이 Hydrocotyle maritima Honda ○ ○

피막이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arck ○ ○

사상자 Torilis japonica (Houtt.) Dc. ○ ○ ○

개사상자 Caucalis scabra (Thunb.) DC. ○ ○

미나리 Oenanthe javanica (Bl.) DC. ○ ○

벌사상자 Cnidium monnieri (L.) Cusson ○ ○ ○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 ○

구릿대 Angelica dahurica Benth. & Hook.f. ex Franch. & Sav. ○

층층나무과 Cornaceae

산딸나무 Cornus kousa F.Buerger ex Miquel ○

층층나무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

말채나무 Cornus walteri F.T.Wangerin ○

진달래과 Ericaceae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M.Sugim. ex T.Yamaz.

○ ○ ○

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 ○ ○

앵초과 Primulaceae

좀가지풀 Lysimachia japonica Thunb. ○ ○ ○

봄맞이 Androsace umbellata (Lour.) Merr. ○ ○ ○

갯질경이과 Plumbaginaceae

갯질경 Limonium tetragonum (Thunb.) Bullock ○

감나무과 Ebenaceae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

때죽나무과 Styracaceae

때죽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 ○ ○

물푸레나무과 Oleaceae

물푸레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 ○ ○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 et Pax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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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무 Ligustrum japonicum Thunb. ○ ○

목서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 ○ ○

구골나무 Osmanthus heterophylla (G.Don) P.S.Green ○

서양수수꽃다리 Syringa vulgaris L. ○

협죽도과 Apocynaceae

협죽도 Nerium indicum Mill. ○

박주가리과 Asclepiadaceae

박주가리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 ○ ○ ○

메꽃과 Convolvulaceae

갯메꽃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 ○ ○

애기메꽃 Calystegia hederacea Wall. ○ ○ ○

메꽃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 ○ ○

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 Lam. ○

미국실새삼 Cuscuta pentagona Engelm. ○ ○ ○ ○

애기나팔꽃 Ipomoea lacunosa L. ○ ○ ○

꽃고비과 Polemoniaceae

지면패랭이꽃 Phlox subulata L. ○ ○

가지과 Solanaceae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 ○ ○ ○ ○

배풍등 Solanum lyratum Thunb. ○ ○ ○

까마중 Solanum nigrum L. ○ ○ ○ ○

미국까마중 Solanum americanum Mill. ○ ○ ○ ○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 ○ ○

지치과 Borraginaceae

모래지치 Argusia sibirica (L.) Dandy ○ ○ ○ ○

꽃받이 Bothriospermum tenellum Fisch. & C.A.Mey. ○ ○ ○

꽃마리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 ○ ○

마편초과 Verbenaceae

버들마편초 Verbena bonariensis L. ○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 fil. ○ ○ ○ ○

꿀풀과 Labiatae

배초향 Agastache rugosa (Fisch. et Meyer) O. Kuntze ○ ○

긴병꽃풀 Glechoma grandis (A.Gray) Kuprian. ○

익모초 Leonurus japonicus Houtt. ○ ○ ○

광대나물 Lamium amplexicaule L. ○ ○ ○

배암차즈기 Salvia plebeia R. Br. ○ ○ ○

들깨풀 Mosla punctulata (Gmel.) Nakai ○ ○ ○

개쉽싸리 Lycopus ramosissimus (Makino) Makino ○ ○

쉽싸리 Lycopus lucidus Turcz. ○ ○

섬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var. japonica H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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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k.) Hara ○ ○ ○

현삼과 Scrophulariaceae

참오동나무 Paulownia tomentosa (Thunb.) Steud. ○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 ○

주름잎 Mazus pumilus (Burm.f.) Steenis ○ ○ ○

밭뚝외풀 Lindernia procumbens (Krock.) Borbas ○

논뚝외풀 Lindernia micrantha D. Don ○ ○ ○

문모초 Veronica peregrina L. ○

선개불알풀 Veronica arvensis L. ○ ○ ○

큰개불알풀 Veronica persica Poir. ○ ○ ○

큰물칭개나물 Veronica anagallisaquatica L. ○

능소화과 Bignoniaceae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 ○

쥐꼬리망초과 Acanthaceae

쥐꼬리망초 Justicia procumbens L. ○ ○ ○

질경이과 Plantaginaceae

질경이 Plantago asiatica L. ○ ○ ○

갯질경이 Plantago major for. yezomaritima (Koidz.) Ohwi ○

개질경이 Plantago camtschatica Cham. ex Link ○ ○ ○

털질경이 Plantago depressa Willd. ○ ○

창질경이 Plantago lanceolata L. ○ ○ ○

미국질경이 Plantago virginica L. ○ ○

꼭두선이과 Rubiaceae

계요등 Paederia scandens (Lour.) Merr. ○ ○ ○

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

갈퀴덩굴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Hayek ○ ○ ○ ○

인동과 Caprifoliaceae

아왜나무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Zabel ex Rumpler ○

꽃댕강나무 Abelia x grandiflora (Rovelli ex Andr ) Rehder ○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L. H. Bailey ○ ○ ○

인동덩굴 Lonicera japonica Thunb. ○ ○ ○ ○

마타리과 Valerianaceae

뚝갈 Patrinia villosa (Thunb.) Juss. ○ ○ ○

국화과 Compositae

떡쑥 Gnaphalium affine D. Don ○ ○ ○ ○

선풀솜나물 Gnaphalium calviceps Fernald ○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L. ○ ○ ○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L. ○ ○ ○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L. ○ ○ ○ ○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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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꼬마리 Xanthium canadense Mill. ○ ○ ○ ○

등골나물 Eupatorium japonicum Thunb. ○ ○ ○

양미역취 Solidago altissma L. ○ ○ ○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Nakai ○ ○ ○

개쑥부쟁이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 ○

해국 Aster spathulifolius Max. ○ ○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Willd. ○ ○ ○

큰비짜루국화 Aster subulatus var. sandwicensis A.G.Jones ○ ○ ○

개망초 Erigeron annuus (L.) Pers. ○ ○ ○ ○

봄망초 Erigeron philadelphicus L. ○ ○ ○ ○

주걱개망초 Erigeron strigosus Muhl. ○ ○

망초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 ○ ○ ○

큰망초 Conyza sumatrensis E.Walker ○ ○ ○ ○

머위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 ○ ○

붉은서나물 Erechtites hieracifolia Raf. ○ ○ ○ ○

개쑥갓 Senecio vulgaris L. ○ ○ ○ ○

중대가리풀 Centipeda minima (L.) A.Br. & Asch. ○ ○

불란서국화 Chrysanthemum leucanthemum L. ○ ○

감국 Dendranthema indicum (L.) DesMoul. ○ ○ ○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 ○ ○ ○ ○

개똥쑥 Artemisia annua L. ○

개사철쑥 Artemisia apiacea Hance ex Walp. ○ ○

뺑쑥 Artemisia feddei H.Lev. & Vaniot ○ ○ ○

물쑥 Artemisia selengensis Turcz. ex Besser ○ ○ ○ ○

쑥 Artemisia princeps Pamp. ○ ○ ○ ○

한련초 Eclipta prostrata (L.) L. ○ ○ ○ ○

주홍서나물 Crassocephalum crepidioides (Benth.) S. Moore ○ ○ ○ ○

원추천인국 Rudbeckia bicolor Nutt. ○ ○ ○

가막사리 Bidens tripartita L. ○ ○ ○ ○

도깨비바늘 Bidens bipinnata L. ○ ○ ○ ○

털도깨비바늘 Bidens biternata Merr. & Sherff ex Sherff ○ ○ ○ ○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L. ○ ○ ○ ○

울산도깨비바늘 Bidens pilosa L. ○ ○ ○ ○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지칭개 Hemistepta lyrata Bunge ○ ○ ○

큰금계국 Coreopsis lanceolata L. ○ ○ ○

기생초 Coreopsis tinctoria Nutt. ○ ○ ○

코스모스 Cosmos bipinnatus Cav. ○ ○ ○

만수국아재비 Tagetes minuta L. ○ ○ ○ ○

서양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Web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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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씀바귀 Ixeris repens (L.) A.Gray ○

벋음씀바귀 Ixeris debilis (Thunb.) A.Gray ○ ○ ○ ○

벌씀바귀 Ixeris polycephala Cass. ○ ○ ○ ○

선씀바귀 Ixeris strigosa J.H.Pak & Kawano ○ ○ ○

노랑선씀바귀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 ○ ○

좀씀바귀 Ixeris stolonifera A. Gray ○ ○ ○

가는잎왕고들빼기 Lactuca indica for. indivisa Hara ○ ○ ○

왕고들빼기 Lactuca indica L. ○ ○ ○ ○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L. ○ ○ ○ ○

사데풀 Sonchus brachyotus A. P. Dc. ○ ○ ○ ○

방가지똥 Sonchus oleraceus L. ○ ○ ○ ○

큰방가지똥 Sonchus asper (L.) Hill. ○ ○ ○ ○

뽀리뱅이 Youngia japonica (L.) Dc. ○ ○ ○ ○

이고들빼기 Crepidiastrum denticulatum Pak & Kawano ○ ○ ○

고들빼기 Crepidiastrum sonchifolium Pak & Kawano ○ ○ ○

부들과 Typhaceae

부들 Typha orientalis C.Presl ○ ○ ○

애기부들 Typha angustifolia L. ○ ○ ○ ○

가래과 Potamogetonaceae

말즘 Potamogeton crispus L. ○ ○ ○

지채과 Juncaginaceae

지채 Triglochin maritimum L. ○ ○

택사과 Alismataceae

보풀 Sagittaria aginashi Makino ○

벗풀 Sagittaria sagittifola subsp. leucopetala Hartog ○

자라풀과 Hydrocharitaceae

자라풀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 ○ ○

나사말 Vallisneria natans (Lour.) H.Hara ○ ○ ○

벼과 Gramineae

해장죽 Arundinaria simonii (Carriere) Siebold & C.Riviere ○ ○ ○ ○

조릿대 Sasa borealis (Hack.) Makino ○ ○ ○

뚝새풀 Alopecurus aequalis Sobol. ○ ○

겨이삭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 ○ ○

쇠돌피 Polypogon fugax Nees ex Steud. ○ ○ ○

갯쇠돌피 Polypogon monspeliensis (L.) Desf. ○ ○ ○

개피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 ○ ○ ○

산조풀 Calamagrostis epigeios (L.) Roth ○ ○ ○ ○

갈풀 Phalaris arundinacea L. ○ ○ ○ ○

애기향모 Anthoxanthum glabrum (Trin.) Veldkamp ○

큰비노리 Eragrostis pilosa (L.) P.Beau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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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리 Eragrostis multicaulis Steud. ○ ○ ○

그령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 ○ ○

구주개밀 Agropyron repens (L.) P.Beauv. ○ ○ ○ ○

속털개밀 Agropyron ciliare (Trin.) Fr. ○ ○ ○ ○

개밀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wi ○ ○ ○ ○

빕새귀리 Bromus canadensis subsp. yezoensis V.N.Voroshilov ○

참새귀리 Bromus japonicus Thunb. ex Murray ○ ○ ○ ○

털큰참새귀리 Bromus commutatus Schard. ○

털빕새귀리 Bromus tectorum L. ○ ○

큰이삭풀 Bromus unioloides H.B. & K. ○ ○ ○ ○

쥐보리 Lolium multiflorum Lam. ○ ○ ○ ○

호밀풀 Lolium perenne L. ○ ○ ○

보리 Hordeum vulgare var. hexastichon (L.) Asch. ○ ○ ○

들묵새 Festuca myuros L. ○ ○ ○ ○

큰김의털 Festuca arundinacea Schreb. ○ ○ ○ ○

김의털 Festuca ovina L. ○

새포아풀 Poa annua L. ○ ○ ○

실포아풀 Poa acroleuca Steud. ○ ○

큰새포아풀 Poa trivialis L. ○ ○

포아풀 Poa sphondylodes Trin. ○ ○ ○ ○

좀포아풀 Poa compressa L. ○

왕포아풀 Poa pratensis L. ○ ○ ○ ○

방울새풀 Briza minor L. ○ ○ ○

나도겨풀 Leersia japonica Makino ○ ○ ○

줄 Zizania latifolia (Griseb.) Turcz. ex Stapf ○ ○ ○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 ○ ○ ○ ○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 ○ ○ ○

왕바랭이 Eleusine indica (L.) Gaertner ○ ○ ○

갯드렁새 Leptochloa fusca Kunth ○ ○ ○

드렁새 Leptochloa chinensis (L.) Nees ○ ○ ○

우산잔디 Cynodon dactylon (L.) Pers. ○ ○ ○ ○

쥐꼬리새풀 Sporobolus fertilis (Steud.) Clayton ○ ○ ○ ○

잔디 Zoysia japonica Steud. ○ ○ ○

갯잔디 Zoysia sinica Hance ○ ○ ○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 ○ ○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L.) P.Beauv. ○ ○ ○ ○

수강아지풀 Setaria × pycnocoma Henrard ex Nakai ○

금강아지풀 Setaria glauca (L) Beauv. ○ ○ ○ ○

가을강아지풀 Setaria faberii Herrm. ○ ○ ○ ○

개기장 Panicum bisulcatum Thun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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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개기장 Panicum dichotomiflorum Michx. ○ ○ ○ ○

바랭이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 ○ ○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 ○ ○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 ○

참새피 Paspalum thunbergii Kunth ex Steud. ○ ○ ○

나도개피 Eriochloa villosa (Thunb.) Kunth ○ ○ ○

주름조개풀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 ○ ○ ○

돌피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 ○ ○ ○

물피 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Ohwi ○ ○ ○ ○

논피 Echinochloa oryzoides (Ard.) Fritsch ○ ○ ○

띠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Pilg. ○ ○ ○ ○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 ○ ○ ○ ○

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 ○ ○ ○

참억새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 ○ ○

민바랭이새 Microstegium japonicum (Miq.) Koidz. ○ ○ ○

조개풀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 ○ ○ ○

개솔새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Hand.-Mazz. ○

솔새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 ○ ○

갯쇠보리 Ischaemum anthephephoroides (Steud.) Miq. ○

모새달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 ○ ○ ○

쇠치기풀 Hemarthria sibirica (Gandog) Ohwi ○ ○ ○

댕돌보리 Lolium rigidum Gaudin ○ ○ ○

사초과 Cyperaceae

괭이사초 Carex neurocarpa Max. ○ ○ ○

애괭이사초 Carex laevissima Nakai ○ ○ ○

통보리사초 Carex kobomugi Ohwi ○ ○ ○ ○

타래사초 Carex maackii Max. ○ ○ ○

이삭사초 Carex dimorpholepis Steud. ○ ○ ○ ○

갯청사초 Carex breviculmis var. fibrillosa Kukinth. ○

청사초 Carex breviculmis R. Br. ○ ○ ○

삿갓사초 Carex dispalata Boott ○ ○ ○

좀보리사초 Carex pumila Thunb. ○ ○ ○ ○

천일사초 Carex scabrifolia Steud. ○ ○ ○ ○

모기골 Bulbostylis barbata (Rottb.) Kunth ○

갯하늘지기 Fimbristylis ferruginea var. sieboldii Ohwi ○

새섬매자기 Scirpus planiculmis F.Schmidt ○ ○ ○ ○

매자기 Scirpus maritimus L. ○ ○

방울고랭이 Scirpus wichurae var. asiaticus T.Koyama ex W.T.Lee ○

세모고랭이 Scirpus triqueter L. ○ ○ ○

큰고랭이 Scirpus lacustris var. creber (Fern.) T.Koyama ○ ○ ○

큰매자기 Scirpus fluviatilis (Torr.) A.Gra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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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사니대가리 Cyperus sanguinolentus Vahl ○

갯방동사니 Cyperus polystachyos Rottb. ○ ○ ○

물방동사니 Cyperus glomeratus L. ○

쇠방동사니 Cyperus orthostachyus Franch. & Sav. ○ ○ ○

참방동사니 Cyperus iria L. ○ ○ ○ ○

금방동사니 Cyperus microiria Steud. ○ ○ ○ ○

방동사니 Cyperus amuricus Max. ○ ○ ○ ○

알방동사니 Cyperus difformis L. ○ ○ ○

푸른방동사니 Cyperus nipponicus Fr. et Sav. ○

파대가리 Kyllinga brevifolia Rottb. ○ ○ ○

개구리밥과 Lemnaceae

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 (L.) Sch. ○ ○ ○

좀개구리밥 Lemna perpusilla Torr. ○ ○ ○

닭의장풀과 Commelinaceae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L. ○ ○ ○ ○

골풀과 Juncaceae

꿩의밥 Luzula capitata (Miq.) Miq. ○ ○ ○

물골풀 Juncus gracillimus (Buchen.) Krecz. & Gontsch. ○ ○

길골풀 Juncus tenuis Willd. ○ ○ ○

골풀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 ○ ○

갯골풀 Juncus haenkei E. Meyer ○

푸른갯골풀 Juncus setchuensis var. effusoides Buchen. ○ ○ ○

백합과 Liliaceae

비비추 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 ○ ○

원추리 Hemerocallis fulva (L.) L. ○ ○ ○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Thunb. ○ ○ ○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 ○ ○ ○

용설란과 Agavaceae

유카 Yucca gloriosa L. ○

마과 Dioscoreaceae

참마 Dioscorea japonica Thunb. ○ ○ ○

마 Dioscorea batatas Decne. ○ ○ ○

도꼬로마 Dioscorea tokoro Makino ○ ○

각시마 Dioscorea tenuipes Franch. & Sav. ○ ○ ○

붓꽃과 Iridaceae

노랑꽃창포 Iris pseudoacorus L. ○ ○ ○ ○

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 ○ ○ ○

몬트부레치아 Tritonia crocosmaeflora Lemine ○

등심붓꽃 Sisyrinchium angustifolium Mill. ○

계(534) 432 420 375 191

  * 1권역(A, B, C, D), 2권역(E, F, O), 3권역(N, M, L), 4권역(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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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회 검토내용

자문의견 수용여부 검토 내용

문화재구역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경계지역 
같은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

○
4차년도에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
안을 제시하겠음

외래종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 ○
외래종에 대한 관리방안은 일부 제시하고 4차년도 종합보
고서에서 보다 많은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음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는 연도별 비교가 
필요

○
쇠제비갈매기 및 흰물떼새의 번식현황은 참고문헌 및 
현지조사를 분석하여 연도별 번식에 대한 자료를 삽입
하였음

야생동물위치추적기는 다양성을 위해 기러기류 
및 고니류에 대해 포획이 필요

△
기러기류 및 고니류에 대해 야생동물위치추적기 부착은 
시도하겠으나, 포획이 어려운 종들로 포획이 어려울 경
우 겨울철새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음

동물위치추적기에 활용은 매우 중요한 사례로 
추가적인 위치추적기 부착이 필요

△
야생동물위치추적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며 5대를 
부착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부착은 의논이 필요

조류의 분류군별(잠수성오리류, 수면성 오리류, 
백로류 등) 세분화 분석이 필요

○
조류의 분류군별 세분화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분류군별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실시할 예정임 

야생동물위치추적기는 5대를 분산시키지 말고 
한종으로 전부 부착하여 집중적인 분석이 필
요

○
2차년도에 고방오리(5개체)에 야생동물위치추적기를 부
착하여 분석하였음

부산시에서 수행한 낙동강생태계모니터링 자료
를 분석하여 본 사업에 반영 

○
낙동강생태계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보고서
의 최대개체수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음

문화재 보호구역외 타법령에 의한 허가사항 
준수

○ 법령의 의한 허가사항을 준수하였음

맥도강 및 평강천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필요 △
 2차년도에는 평강천에 대한 조사는 무리가 있으며, 3
차년도에 부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부산에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해 변화를 파악해야 될 
곳으로 보임

○
현재까지 자료로는 자세한 분석이 어려워 추후 4차년도
에 조류의 변화상을 분석할 예정임

현재 철새가 감소하는 원인(먹이감소, 서식지 
축소 등)과 그에 따른 저감방안이 필요

○
철새가 감소하는 원인과 저감방안은 광범위하고 많은 
문헌 및 현지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후 4차년도 
종합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임

새섬매자기와 좀매자기에 대해서는 새섬매자기
로 용어 통일이 필요

○ 새섬매자기로 용어를 통일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음

1차년도 자료에 법종보호종에 경우 대권역별 
관찰지점이 없어 2차년도 자료에 삽입이 필요

○
2차년도 최종보고서에 대권역별 법정보호종 관찰지점을 
표기하였음

현 과업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좋은 결과물
이 나왔으면 하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 
도출이 필요

○
현 과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참고문헌 
및 현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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