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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인간관계

신용석(국립공원관리공단)

서론

1

인간이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라고 부르는 것은 가련하다.

만약 과거 수천 년의 모든 인류가 현재의 우리와 같이 행동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에바 모베르그)

자연은 수십억 년에 걸쳐 뭇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의 요람’이 되어왔다. 자연은 ‘생물종으로서의 인간’이 생존해오고, ‘생물군

집으로서의 인간사회’가 형성되어 온 바탕이다. 또한 인간도 자연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자

연의 모습을 변형시켜 왔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연을 경외하면서 종교를 얻었고, 자연을 찬미하면서 예술을 얻었으며, 

자연을 탐구하면서 과학을 얻었다. 한 지역의 자연은 결코 다른 지역에 복제되거나 이식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1) 단적으로, 인간이 없는 자연은 상상할 수 있어도 자연이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그만큼 인간에게 자연은 필수적인 생존 기반이다.

1) 이인규, 2011, ‘자연유산 보존정책’, 자연유산 담당자 교육교재, 한국전통문화학교,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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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자연은 급격한 인구 증가, 과도한 자원 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 파괴로 

생태적 안정성과 균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음으로써 더 이상 ‘생명의 요람’으로 존재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보

이지만, 그 대가로 황폐해진 자연생태계는 곧 인간의 정서적 피폐화를 가져와 행복감과 삶

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자연의 역습’을 초래하여 인간의 문명생

활은 물론 생존 자체에도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자연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활동이므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현재 보이는 자연환경의 모습에 담겨진 역사적·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탐방객의 눈높이에 맞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연도 

보전하고 인간도 정신적·육체적 치유(힐링)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 즉 자연과 인간 사이

에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연해설의 궁극적 목적이다. 

따라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의 요람’이었던 자연이 ‘자연의 역습’을 초래할 만큼 황폐화

된 현재 상황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자

연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어떤 모습과 가치를 전달하고 어떤 느낌을 갖도

록 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혜안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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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이해

2

1. 자연(nature, 自然)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nature)은 라틴어 natura, natus(태어나다, 자라다)에서 유래한 

말로서, 만들어진 것(인공적, 문화적인 것)과 대비되는 존재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서양에

서는 한때(고대 그리스) 자연과 인간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상을 가지기도 했으나, 점차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어 중세 이후에는 자연을 영혼이 없는 

사물로 보는 사상에 의해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관념으로 보았다. 

동양에서의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철학적인 뜻을 갖고 있다. 노자(老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을 풀이하면 ‘인간은 땅에서 배

우고, 땅은 하늘에서 배우며, 하늘은 도에서 배우고, 도는 곧 자연을 본받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곧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법칙성을 갖고 있는 세상의 이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양의 자연(nature)은 물질적 의미가 강하고, 동양의 자연(自然)은 관념적 의미가 

강한 개념 차이가 있다.

인문학 영역에서의 자연은 ‘인간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를테면 문화, 기술, 교육 

등에 대비되며, 인간의 내적 영역에 작용하는 외적 요인이다. 자연은 근원적인 것, 원천적으

로 옳은 것, 무언가 기준이 되는 것, 절로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스럽다’라

는 말은 ‘꾸밈이나 거짓이나 억지가 없어 어색하지 않다’라는 뜻이다.2)

자연과학 영역에서의 자연은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진’ 기후적·지형적 

현상에 의해 형성된 지리적 공간과 이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 그리고 비, 눈, 바

람, 구름, 계절, 낮과 밤 등의 기상현상을 통틀어 일컬으며,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원

리와 법칙을 포함한 개념이다.

2) 박호성, 2012, 자연의 인간, 인간의 자연, 후마니타스,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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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 두 가지의 자연 1

① 개발의 대상 ; 자연자원 채취, 개발, 이용 / 극복과 정복의 대상

② 보전의 대상 ; 자연유산, 아름다움, 쾌적함(amenity)3)

• 두 가지의 자연 2

① 인문적(문화적) 자연 ; 어머니, 고향, 회귀(回歸) 등을 연상

② 자연과학적 자연 ; 생물, 생물자원, 생태계 등을 지칭

2. 환경(environment, 環境) / 자연환경

환경이란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물리적, 생물적 외부조건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생물체를 중심으로 그 생물체의 생존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요인을 의미한다.

환경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 의미로 쓰이는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또는 문화환경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자연환경을 ‘지상, 지하, 해양의 모든 생

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

함)’로, 생활환경을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환경’으

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가정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에서의 환경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관계된 문화환경이다.

환경미학(철학, 예술)에서의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그 가운데에 사람이 관찰

자로서 존재),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존

재하게 되는 어떤 것이다.4)

생물체마다 최적의 환경조건은 각각 다르다. 즉, 인간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도시, 도로, 농

경지, 저수지, 골프장 등) 다른 생물체에게는 나쁜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인간 입장에서는 더

럽고, 냄새나고, 불편한 환경이더라도 그곳을 삶터로 하는 생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일 수 

3) 어메너티(amenity) ; 쾌적함, 매력성, 괜찮은 모습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즉, 시각적·감성적·경험적으로 기분 좋다고 
느끼는 ‘쾌적한 환경의 질.’

4) 김문환 역, 유리오 세판마, 2000, 환경의 아름다움, 신구문화사,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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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오직 인간 중심의 환경만을 고려해온 데서 현재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생태계(ecosystem, 生態系)

생태계란 특정한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생물체와 생물체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각 생물체

와 그들의 물리적 환경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즉, 하나의 생물

은 필연적으로 주변의 환경조건에 적응하면서 다른 생물들과 경쟁하거나 공존하는 관계를 

맺으며 생존하거나 소멸하는데, 이런 관계성(에너지 흐름, 물질순환)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간적 단위 또는 개념적 단위를 의미한다. 

생태학에서는 자연을 이루는 구성원을 계층(hierarchy)으로 구분하는데5), 생태계는 여러 

생물군집(community)과 그들의 물리적 환경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간계층 영역’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여러 개의 생태계가 모여 경관(landscape)을 이룬다. 

생태계란 개념은 생태계 내에서 인간도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6) 즉,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과거의 ‘인간 중심적 자연관’으로부터 인간도 자연

의 일부라는 ‘생물 중심적 자연관’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생물다양성은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의 상호관계 및 환경과의 작용, 반작용을 통해 생명활

동을 지속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3가지 다양성을 일컫는 개념이다.

5) 하위에서 상위계층으로 개체(individual) - 개체군(population) - 군집(community) - 생태계(ecosystem) 
- 경관(landscape) - 생물군계(biome) - 생물지리지역(biogeographical region) - 생물권(biosphere).

6) 생태학에서 생물과 인간의 상호관계 ; 토끼풀의 종자 생산은 그 지역의 노처녀 수와 관계가 있다 ; 토끼풀의 종자 생산은 
땅벌의 가루받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땅벌의 수는 땅벌집을 공격하는 들쥐에게 달려 있고, 들쥐의 수는 들쥐를 잡아
먹는 고양이 수에 달려 있다. 고양이 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노처녀 수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노처녀가 많으면 토끼풀
도 많아진다.(다윈, 1859, 종의 기원, 김준호 외, 2009, 현대생태학, 교문사,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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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 다양성(genetic diversity)

종(種) 내의 유전자 다변성(DNA의 미세한 차이성)으로, 유전자 다양성이 높으면 생식적 

활력, 질병에 대한 저항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크다. 즉, 어떤 종의 유전자 다양성이 

낮으면 멸종될 확률이 높다.

(2)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생물종이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고루 있는지, 종 간의 상호관계가 활발한지 등에 

관한 개념으로, 생물종의 환경에 대한 진화적 또는 생태적 적응의 범위를 의미한다. 종 다양성

이 높아야 먹이사슬, 기후안정, 토양과 수질보호, 지구 대기의 안정 등에 기여한다. 종 다양

성은 농업, 의학, 산업, 생명공학 등 사람에게 유용한 자원을 제공한다.

(3) 생태계(군집)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community diversity)

특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그들을 에워싼 물리적 환경요인들(산림, 초지, 하천, 습지, 사

구, 갯벌, 해양 등)을 의미하고, 이들 사이의 생태학적 과정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구조적으로 

좀 더 다양한 생태계가 더 큰 종 다양성과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7)

이상을 요약하면, 생물다양성이 높고 복잡하고 오래 지속될수록 자연생태계는 더욱 안정

되고, 더욱 자연 질서에 의해 경쟁⦁공존⦁진화하며, 생물종 전체와 사람에게 더욱 많은 혜택

을 가져다준다.

나.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생태계가 사람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 한다. 인간이 단기적 이익을 추구

하여 생태계를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에 의한 피해에 둔감한 현실에서, 생태계를 보전함으로

써 얻는 장기적 이익을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환산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데에 ‘생

태계 서비스 개념’의 목적이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태복지는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에 

의한 혜택이 지역, 빈부, 남녀, 노소, 장애자, 다문화가정 등의 계층에 관계없이 고루 분배되

7) 김종원 외, 2006, 보전생물학 입문, 월드사이언스, 11~12쪽.
최재천 외, 2010,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 15쪽.
신영철, 2010,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평가, 한국학술정보,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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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크게 이용가치와 부가가치, 존재가치로 나눌 수 있다. 이용가치는 

직접이용가치(식량, 음용수, 목재, 자연약재 등)와 간접이용가치(생태계 유지, 기후 조절, 재

해 완충, 해충 조절, 물과 토양 보호, 레크리에이션, 교육 및 과학적 가치 등)로 구분된다. 부

가가치(option value)는 현재는 이용되지 않지만 미래에 이용 가능한 잠재적 가치(의약품, 

유전자원, 생물공학 소재, 식량원, 수자원 등)이다. 존재가치는 생물종, 생물다양성, 문화다

양성 등에 관한 윤리적, 심미적 가치로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람들이 얼마의 비용을 지불

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가치평가를 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독수리 한 종을 보호

하기 위하여 2000만 달러를 쓴 적이 있다.8)

[표�1]�생태계�서비스�분류�틀/�새천년생태계평가,�2003>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원�서비스

생태계가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재화

생태계 과정의 

조절기능에서 오는 

혜택

비물질적 혜택

다른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음식, 물, 연료, 섬유, 

생화학 제품, 

유전자원

기후 및 홍수 조절, 

질병 조절, 약물 해독

정신적⦁휴양적⦁

미적⦁영감적⦁

교육적⦁종교적⦁

상징적 혜택

토양 형성, 물질 

순환, 1차 생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그 서비스의 가치가 

한 해 33조 달러로서 세계 경제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또한 맹그로브 

숲을 새우 양식장으로 전환하여 얻는 수익이 1ha당 연간 1220달러 정도인 데 반해, 이 숲의 

생태계 서비스(목재 및 산림생산물, 양어장, 재해 경감 등) 중 일부만 해도 그 수익이 1ha당 

연간 1만2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9)

8) 김종원 외, 같은 책, 39~53쪽. 

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생물다양성은 생명,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 5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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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landscape, 景觀)

경관은 자연 자체의 변화와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생물적·문화적 

대상물이다. 즉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심미적 대상물(풍경)일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안에 내재된 역사(사건, 천이)가 변화적으로 표출된 형성물이다.

경관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섞여 있다. 경관은 경치, 풍경, 산수이기도 하고 환경, 장

소, 토지, 지역이기도 하다. (경관에 비교하여) 풍경은 어떤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경관을 가리키기도 한다. 경관은 다의적(多義的/ambiguous)이다.10)

경관은 지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모자이크처럼 분포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모

자이크에는 면적인 요소(조각, patch), 선적인 요소(통로, corridor), 그리고 이들의 바탕이 

되거나 둘러싸는 요소(바탕, matrix)가 있다. 이런 경관요소들 사이에 일정한 생태적 기능

(상호작용, 물질순환, 에너지 흐름)이 작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관요소들의 크기와 분

포가 변화한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경관을 형성하는 생물체와 환경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과 변화를 규명하는 학문이 경관생태학이다. 경관생태학은 주로 토지이용, 보호지역 

관리, 생태 네트워크, 생태계 복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생태학이 주로 하나의 생태계(동질적인 경관) 내에서 초본, 관목, 교목 등의 계층적 관계

를 규명하는 수직적 관계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관생태학은 주로 마을, 경작지, 산림, 산맥 

등 여러 개의 생태계(이질적인 경관) 사이에 존재하는 수평적 관계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

이가 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경관생태학적 입

장이 더 현실적이다.

10) 황기원, 2011, 경관의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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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자연관

3

1. 서양의 자연관

서구사회의 초기에 아리스토텔레스11) 등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과 물질을 

영혼이 있는 생명체로 본 물활론(hyloism)이 있었고, 스피노자와 괴테의 자연철학을 바탕

으로 하나의 생명체(우주)를 이루는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한 부분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기체적 자연관이 있었다. 자연의 한 부분의 손상은 기계의 한 부품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세계 전체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전일적(全一的, holisti

c) 세계관이었다.12)

그러나 기독교 사상13)의 보급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정당화되고, 코페르니

쿠스와 갈릴레오가 발전시킨 천문학이 우주의 패러다임을 ‘신이 창조한 정신적 우주’에서 

‘물질적 우주’로 변화시켜 자연(우주)을 하나의 과학적 현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베이컨의 경험주의와 데카르트, 뉴턴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14)이 대두되어 모든 자연요

소는 하나의 기계로서 이들 부품에는 수학적·물리적 관계만 있을 뿐 영혼은 없다는 기계

론적 자연관과 자연의 생명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 자연관

이 서구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이런 인간 위주의 자연관이 득세함으로써,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높이 평가받게 

되었고, 자연은 ‘몰가치하고 기계적인 질서체계’로 인식되면서 정복당하고 이용당할 가치

만을 지닌, 요컨대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할 따름인 피동적인 존재로 내몰리게 되었

다.15)

11)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도 생명과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연이란 본질적으로 높은 이성능력을 갖춘 인간
을 위해 낮은 이성능력을 지닌 사물(동식물)들이 존재하는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런 사조가 기
독교 사상에 담겨 유럽에 확산되었다.(김성한 역, 피터싱어, 2012, 동물해방, 연암서가, 319~323쪽) 

12) 차마고도, 2009, 인간과 자연, 과학과 환경, 큰곰자리, 34~36쪽.

13)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6~28절 ;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
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14)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객관적 사유(思惟)를 중시하고, 모든 감각과 상상력을 ‘오류의 근원’으로 배제하
였다.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여 인간의 이성적 능력(실험과 관찰)을 중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
운 것은 진리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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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양 자연관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자연을 인간이 극복해야 할 제약이라고 보고,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과학기술의 역사였다. 

② 자연을 인간의 유용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자연으로부터 많은 부와 이윤을 추구했

다.

③ 자연을 사유화하여 모든 자연요소가 매매의 대상으로 상품가치를 갖게 되어 자

연을 크게 훼손하였다. 

④ 이런 자연관은, 인간의 자연 지배를 인간 주체성의 발현이자 자유의 확대라고 

여겨 정당화하였다.16)

이성적 존재인 인간과 비이성적 존재인 다른 생물을 분리시켜 사고했던 서양의 자연관

에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바로 다윈(1809~1882)의 진화론이다. 다윈은 

5년 동안 비글호를 타고 항해한 자연탐사를 통해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거나

도태된다(자연선택)’는 내용을 바탕으로 1859년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을 출판

했는데, 그 책 안에는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처럼 자연히 만들어

져 진화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때 유럽 사회는 “다윈의 논리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이라며 조롱했고, 일부 

학자들은 “인간이 신이 기획한 결과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생겨난 산물이라는 논의는 

심판의 대상이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위협하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다윈은 1872년 <종의 기원> 6판을 내놓을 때까지 자신의 진화론을 계속 ‘진화’시

켰으며17),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화론의 타당성이 확인되고 있다. 

2. 동양의 자연관

한국, 중국, 일본을 망라한 동양사상에서의 자연관은 도교(道敎)의 노자, 장자 사상과 

유교사상, 불교철학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도교에서 노자18)의 무위자연(無爲自然), 

15) 박호성, 같은 책, 99쪽

16) 김원식 역, 다카기 진자브로, 2006,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녹색평론사, 19~20쪽.

17) 과학동아 편집부 외, 2012, 생명과 진화, 과학동아북스, 30~33쪽.

18) 노자(老子) ; 노자는 기원전 604~531년경 주(周)나라 사람으로 붓다, 공자와 함께 동양의 3대 성현으로 불린다. 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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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물아일체(物我一體) 및 순물자연(順物自然)19) 사상은 인간이 자연의 도(道)를 따

라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했다.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

은 전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천(天), 즉 자연과의 일치나 조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진

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불교의 환경관은 우주만물일체(宇宙萬物一體)

라는 사고에 의거하여 만물을 한 몸으로 보아 자연과 인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고, 생명

존중 의식에 따라 불살생(不殺生)을 으뜸가는 계목(戒目)으로 정해 선업(善業)을 쌓

도록 하였다.20) 반면, 맹자와 순자는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연의 활용과 적

극적인 변화 시도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큰 사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동양에서 자연(自然)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도가(道家)사상에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은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것으로, 서양문물이 도입되기 이전의 동양에

서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이에 따른 음

양오행, 풍수지리 등의 사상에 의해 자연에 손을 대더라도 자연의 기(氣)를 유지시키면서

최소한의 생활터전으로서만 자연을 활용해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도교, 유교, 불교의 영향을 모두 받아 산신(山神)숭배, 동물숭배

(단군신화), 풍수지리, 금산(禁山)․금송(禁松)정책, 동학사상(無爲而化)21) 등 자연을 숭

배하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책과 관습을 갖고 있었다. 

특히 산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어서 신라에서는 호국신(護國神)이 있는 경주 주변의 

삼신산(三神山)22)과 영토의 변방에 있는 오악(五岳)23)에 대하여 각각 큰 제(祭)를 지냈

다. 조선시대 때 양성지(梁誠之)가 주장한 오악은 동악 금강산, 서악 구월산, 남악 지리

사실에 바탕을 둔 지식을 추구하여 통치자들은 논어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노자는 개인적 성찰을 중시한 신비주의자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노자의 도(道)를 따랐다. <도덕경(道德經)>에서 말하는 도(道)는 세상의 이치, 인간의 도리 등 완전
한 그 무엇으로, 도는 곧 자연을 본받는 것이라 하였다. (김규택 역, 프랭크 맥호백, 2012, 한 권으로 읽는 동양철학, 
지와 사랑, 67, 170~171쪽)

19) 무위자연(無爲自然) ;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행하는 것.
물아일체(物我一體) ; 나와 자연의 사물이 하나가 되는 경지.
순물자연(順物自然) ; 마음을 담담한 경지에 노닐게 하고, 기(氣)를 막막한 세계에 맞추어 모든 일을 자연에 따르게 하고 
사심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莊子, 應帝王) 

20) 유선순 외, 2004, 동양사상에 나타난 환경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17권 1호, 145~155쪽.
차마고도, 같은 책, 38쪽. 

21) 무위이화(無爲而化) ; 하늘은 우주만물의 근원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늘(자연)은 변화해서 무엇을(생명, 식량 
등) 만들어낸다. 따라서 하늘을 믿어야 하고, 하늘 밑에 있는 만민은 평등하다.

22) 경주의 낭산(狼山), 영천 동남의 금강산(金剛山), 청도의 조례산(鳥禮山)

23) 동악 토함산, 서악 계룡산, 남악 지리산, 북악 태백산, 중악 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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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북악 장백산, 중악 삼각산이다.24)

이상과 같이 동서양의 자연관 차이를 보면,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 중심의 과학적, 

기계적 자연관이고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 중심의 관념적, 종교적 자연관이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자연을 실험과 정복의 대상으로, 동양에서는 숭배와 동화(同化)의 대상으로 

보았다.

3. 현대의 자연관

역사적으로 동·서양은 서로 다른 자연관이 존재해왔으나 과학기술을 앞세운 서구문

명이 동양에 유입된 이후, 동양은 서양의 자연관이 초래한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즉, 

급격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서구사회 이상으로 생태적·정신적 

황폐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지구적 문제로 대

두되어 동·서양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연관으로 기술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그리고 심층생태학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가. 기술 중심주의(techno-centrism)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이며,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어

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서, 인간은 이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

식이다. 기술 중심주의는 환경의 무조건적 보존보다 효율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서구사회와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이다(이정

전/ 녹색경제학)25). 

나. 생태 중심주의(eco-centrism)

환경 문제의 원인이 자연을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에게 있음에 비추어, 인간은 

자연을 초월한 우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다른 생물체들

24) 이숭녕, 1985, 한국의 자연보호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421-425쪽. 

25) 차마고도, 같은 책,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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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즉, 생태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자

연에 미친 영향(훼손, 오염)은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폐해로 인간에게 돌아오므로 경제성장보

다는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대의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 환경사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레오폴드(Aldo Leopold)의 대지윤리(land ethics)

미국 국유림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정립한 바 있는 레오폴드는 자연의

모든 요소에 윤리적으로 동등한 생물주권(Biotic right)이 있다고 하였다. 즉, 자연은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윤리적 의무는 동식물은 물론 그들의 서

식지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오폴드의 사상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윤리적 자세를 대지의 생명력을 부양해주는

생물체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 서구의 생태파시즘26)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인간계의 

가치와 자연계의 가치를 같은 것(값)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다. 즉, 레오폴드 윤리의 바탕

에는 인간의 이익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지는 인간의 생명력을 지탱해주는

생산력의 원천이므로 보전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7)

(2)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침묵의 봄》

산업혁명과 인구의 도시 집중에 의한 그간의 환경문제가 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다면,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1962)’을 통하여 사람을 비

롯한 생물의 몸체 내에 환경오염의 부산물인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먹이사

슬과 연결된 다른 생물에게까지,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를 하였다. 

특히 당시에 만연했던, 농업생산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기적의 살충제 DDT’에 의해 생

태계가 말살되고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일부 지식인들 사이

에서만 논의되던 환경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26) 생태파시즘(eco-fascism) ; 생태계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생태계 보호
를 위하여 국가나 권력이 개인의 생활이나 경제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봄.

27) 박의준, 2008, ‘20세기 서구의 인간과 환경에 대한 논의’, 인간·환경·미래 제1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 연구원, 16
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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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브록(Lovelock)의 가이아 가설(gaia theory)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으로, 가이아 가설은 ‘지구의 생물권은 

화학적·물리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기조절적인 

실체(cybernetic system)’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이아 가설은 지구의 혜성과의 충돌(이

로 인한 대멸종), 거대한 화산 폭발과 같은 격동이 있었을 때 ‘지구적인 항상성(恒常性/ h

omeostasis)’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28)

가이아 가설은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되지는 못했지만 지구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상징적

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즉, 하나의 생명체인 ‘지구 몸체’가 현재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대기, 산림, 토양, 해양, 강 등의 장기(臟器)에 손상이 왔다는 것으

로,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지구 밖에서 장기(臟器)

를 들여와 이식해야 할 것이라고 환경 문제를 비유한다. 

다. 심층 생태학(deep ecology)

노르웨이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네스(Arne Naess)가 주창한 것으로, 환경철학의 두 

가지 관점을 표층생태학(Shallow ecology)과 심층생태학으로 제시했다. 표층생태학은 부분

적인 환경오염 완화와 자원 고갈의 억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법

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전체적인

자연보전과 복원을 제창하는 새로운 자연관으로 심층생태학을 제시하였다.

심층생태학은 ‘큰 자아실현(self-realization)과 생명평등(biocentric equality)’의 원

리를 규범으로 한다. 자아실현은 인간이 자신들을 자연요소들과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임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생명평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요소들이 동등한 구

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의 성향이 지나치게 전체론 측면으로 흐르는 경향에 대해 파시즘(전

체를 위해 부분을 희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환경 파괴의 주범이 인

간이라는 주장과 결합되면 심층생태학은 인간혐오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29)  즉, ‘인간은 

다른 생물들 또는 자연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8) 박석환 외, 2004, 환경생태학, 신광문화사, 165~166쪽. 

29) 김완구, 2010, ‘인간과 자연의 관계 : 큰 자아실현과 다중심주의’, 생명연구 18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127~13
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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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4

1. 지구의 탄생과 인류의 출현

우주의 대폭발과 물질들의 팽창, 붕괴 등의 현상으로 약 50억 년 전에 태양계(태양, 지구,

주변 행성들)가 형성되었고,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구에서의 

첫 생명체(원핵생물)는 지구에 대양(물)이 형성되고 대기 중에 약간의 산소가 나타난 약 3

8억 년 전에 나타났다. 이후 중생대 백악기(약 1억 5000만~6500만 년 전)의 말기까지 아

마도 기후급변(빙하), 대륙의 충돌, 소혹성과 지구의 충돌 등으로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고,

현재의 생물상은 신생대(6500만 년 전부터) 이후에 형성돼 진화해왔다.

인간이 살 만한 환경이 갖춰진 시기는 수천만 년 전으로, 약 300만~500만 년 전에 최

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 남쪽 사람원숭이)가 출현하

였는데, 두 발로 서서 걸었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호모하빌

리스, 호모에렉투스 등의 여러 발달 단계를 거쳐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 매우 지혜로운 사람 / 크로마뇽

인)는 약 4만 년 전에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동굴에서 거주하거나 간단한 움집을 지

어 살기도 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류는 두 발로 설 수 있어 손으로 도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두뇌30) 31)가 발달하여 기억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다른 생물들과의 경쟁에서 생

존력을 높였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고,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됨으

로써 환경을 극복하거나 적응하게 하였으며, 잡식성으로 환경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할 

30) 인류의 두뇌 부피는 300만~5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500ml에서 4만 년 전 크로마뇽인의 1500ml로 3배 증
가.

31) 인간은 숫자, 크기, 힘, 속도, 감각적 예민함 등에서 어느 하나 인상적인 종(種)은 아니다. 인간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두개
골 속에 있는 2kg짜리 기관이다.(오강남 역, 데이비드 스즈키, 2012, 마지막 강의, 서해문집,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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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약 1만 년 전인 농업혁명 이전(구석기 시대)의 인류 집단은 사냥과 식물채집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약 5백만 명이 존재했는데, 이 정도의 인류문화 발달단계에서 인간은 자연환

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인구에 이르지도, 기술재능을 갖지도 못하였다.32)

2.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

약 1만 년 전의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동⦁식물에 대한 가축화와 작물화를 통한 식

량생산, 즉 농업혁명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식량을 수렵․채취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비약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었고, 정착생

활에 따른 도시 형성 및 사회구성으로 사회계층과 신분, 빈부격차가 생김에 따라 사람 간

의 경쟁에 의해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즉 그간 자연에 의존하던 생활방식이 

자연을 지배하는 생활방식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

동식물의 가축화·작물화는 자연환경 조건이 알맞은 지중해 중동지역과 중국에서 시작되

어 비슷한 기후의 유라시아 다른 지역으로, 즉 동서방향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남북으로 

길쭉하여 기후조건이 다르고 생태적·지형적 장벽이 있는 다른 대륙(아프리카, 아메리카, 오

세아니아 등)으로의 확산은 상당히 지연되거나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문명과 기술의 발전 

및 확산 역시 마찬가지였다.33)

32) 손일 외 역, Andrew Goudie, 1987, 인간과 자연환경, 신학사, 9~12쪽.

33) 김진분 역, 제레드 다이아몬드, 2013(초판 1998), 총,균,쇠, 문학사상, 566~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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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유라시아�대륙과�아메리카�대륙의�역사적�궤적34)>

구분
유라시아 아메리카

중동지역 중국 영국 남미�안데스�지역 북미�미국동부

식물의

작물화
B.C. 8500년

B.C. 

7500년 

이전

B.C. 

3500년

B.C.

3000년 이전
B.C. 2500년

동물의

가축화
B.C. 8000년 〃 〃 B.C. 3500년 -

촌락�사회 B.C. 9000년 〃
B.C. 

3000년

B.C. 

3100~1800년
B.C. 500년

국가�형성 B.C. 3700년
B.C. 

2000년

A.D. 

500년
A.D. 1년 -

철기�보급 B.C.  900년
B.C.  

500년

B.C.  

650년
- -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는 인간이 자연에 영향을 주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다. 유목민은 목축으로 토양 침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농민은 의도적으

로 자연을 변형시켜 지구생태계를 단순화시켰다. 북미의 프레이리에서는 초본과 식물 10

0종이 사라진 가운데 밀, 옥수수, 알팔파 등의 단일 작물로 대치되었다. 이러한 단순화는 생

태계의 안정을 크게 저해한다.35)

3. 문명의 발전과 자연환경 잠식

자연환경이 온화한 곳에서 문명이 형성되고, 이후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과 과

학의 발달로 문명이 발전했다.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기원전 3500년 /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집트(기원전 3000년 / 나일강), 인도(기원전 2500년 / 인더스강), 중

국(기원전 2500년 / 황하강)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북반구의 온화

한 기후와 강 유역의 비옥한 농토이다.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34) 김진분 역, 같은 책, 560쪽.

35) 손일 외 역, 같은 책, 1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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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위해 문자가 만들어졌으며(약 5000년 전), 홍수와 가뭄의 반복으로 이를 예

측하기 위한 천문학이 발달하여 달력을 만들었고, 홍수 방지와 물 사용 목적으로 제방과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수학과 건축학이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그간 신성시해왔던 자연을 정복 가능한 자연으로 인식하게 했

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되자 결국 청동으로 농기구와 무

기를 만들고 더 많은 농토를 확장하거나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점점 더 자연환경을 잠

식해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에 이어 철기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능

력은 더욱 향상되었고, 자연의 저항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인간에 대

한 저항력 약화’는 결국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했다.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포함한 지중해⦁중동지역은 인류문명의 발상지였으나 힘의 

중심이 로마제국을 거쳐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이동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은 

원래 비옥한 산림지대였으나 농업과 건축, 땔감을 위해 숲을 벌채했고, 지나치게 많은 염

소를 방목하여 결국 식물이 재생하는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자원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태학적 자살’을 저질렀던 것이다.36) 이런 환경 파괴에 

따른 폐해는 이후에도 고대 마야문명의 갑작스러운 종말, 숲이 울창했던 이스터(Easter)

섬의 비극, 그리고 중세시대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망하게 한 흑사

병의 만연 등을 초래했다.  

4. 산업혁명과 자연환경 파괴

인구증가는 환경문제의 근원이다. 각 개인에게 필요한 식량과 거주공간, 그리고 재산은

모두 자연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확보되며, 모든 경제행위와 문화생활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환경에 부담을 준다. 약 1만 년 전 500만 명에 불과했던 세계 인구는 1650년까지

약 5억 명으로 증가했고, 1850년 10억 명에 달해 불과 20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환경문제를 초래한 기폭제는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간 농업과 수공업에 머물던 ‘소규모 경제활동’은 18세기 말 공장제 기계공업과 증기

기관 발명에 의한 생산력 증가, 교통 및 통신수단 발달에 의한 교역량 증가 등으로 급속

36) 김진분 역, 같은 책, 6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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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대규모 경제발전’으로 확산되었다. 이 때문에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이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대기와 수질오염, 대량의 폐기물 발생, 전염병의 창궐 등 급속한 환경 악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화학기술 및 의약기술의 발달로 비료 생산 및 살충제 

살포, 동식물의 품질개량과 집단사육 등 농촌지역에서의 자연환경 악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제발전과 환경 악화 현상으로 상징되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

되어 서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영국의 공업도시에서 솔나방이 검정색으로 보호

색을 바꾸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런던에서 거주한 찰스 디킨슨의 

문학작품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론이 있다.

디킨슨의 작품에서 템스강은 탁한 물웅덩이, 그리고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오염되고 

부유물질로 가득한 거대한 하수도로 표현되었다. 이 강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대지가 내어주는 젖줄기가 결코 아닌 질병의 강, 죽음의 강이다. 강은 하구로 이어져 인

근 해역까지 피부염과 어패류 감염, 식중독과 질병을 불러왔다. 결국 산업화가 자연환

경에 가한 충격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안팎으로 저하시켰고, 이는 호모 사피엔스의 생

물학적, 정신적 진화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예언적 경고를 한 것으로 본

다.37)  

이러한 심각한 환경오염은 결국 1952년의 런던 스모그 사태로 이어져 5일간 4000명

이 사망하고, 그 여파로 다음 해까지 8000명이 더 사망하는 환경재해로 나타났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이를 46년으로 줄여보면 현생 인류가 차지해온 시간은 

불과 6시간 정도이고, 산업혁명은 바로 1분 전에 시작된 셈이다. 즉 불과 60초 사이에 

인간은 마치 악성 전염병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인구수를 늘려놓았고, 연료와 원자재를 

구하기 위하여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무수한 동식물을 멸종시켜왔다.38)

37) 정규환, 2004, 산업혁명시대의 녹색 사유-디킨즈와 쏘로우, 19세기 영어권 문학8(1), 19세기 영어권 문학회, 125-133
쪽.

38) 조우석 역, 조나다 포리트 편, 1992, 지구를 구하자, 청림출판,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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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시대와 자연환경

그간의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과도한 경제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자연자원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자원이 없을 만큼 소비되었다. 그 결과 산림, 토양, 지하수, 대기, 담수, 해양 

등 모든 자연요소의 양적, 질적 황폐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빛 공해 

등 생활환경의 악화, 그리고 사막화, 산성비, 광화학 스모그, 환경호르몬, 구제역 바이러스, 

도시열섬현상 등 새로운 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미 평형성을 상실한 지구생태계에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초래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은 앞으로 지구 자체가 얼마나 더 존재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하

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석유류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축산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오존, 염화불화탄소(CFC) 등의 온실가스들이 대기로 들어가 잔류하면

서 그들의 온실효과로 대류권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지구기온 상승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중 2007년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4차 평가보고서는 1980~1999년과 비교하여 세계 평균기온이 1.5~2.

5℃ 상승함으로써 전 세계 생물종의 20~30%가 멸종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AIB)를 적용했을 때 2100년경 한반도 일평균기온이 평균 

4.0℃, 강수량은 21%, 상대습도는 21%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의 대부분이 

아열대기후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우

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9)

• 자연생태계 ; 산림지역이 광범위하게 소멸되고, 전반적으로 식생대가 중위도 기준 북극 

쪽으로 100~550km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열대성 식생이 증가하

는 등 생태계의 혼란이 예상됨. 수분 증발과 초지 쇠퇴, 토양 침식 등에 의한 사막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현재 지구 면적의 19%인 3000만㎢가 사막화되고 

있으며, 1억5000만 명이 사막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39) 주로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정리. http://www.climat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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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일본 학자 우에키(植木秀幹)가 우리나라 난대성 상록활엽수 48종의 북방한계

선을 ‘대청도~변산~영암~죽도’로 지정한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

3℃ 상승함에 따른 생물구계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북방한계선이 60년 동안 14~74k

m나 북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북방한계선을 ‘백령도~청양~정읍~포

항’으로 재설정하였음. 

또한 지리산 해발 1000m 이상 지역의 구상나무 군락 분포면적 조사 결과 1981년 262

ha에서 2007년 216ha로 18% 감소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로 증발량이 급증해 광합성

에 필요한 수분을 빼앗김으로써 생장이 지연되면서 쇠퇴한 것으로 보임(국립환경연구

원, 2010).40)

• 생물종 ; 생물종의 이동 성공률이 저하되어 먹이자원, 피난처, 배우자, 산란처, 산란시기 

등을 ‘정확한 시기’에 찾기 어려움. 생물종의 분포역이 점점 높은 곳, 고위도로 이동하며 

이에 따라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더 이상 이동이 불가한 지역(도시, 댐, 도로, 펜스 등)에서

는 특정종의 절멸이 우려됨. 특히 습지 감소로 양서류, 수서생물종 감소가 예상됨.

429종의 식물과 1420종의 ‘꽃가루 매개충(pollinator)’에 대한 연구 결과, 기후변화에 

의해 17~50%의 식물종 감소가 예측되었고, 매개충의 활동기간 중 약 50%가 개화기

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41)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감소는 결국 해당 식물과 곤

충 모두에게 멸종 위기를 초래할 것임.

• 수자원 ;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 공급의 감소 및 물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가 예상됨. 이

산화탄소 농도 2배 증가 시 2050년까지 산악지역의 빙하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천수 감소가 예측됨.

• 식량 ; 지역에 따라 물 부족, 병충해 증가,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전체적인 식량 생산

량 감소가 예상됨. 바다 생태계 변화, 어류의 이동경로 변화, 산소량 감소, 물고기의 질

병 증가 등이 수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연안 ; 지난 100년간 해수면 높이는 10∼25cm 상승했으며, 지구 전체 담수량의 약 9

0%를 가두고 있는 남극의 빙산이 녹아 2100년까지 해수면 높이가 약 50cm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됨.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방글라데시 같은 저지대 지역은 지도상에서 사라

40)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반도 기후변화 민감식물 종분포 미래예측 연구, 25-26쪽.

41) Memmott et al. 2007, Global warming and the disruption of plant-pollinator interactions, Ecology Letter
s, 10(8), pp.7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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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며, 세계 경작지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임. 전 지구적으로 해안지

역의 습지는 2080년대에는 약 30%가 손실될 우려가 있고, 2050년대에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연안지역 거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인간의 건강 ; 더위 때문에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와 질병이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42)이 고위도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도 열

대성 질병의 발생이 예상됨.

돼지풀과 같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는 최근 10년 새 75%나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 기승을 부리는 나무 꽃가루는 2배나 늘었음. 이는 지구온난화로 공기 속의 이

산화탄소와 메탄이 증가하면서 꽃가루 생성이 활발해졌기 때문임.43)

지구생태계에 대한 인류의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의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 영향요인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환경현상(global weirding)

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의해 고유종과 외래종이 뒤섞인 새로운 생태계(novel ecosy

stem)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생태계는 이제 너무 많고 동시적으로 발생해서 외래

종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 관리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받

아들이되, 그 목표는 여전히 본래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44)

이런 관점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원래의 생태계로 복원(restoration)하는 것은 사실상 어

려우므로 비슷한, 또는 바람직한 상태로의 복구 및 회복(rehabilitation)을 목표로 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복원해야 할 과거의 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

고, 주변 환경을 모두 과거 상태로 돌릴 수 없으며,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완벽한 생태계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42)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신중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같은 곤충 및 설치류 매개 전염병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공우석, 2012, 기후변화와 생태계, 지오북, 213쪽)

43) 공우석, 같은 책, 110-111쪽.

44) Stuart K. Allison, 2012, Ecological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Change, Routledge,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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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種)이 자연

에 미친 영향과 인간에 대한 자연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인간은 지능이 높고, 도구와 불을 사용하여 다른 생물종들을 제압하고, 언어와 문자 및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를 구성하여 집단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자연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② 인간은 잉여식량 비축과 의학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져 수명이 길며, 지구 전체에 분

포하여 지속적으로 자연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③ 인간은 땅을 자본화하거나 동식물을 길들여 사유화하는 유일한 생물종으로, 인간 이외

의 모든 생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④ 인간은 자연환경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생활의 부산물(오염물질, 화학물질)을 자연환경

에 방출하는 유일한 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은 소극적이다. 

⑤ 이런 인간에 대하여, 자연은 심각한 기후변화, 빈번한 환경재해, 새로운 질병 등 인간

이 제어하기 어려운 ‘자연의 역습’을 가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5

1. 생태 중심주의 환경윤리의 확립

당신이 아무리 자연의 문을 세게 두드려도, 자연은 당신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다.(투르게네프)

과학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신비를 풀 수 없다. 우리가 풀려고 하는 자연은 

그 신비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막스 플랑크, 독일 이론물리학자) 

현재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는 크게 정책적․제도적 접근, 환경과학⦁

공학적 접근, 환경교육⦁사회 운동적 접근이 있다. 그 해결 수준은 사회가 자연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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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떤 가치관, 즉 어떤 환경윤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환경윤리

란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도덕적 태도가 환경을 저해할 수도 보전할 수도 있다는 의식으

로, 대부분의 환경문제 대책이 사후 조치임에 반하여 환경윤리는 사전 예방적 의지가 내재

된 개념이다.

최근 ‘지속 가능’이란 용어를 들어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를 주창하고 있으나, 인간

은 단기적 이득을 주는 경제에 더 치중하기 마련으로, 환경과 사회에 형평적 가치를 부여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고한 환경윤리관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문제의 해법은 경제성보다

는 환경윤리를 앞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를테면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고자 할 때 

경제적 효과성보다는 생명체 복원에 대한 윤리적 당위성이 더 큰 논리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소비욕망은 무한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맞추기 위한 인간 중심의 기

술개발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생태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45)

현재의 과학문명사회에서는, 과거에 인간의 자연 지배를 당연시하는 기계론적, 인간 중

심적 자연관에서 다소 벗어나, 경제발전을 하더라도 인간의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 중심주의(techno-centrism, 또는 환경관리주의)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환

경문제는 사후 조치(기술력)보다 사전 예방의 원칙(환경윤리)이 중요하므로 현재의 환

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eco-centrism)

자연관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생태 중심주의는 과학문명의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까지 향유되어야 할 자연의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

제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윤리에서는 ‘자연(생물, 비생물적 요소)에도 권리가 있는가?’를 다루는 것은 물

론, 현재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자연자원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

는가?’, ‘미래세대들이 제거하기 어려운 공해를 남겨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중

요한 물음을 던진다.46)  

45) 이상훈, 2004, 인간, 환경과 과학기술, 인간연구 6호, 인간학연구소, 216쪽.

46) 김문환 역, 같은 책,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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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다카기 진자브로는 세 가지 공생을 주장했는데, ① 모든 생물체와의 

생태적 공생 ② 모든 사람과 사회와의 공생 ③ 미래세대와의 공생이 그것으로, 여기서 주

목할 것은 미래세대와의 공생이다. 즉, 현 세대가 영위한 삶이 미래세대에게 큰 불공평을

주게 되리라는 인식으로 이 불공평성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천연자원의 일방적

소비에 따른 자원 고갈 ② 현 세대가 배출한 유해폐기물(원자력 폐기물,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등의 독성물질이나 환경호르몬)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김 ③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를 남겨둠이 그것이다.47)

그러나 현재의 첨단과학시대와 경쟁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요 자본(資本)인 자연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윤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이에 대하여 심층 생태론을 주창한 네스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위해 자기이익을 희

생하거나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람들로 하

여금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쁨을 갖게 함으로

써(자아실현, self-realization)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식

토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48)

네스의 담론처럼, 생태 중심주의적 사고는 환경윤리적 의무감으로부터가 아니라, 점점

더 탈(脫)자연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능(biophillia)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오늘날 생태복지, 환경교육, 환경해설, 생태관

광 등의 저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자연과 인간, 공존의 방법

가. 충분한 보호지역 확보와 생태계 서비스 제공 

2012년 기준으로 세계의 보호지역은 지구 육상 면적의 12.7%, 해양 면적의 4%에 

이르고 있으나, 2010년 샘플조사(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세계 보호지역의 24%만이 정상

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49)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세계의 보호지역 면적을 

47) 김원식 역, 같은 책, 262~263쪽.

48) 이한중 역, 아르네 네스 외, 2012, 산처럼 생각하라, 소동, 27~37쪽.

49) UNEP WCMC, 2012, Protected Planet Report 2012, p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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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육상은 17%, 해양은 10%까지 이르도록 목표를 정한 바 있으나(Aichi Targe

t)이 목표가 달성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대규모 자연지역 및 생물다양성 집중지역(biodiv

ersity hot spot)50)을 국가의 보호지역으로 정하여 엄정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인류에게 수많은 생태적, 사회적, 경

제적 혜택을 주며 기후변화 등의 환경재해에 대하여도 완충지와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생태

계 서비스 기능과 생태복지 기능이 최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지역의 기능

을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경제적 수치 또는 건강과 관련한 의학적 

통계, 삶의 질 만족도 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에서 보전과 개발의 갈등 문제는 전적으로 보전 지향

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해결 방식은 보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희생을 국가와 전 국민이 보상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을 보전함으로써 얻는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

문이다.

나. 생물다양성 보전 /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경관 연결 

생물다양성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지속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전 세계의 생물종 수는 약 150만 종인데,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종을 합하면 대략 1300만~1400만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51), 세계자연

보전연맹(IUCN)에 의하면 세계의 조류의 8분의 1, 포유류의 4분의 1, 양서류의 3분의 

1, 바다거북의 7분의 6, 침엽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미 농작물의 유전자 다양성 중 75%가 손실되었고, 세계 어장 중 75%가 전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하였다.52)

50) 생물다양성 집중지역 ; 지구 생물종의 반 이상과 육지에 사는 척추동물의 40% 이상은 지구의 2.3% 되는 특정 지역에서
만 생존한다. 원래는 지구 육지의 12%를 차지했으나 인간의 훼손으로 현재는 2.3%까지 줄어들었다. 좁지만, 이렇게 높
은 생물다양성이 있는 지역들이 사라질 경우, 서로 관련된 수백여 종의 생물들이 사라진다.(강호감 역, Jennifer Freem
an, 2010, 생태학, 이치사이언스, 86, 151쪽)

51) 세계의 생물종수는 자료마다 통계가 상이함.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확인된 생물종은 175만종이고, 미확인된 
종을 합하면 500~3,000만종에 이를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환경부 외, 2009,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5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같은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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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은 ① 도시화, 산업화, 영농화, 사막화 그

리고 전쟁 등에 의한 자연지역의 지속적인 감소 ② 파편화 및 고립화, 환경오염 등의 서

식환경 악화에 따른 생물종 감소 및 외래종 증가에 따른 고유생태계 교란 ③ 기후변화 및 

재해 증가 등에 대한 환경변화와 생물 적응력 감소 등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

여는 지속적인 미기록 생물종 조사, 멸종 위기종 및 위협종 보전과 복원, 큰 면적의 보호

지역 확보와 작은 보호지역들의 연결, 그리고 국제적 범위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면적이 지리산의 19배에 달하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주변의 다른 보호지역을 

묶어 공원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총 2만8000㎢의 광역생태계(greater yellowstone ecos

ystem)를 선정하여 생태계 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보

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53) 즉, 하나의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큰 면적

의 자연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자연지역 역시 각

각 떨어져 있어 고립화와 파편화에 의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들 지역의 경관과 서식지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도시 내부의 개인정원~쌈지공원~가로수 및 하천~대공원~외곽 

농경지 및 산림으로 이어지는 도시생태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2개 국립공원이 가장 큰 보호지역 면적과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유

하고 있고, 전국에 고루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청에 가장 많은 관리 노하우가 축

적되어 있으므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다핵 구조의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

크가 국토 생태 네트워크로 통합되는 그랜드 플랜을 추진해야 한다.54)

다. 융합적인 자연보전⦁복원기술 개발 

자연은 단순하게 철조망으로 출입금지 조치를 하거나 그냥 버려두면 회복된다는 사

고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미 취약해진 자연에 대해 면밀한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해

야 할 생물종과 서식지를 규명하고, 훼손된 자연에 대하여는 시급하게 복원을 추진해야 한

53) Yellowstone National Park, 2012, Yellowstone Resources and Issues Handbook, pp35-41 

54) 신용석, 2011,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립공원 중심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논문,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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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에 대한 이동로 및 피난처를 조성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탄소저장 자연’을 조성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큰 한계가 있다. 수많은 생명체의 생리적·생태적·행

동적 특징을 다 아는 전문가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생물 사이의,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

호작용에 대하여는 더더욱 과학적 규명을 하기 어렵다. 즉 인간과 자연은 매우 복잡한 시

스템으로 얽혀 있고, 환경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어떤 학문 분야도 독자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안을 분명하게 내놓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문 간 지식의 융합과 통섭을 통한 기술혁신, 그리고 관계기관․단체․전문가 

간 파트너쉽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피드백하는 적응형(adaptive) 생태계 관리가 요구

된다.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대에 생태도시, 생태건축, 생태공원, 생태하

천, 생태통로, 생태마당, 비오톱 등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태기술 개발이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연자원의 고갈, 화석연료의 유한성, 그리고 이들을 사용함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변

화를 고려할 때 대체에너지 확보가 필연적이다. 태양에너지, 지열, 풍력, 소수력, 조력 등

과 같은 자연에너지가 있으며, 쓰레기나 생물 잔재물, 가축 분뇨 등을 에너지화하는 방법

도 있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에너지원이 무한정하고 공해 염려가 없는 태양에너

지이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실용화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

지 생산량 비율은 1차 에너지 대비 2.75%(2011년)에 불과하다. 대체에너지로서 원

자력은 방사능 누출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마. 현명한 소비생활과 생태발자국 줄이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물질과 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들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인간생활에서 소비행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명한 소

비에 의해 지구환경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이 자연에 끼친 영향

을 수치로 제시한 개념으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있다. 이는 의식주 등의

인간 활동에 소비되는 자원의 생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개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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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생

태발자국 지수는 1인당 4.87ha로, 이는 국토 면적으로 볼 때 1인당 생태용량 0.33ha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비 수준이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용량은 1인당 1.78ha이지

만, 2013년 현재 약 70억 인구의 생태발자국 지수는 약 2.9ha이다. 인류가 지금처럼 산

다면 지구가 1.6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산

다면 2.7개, 미국인처럼 산다면 4.5개의 지구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생활이 적은 아

프리카 대륙은  0.8개의 지구만 있으면 된다.55)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생활과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이 필요하다. 에

너지 절감형 토지이용과 친환경 건물, 저탄소 친환경 상품 구매, 지역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대중교통 이용, 올바른 운전습관, 3R(줄이기, reduce / 재순환, recycle / 재사

용, reuse), 육류 소비 억제56), 철저한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절제, 친환경농업, 도시

농업, 빗물 재활용, 생태관광, 환경운동 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에 책임을 지는 윤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70억 세계 인구가 모두 행동할 때 ‘자연의 역습’이 멈춰질 것이다.

바. 문화다양성의 보전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지역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광범위한 지식과 풍

습, 의식주 해결수단, 건축 및 공예기술, 전통 조리법, 2차 자연(농지, 마을 숲) 유지 등

을 말한다. 이들 문화다양성의 보전 및 유지가 지역커뮤니티 및 생물다양성 보전, 어메니

티(쾌적성 / amenity)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문화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과 지도에서 중첩된다. 이는 자

연이 사람이나 문화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통합된 것임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 국립

공원의 96%는 지역사회 원주민의 거주지로, 이들의 전통지식은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킨다.57) 토착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 육지의 24%로, 지구

에 남아 있는 건강한 생태계의 80%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는 토착민들의 생활방식과 자연관, 즉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58)

55) http://blog.ohmynews.com/rufdml/170727 (2011.3.8). 일부 수정.

56) 450g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 1,100리터의 물이 필요한 반면, 450g의 쇠고기를 얻으려면 약 7,500리터의 물이 필요
하다. (강호감 역, 같은 책, 175쪽)

57) 한국보호지역포럼 역, 같은 책, 36~39쪽.

5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같은 책, 6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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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향토성과 역사성이 담긴 다양한 지식, 기

술, 풍습, 경관 등을 발굴⦁보존⦁복원⦁계승하고, 이들에 관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장소마

케팅, 공원마을의 어메니티(쾌적성)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지역 자긍심에 도움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59)

사. 교육과 참여와 협력 

사회 각 계층에 대한 체험적인 환경교육, 자연해설 등을 통해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갖

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보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자연계 영역을 넘어서 인문사회계, 언

론계, 예술계 그리고 정치계 등에서 자연보전 사상이 크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광

범위한 외연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 관리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적인 ‘생태계 접근법’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환

경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과 환경교

육, 탐방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의 가치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

는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

역의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은 결국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유지되고 계승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구촌 사회에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한 지원과 

각종 환경협약의 의무 준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의 국제협력이 긴요하다.

59) 신용석, 2013,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3권 1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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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6

자연과 인간은 물고기와 물처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역사적 과정을 함께해왔다. 그러나 

물고기(인간) 없는 물(자연)은 생각할 수 있어도, 물 없는 물고기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연을 무한정한 자원으로 여겨 자연을 과도하게 소비해왔다. 현재의 기후

변화 시대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탄소 배출 때문임을 알면서도 탄소 배출 저감에 대

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또는 자연으로 나가 자연으로부터 다양

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정작 자연에 제공해주어야 할 사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색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 위주의 일방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자연은 점점 인간에

게도 알맞지 않은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목적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호지역 역시 인간의 과도한 이용과 주변으로부터의 환

경영향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왔지만 정작 그 자연으

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해설의 목적은 사람

들이 현재의 아름다움을 잘 즐기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사

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연해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따라서 자연해설은 단지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과정과 이어져 

갈 미래까지를 이야기하는 ‘폭 넓은’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식물, 한 종의 동물

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우러져 있는 터전(habitat)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터전의 생태적 변

화와 이에 영향을 끼친 인간 사이의 문화적·윤리적 관계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속 깊은’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해설의 목적은 감명과 교훈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교훈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와 미래의 자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자연해설가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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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 개론

오충현(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생태학의 기초

1

1. 생물이란?

생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다. 증식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손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증식의 방법으로는 무성

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다. 무성생식은 어미의 일부가 분리되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생식방법이다. 항상 어미와 동일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유전

자를 전달하거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주로 하등생물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생식방법이다. 유성생식은 암수로 구분된 양

친으로부터 자식들이 유전자를 물려받는 생식방법이다. 유성생식은 다양한 암수가 만나 

교배를 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의 다양성을 높여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를 생

산하는 데 유리한 생식방법으로 고등생물들의 주요 생식방법이다.

생물은 같은 종일지라도 각각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

이 지속적인 번식과 환경적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일종 내에서도 유전자의 변이 폭이 

큰 경우, 즉 유전자 다양성이 큰 경우는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유리하다. 최근 

멸종하는 종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

인이다. 

유전자 다양성은 생물 진화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진화는 지리적 격리 및 환경 적응 등

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때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군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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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절멸하지 않고, 적응을 통해 진화해나가게 된다.

종은 교배가 가능한 집단을 구분하는 생물 분류의 기본단위이다. 같은 종은 서로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다른 종 간에는 이것이 불

가능하다. 생물의 구분은 종, 속, 과, 목, 강, 문, 계와 같은 분류군으로 구분된다. 최상의 계

는 식물계, 동물계, 진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의 5가지로 구분된다. 

진균계는 주로 효모와 곰팡이, 버섯 등이 포함되는 분류군이다. 원생물계는 편모충이나

편모조류와 같이 보통 1개의 핵을 가진 단세포 생물들이다.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장 원시적인 생물로서 식물의 특성과 동물의 특성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다세포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을 1개의 세포 속에 세포기관

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유글레나, 볼복스, 유글레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핵생

물은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생생물과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물이

다. 크기가 매우 작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생명체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물이

다. 대장균과 같은 세균들이 이에 해당된다.

생물의 명칭은 지역마다 달라 의사소통 및 분류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생물의 명

칭을 종명과 속명으로 구분하여 라틴어로 표기한 것이 학명이다. 이것은 2명법의 원칙을 따

른다. 예를 들어 소나무를 소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명칭이므

로 향명(지역명칭)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나무를 속명과 종명으로 구분하여 학명으로 

부르게 되면 Pinus densiflora라고 부른다. 이것은 라틴어로 꽃이 빽빽하게 달린 소나

무 종류라는 의미이며, 학명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부르므로 서로 혼동되는 문제를 

막아줄 수 있다.

2. 생물의 사회

가. 개체군(population)

개체군이란 같은 종들의 무리를 의미한다. 같은 종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므로 가깝게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위면적당 개체수를 개체군 밀도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북한산에서 살아가는 다람쥐의 개체수를 북한산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1ha당 다람쥐 개체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개체군 밀도가 된다.

개체군 밀도를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인구밀도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3위에 이를 정

도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하지만 인구밀도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를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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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므로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일반적인 인구밀도에 비해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구하는 밀도를 조밀도, 실제 생활하

는 지역의 면적만을 가지고 산출한 밀도를 생태밀도라고 부른다. 생태밀도 차원에서 우

리나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구하면, 실제 전 국토 면적 대비 인구밀도 보다 50배 이상 높

게 산출된다.

높은 밀도는 경쟁을 유발한다. 동일한 종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므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개체들이 나오게 되고 도태는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체군은 같은 종들의 무리이므로 개체군 내에서 교배를 통해 자손을 증가시킬 수 있

다. 하지만 물리적인 장벽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같은 종일지라도 교배가 어려

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같은 개체군일지라도 강이나 바다 등과 같은 물리적 조건 때문

에 유전자 교류, 즉 교배가 이뤄지지 않는 개체군, 즉 서로 교배가 불가능한 개체군들을 

메타개체군이라고 한다.

메타개체군은 상호 유전자 교류가 없으므로 메타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유

전자 다양성의 부족으로 특정 지역의 메타개체군 규모에서는 멸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리산에 있는 반달가슴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리산은 도로 등에 의해 속리산이나 

설악산과 같은 다른 산들과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지리산 권역 안에서 반달가슴곰들이 

교배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그 수가 적어지게 되면 교배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고, 근친 간

의 교배가 증가해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지리산 권역에 있는 반

달가슴곰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반달가슴곰을 도입해 지리

산에 방사하고 있다.

개체군이 존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최소한의 개체군 크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런데 같은 종이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유지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최소 개체군 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때 개체

군이 존속 가능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개체군 크기를 존속가능최소개체수(MV

P, minimum viable population)라고 한다. 존속가능최소개체수 미만으로 개체군 크기가 

줄어들 경우 개체군 존속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지리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증식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해당 종은 멸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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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집(community)

개체군이 같은 종들의 무리인 반면 군집은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무리를 의미한다. 생물은 같은 종간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종들이 모여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조직화된 집단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생활하는 서로 다른 종들의 개체군 모임을 군집이라고 부른다. 

군집은 단순히 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 간에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군집은 동물군집과 식물군집으로 구분된다. 

식물은 지표면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육한다. 이때 식물로 피복된 

지역에 있는 식물들을 종합해서 부를 때 흔히 식생(vege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식생은 군집과는 달리 종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식물 집단 

전체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백두산의 식생은 백두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이다.

식물의 군집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식물군집은 온도, 수분, 태양광, 지형, 지

질 등의 비생물학적인 환경들과 식물, 동물, 균류 등의 생물학적인 환경의 상호관계를 통

해 성립한다. 그래서 같은 기후대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식생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산의 

경우에도 높이와 방향에 따라 식생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

서 식생의 분포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위도에 따라 식생의 분포가 달라진다. 이것은 위도에 따라 

겨울철 평균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수평적 산림대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반도라는 특징 외에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같이 영향을 주

는 특징이 있어서 위도에 따른 산림대가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이 조금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다. 해안의 경우 따뜻한 기후대가 내륙보다 더 북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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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우리나라의�수평적�산림대

남쪽으로부터 난대,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 아한대의 한계를 나타내며, 연평균기

온선이 표시되고 있다.

자료 : 임경빈 등, 향문사, 임학개론 49쪽

수평적 기후대와는 달리 높은 산의 경우 하부와 상부의 기후대가 다를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높은 산들이 많아 제주도 한라산과 같은 높은 산에서는 수직적으로도 변화하는 

산림대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수직적 산림대이다. <그림 2>는 우리나라 주요 산들

의 수직적 산림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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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우리나라의�수직적�산림대

(자료 : 임경빈 등, 임학개론, 향문사, 55쪽)

식생은 현재 해당 지역의 토지와 기후조건을 반영한 결과로서 1차 생산자가 기반을 

이루는 식물들의 사회이다. 이때 현재 분포하는 식생의 현황을 현존식생(actual vegetatio

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현존식생 조사는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서 하는데, 동일한 식물

들이 피복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현존식생을 구분하며, 이를 도면화한 것을 현존식

생도라고 부른다. 현존식생도에서 산림을 대상으로 수목의 분포 상황, 밀도와 수목의 굵기 

등을 표현한 도면은 임상도라고 부른다. 반면 현재 있는 식생이 훼손되거나 시가지 등과 

같이 식생이 아닌 다른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인간 간섭이 배제될 경우 장기간

이 지난 뒤 복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생을 잠재자연식생(potential natural vegetation)

이라고 한다. 잠재자연식생은 훼손지 등을 복구할 때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잠재자연식생은 주변에 있는 자연식생의 종 조성, 토양 조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군집을 이루는 종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상호관계의 복잡성은 일반적

으로 해당 군집의 건강성과 비례한다. 예를 들어 군집에서 이루어지는 먹이사슬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해당 군집은 건강한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종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먹고 먹히는 먹이그물이나 먹이연쇄의 관계, 공생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먹이그물이나 먹이연쇄는 포식이나 피식, 기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

으로 포식자는 피식자보다 몸집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기생의 경우는 기생자가 

기주(寄主)보다 매우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포식이나 기생의 경우 몸집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영양 단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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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는 상리공생과 한쪽만 도움을 받는 편리공생, 같이 살아

가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 중립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적인 관계는 딱따구리와 나

무 구멍과 같이 먹이관계보다는 집짓는 재료나 둥지 등을 제공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상리공생의 사례로 동백나무와 동박새가 있다. 동백나무는 보통 벌들이 활동하기 전인

1~3월에 꽃이 피는데 이때 벌 대신 동백나무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동물이 동박새이다. 

대신 동백나무는 동박새에게 꿀을 제공해준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의 공생이다. 편

리공생의 사례는 상어의 몸에 달라붙어 사는 빨판상어의 사례가 해당된다. 빨판상어는 상

어의 몸에 붙어사는 작은 상어이다. 빨판상어는 상어 몸에 붙어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만 상어에게는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처럼 불편한 존재이다. 따라서 상어

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지만, 빨판상어에게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빨판

상어의 입장에서는 편리공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관계는 생태적인 지위(niche)와 길드(guild)관계로 구분된다. 생태적인 지위는

생물공동체나 군집에서 생물종이 해야 하는 기능상의 역할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구리를 포식하는 뱀과 백로는 같은 생태적 지위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메뚜기를 

포식하는 개구리와 직박구리 또한 같은 생태적 지위를 가진다. 

길드는 생물공동체 및 군집에서 동일한 생활자원을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생물종

그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은 나비이지만 나뭇잎을 먹는 애벌레와 꿀을 먹는 성충인

나비는 서로 다른 길드이다. 마찬가지로 가을철 논에서 벼를 먹는 참새와 벼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은 같은 길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생태적 천이(succession)

천이란 생물공동체, 즉 군집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 조성이나 구조를 변화시켜 다

른 공동체로 변화해나가는 과정이다. 식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지에서 1․2년생 초지, 다

년생 초지, 관목림, 햇빛을 좋아하는 교목림, 그늘에 강한 교목림으로 발달해가는 단계

를 가진다. 이때 나지로 있는 공간에 처음 들어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식물을 선구식물

이라고 하고, 천이가 종결될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숲을 극상림(climax forest)이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어나무나 까치박달나무와 같은 수종들이 

극상림을 이룬다. 하지만 극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서어나무에서 다시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과 같은 참나무 숲 등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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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어 극상이라는 표현보다 천이 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천이의 단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전략을 크게 r전략과 K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r선택, K선택이라고도 부른다. r전략의 경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산포능력이 뛰어난 종자나 휴면성이 있는 종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진다. 잡초와 같이 황폐한 곳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씨앗을 만들어

내는 적응 패턴을 가지는 식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이 초기에 적합한 전략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종들은 빠른 생식, 빠른 성장, 많은 자손 생산이라는 특징이 있

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 개체군의 크기가 평형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종

간 경쟁과 종내 경쟁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하지만 천이 후기로 가게 되면 많은 종자를 빠르게 맺기보다는 영양분이 많은 커다란

종자를 생산하고, 생육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패턴의 식물들이 생육에 유리하다. 

이와 같은 생존전략을 가지는 식물들이 신갈나무, 졸참나무와 같은 참나무류 수목들이다. 

이런 전략을 K전략이라고 하며 천이 후기에 적합한 생존전략이다. 이런 종들은 개체군의 

평형지수(K)에 따라 개체군의 성장이 결정되며, 느린 성숙, 긴 생활사, 연간 소수의 생식 

기회, 낮은 사망률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

식물군집은 1차 천이와 2차 천이라는 발달 단계를 가진다. 1차 천이란 화산이 폭발한 

때와 같이 토양층도 없고, 식생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천이이다. 초기에는

지의류, 이끼 등이 도입되어 천이가 시작된다. 이때 종자 공급원이 가까이 있으면 용암 근

처에서도 대형 초본이나 목본이 침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먼 바다와 같이 종자 공급원이 없

을 경우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천이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2차 천이는 산림 벌

채지와 같이 식생만 사라진 상태에서 적정한 토양과 토양 내 종자, 맹아, 뿌리 등과 같은 

종자 공급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천이이다. 따라서 2차 천이는 수분만 공급된다면 

매우 빠르게 식생이 재생되는 특징이 있다.

3. 생태계(ecosystem)

생태계란 1935년 영국의 식물학자 Tansley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다. 생물 또는 생물

공동체는 동물, 식물, 미생물로 이루어진 생물적인 요소와 지형, 토양, 대기 등과 같은 

무기적인 환경요인(비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간다. 이때 생물과 환경 사이에

형성된 체계가 생태계이다. 생태계의 구성은 먹고 먹히는 관계와 비생물적 요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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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이를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사

이에서 진행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는 영양 순환에 따라 크게 독립영양생태계와 종속영양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는 두 가지 생태계로 구분된다. 독립영양생태계란 다른 생태

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이다. 바다나 숲과 같은 생태

계가 대표적이다. 

반면 종속영양생태계는 다른 생태계의 물질과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 존립 가능한 

생태계이다.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따개비 군락이나 도시생태계 등이 대표적이다. 따개비의

경우 동물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므로 자체적으로 영양물질을 만들지 못하고 바다에서 플

랑크톤들이 만든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므로 바다에 종속된 영양생

태계이다. 마찬가지로 도시생태계 역시 농촌이나 산촌, 어촌 등의 다른 생태계로부터 영양

물질이나 에너지를 지원받아야 유지되는 종속영양생태계이다. 따라서 종속영양생태계

들은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독립영양생태계로부터 물질이나 에너지를 

지원받아야 존재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성인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생산자는 녹색식물들이다. 

이들은 태양에너지를 통해 광합성작용을 함으로써 유기물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자인 녹색식물은 수목이나 풀들과 같이 육상에 존재하는 것과 수초나 해조류와 같이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다. 소비자 중에서 

식물을 직접 먹는 동물을 1차 소비자라고 하고,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동물을 2차 

소비자라고 한다. 또 2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동물을 3차 소비자라고 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 소비자는 4차 소비자도 존재하지만 5차 이상의 소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계를 거치면 순환하는 영양물질은 최종적으로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어 무기화

합물의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분해자는 생산자인 식물이나, 소비자인 동물의 사체 및 배

설물 등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지구 환경의 변화도 생태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란 오염물질을 받

아들이는 생태계가 물질을 정화하고 순환하지 못할 정도의 과다한 용량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

다.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은 해당 생태계가 수용하지 못할 용량의 물질이 과다 유입

되어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다. 반면 생태계 훼손이란 이와 같은 순환의 

고리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 단절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림 훼손이란 외부의 힘에 의

해 산림생태계의 순환 고리가 차단되고 훼손되는 현상을 말한다.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의 생물적 요소의 경우 먹이연쇄를 또는 먹이망을 통해 이루어진



476  Ⅳ. 자연환경의 이해

다. 이것을 영양단계라고 부른다. 먹이연쇄는 채식먹이연쇄와 잔재먹이연쇄로 구분된다. 

채식먹이연쇄(grazing food chain)는 식물에서 초식자, 초식자에서 육식자로 연결되는 

먹이연쇄를 의미한다. 잔재먹이연쇄(detritus food chain)는 생물 유체에서 미생물, 잔재 

식생물, 포식자로 연결되는 먹이연쇄이다. 먹이연쇄가 짧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다. 오늘날 육식을 중단하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 100kg의 옥수수로 100명이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소에게 먹여 소고기로 먹

을 경우에는 불과 1kg의 고기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난분해성 물질이나 중금속의 경우에는 먹이사슬의 상위로 올라갈수록 농축되게 된다. 

이것을 먹이연쇄농축이라고 한다. 이것은 생물학적 농축현상으로 DDT, 카드뮴, 수은, 납,  

환경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널리 알려진 미나마타병이나 이타

이이타이병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구상에 있는 질소, 인, 탄소, 물과 같은 물질들도 생물과의 관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으

로 순환하고 있다. 질소의 경우 대기 중의 질소가 질소고정박테리아 등에 의해 흡수된

다. 이것을 다시 식물들이 이용하고 식물을 동물들이 이용한 후 분해자를 거쳐 다시 공

기 중으로 발산된다. 인이나 탄소와 같은 경우도 생물에 의해 흡수되었다가 다시 대기 중

으로 발산되는 순환체계를 가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산하지 않고 영양물

질이 다시 생산자에게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또는 미생물이 유기물의 잔재를 분해하

여 바로 식물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순환을 재순환이라고 한다. 재순환의

다른 예로 물속이나 습윤한 환경에서 동식물의 잔재가 대기 중으로 발산되지 않고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생산자에게 다시 흡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자체분해라고 한다. 

이것 또한 재순환의 또 다른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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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과 서식지

2

1. 경관(landscape)

경관이란 용어는 우리가 흔히 풍경, 경치 등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생태학

에서 의미하는 경관은 경치로서의 의미보다는 지표면에 반복하여 출현하는 생태계의 

패턴을 의미한다. 경관은 기후, 지형, 수문, 식생, 동식물 등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형체를 만드는 체계로서 일반적으로 지역 생태계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생태학은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지표면에 출현하는 생태계의 패턴인 경관을 해석하

는 학문이다. 경관생태학의 관심은 경관의 구조와 기능, 변화와 같은 내용들이다. 경

관의 구조는 개별 생태계의 형태적 특성과 다른 생태계들 간에 형성되는 평면적, 수평적 관

계를 의미한다.

경관과 같이 높은 균질성을 보여주는 생태계의 단위를 에코톱(ecotope)이라고 한다. 

에코톱은 경관 단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 단위는 크게 조각(patch), 통로

(corridor), 바탕(matrix)으로 구분된다. 조각은 점, 선, 면 형태의 경관요소이다. 숲, 호

소, 초지, 시가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로는 선 형태 또는 띠 형태의 경관요소이다. 하

천, 도로, 철도, 산줄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로는 넓은 의미에서는 선 형태의 조각이라고

도 해석할 수 있다. 바탕은 조각과 통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숲 속에 도로

가 지나간다면 숲은 바탕이 되고 도로는 통로가 된다. 숲 속에 집이 있다면 집은 조각, 숲

은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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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경관의�구조(바탕,�조각,�통로)

서로 다른 경관요소가 접하는 지역에서는 짧은 거리에서 환경이 급하게 바뀌게 된다.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서식지의 다양성이 높아지므로 생물종이 풍부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런 공간을 추이대(ecotone)라고 한다. 논과 숲이 만나는 지역, 강과 숲이 만나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습지의 속성과 숲의 속성이 혼합되어 섞여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을 추이대

라고 하며, 별도의 조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4]�추이대(예시� :�습지와�산림지가�접하는�지역)

경관을 이루는 개별 경관 단위는 각각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경관 단위 사

이에 생물과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조각을 생물의 서식지라고 한다면 그 크기와 형

태에 따라 생태적인 질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의 경관 단위들은 종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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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주기도 하고, 다른 경관 단위로부터 종을 공급받는 수용처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

라서 경관의 구조와 기능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생물의 서식처 배치, 복원 등에 가

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경관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자연적인 변화로는 화산 폭발, 하천 토사의 집적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위적인 변화로는 도시화, 토지 이용의 변화, 댐 건설 등이 있다. 경관의 

변화와 원인 파악은 서식지 복원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현재의 경관이 가지는 구조와

기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과거에 경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 구조로부터 추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식지(habitat)

가. 서식지의 변화와 생물

서식지는 생물들이 에너지를 얻거나 번식과 월동 등을 하는 생활 장소를 의미한다. 

동물의 경우에는 이를 행동권(home range)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행동권이란 동물들이

휴식하고 먹이를 찾고 번식을 하는 행동 권역을 의미한다.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행동권은 생활권보다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들의 경우 번식

등을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권보다 더 넓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에코톱(ecotope)은 서식지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지만 경관 단위를 구분하는 용어이다.

에코톱은 생물적으로 동질한 영역인 비오톱(biotope)과 물리적으로 동질한 영역인 피지

오톱(physiotope)으로 구분된다. 에코톱은 서식지에 비해 권역이라는 의미가 강한다. 서

식지는 정확하게 경계를 긋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에코톱은 생태적으로 동질한 

권역, 즉 생물적으로 동질하며, 또한 물리적으로 동질한 권역을 구분하는 용어이므로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에코톱을 구성하는 비오톱의 범위와 내용을

도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비오톱지도라고 부른다. 비오톱지도는 지연환경 관리나

도시계획 등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자연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

용된다.

비오톱은 생물적으로 동질한 특성을 가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서는 물리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토양, 수분, 지형 등의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

생물들의 분포 범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생물적으로 동질한 특성을 가진  비오톱을 구분

하게 되면 그것이 비생물적 공간까지를 같이 구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비오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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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에코톱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비오톱의 개념을 매우 축

소해서 소규모 자연환경을 복원하거나 습지 등의 공간을 조성할 때 사용하고 있고, 때

로는 서식지와 같은 용어로 사용할 때도 있다. 전혀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비오톱은 경

우에 따라서 매우 넓은 권역을 포괄할 수 있는 큰 개념이므로 작은 공간에 국한하여 사용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사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경관생태학에서 서식지의 변화와 생물들의 변화에 대해 연구할 때 고전적인 생태학 이

론인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이 널리 사용된다. 도서생물지리학에서는 서식지의 면적이 클수록, 

서식지가 떨어져 있기보다는 가까이 있을수록,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되도록 거리가 가까

울수록,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연결통로가 있을수록, 같은 면적이라면 원형에 가까운 형

태일수록 서식지로서의 조건이 좋다고 판단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5]�도서생물지리학의�서식지�평가

왼쪽의 경우가 오른쪽의 경우보다 서식지로서 양호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서식지가 넓을수록 많은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면적의 증가에 대해 종수는 초기에는 큰 증가를 보이지만 일정한 한계점에 도달하면 

종의 증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 한계점을 종수최소면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종수최소면적 이상의 면적을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서식지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것을 서식지 분단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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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서식지 분단화는 하나의 서식지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의미한

다. 서식지가 작아지게 되면 큰 서식지를 필요로 하는 종들은 이주를 하거나 이주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멸종을 하게 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경우가 서식지 분단으로 개체수

가 줄어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단화에 의해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고 서식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종들의 상호 간

왕래가 곤란해지다가 결국 개체군이 메타개체군으로 분리되거나 섬처럼 남아 있게 된다.

이때 서식지가 섬처럼 남아 있는 현상을 서식지의 고립화라고 한다. 서식지의 고립화는 

면적 효과, 장벽 효과, 거리 효과, 가장자리 효과 등을 통해 생물 서식에 막대한 악영향

을 미친다. 

면적 효과는 서식지 면적이 클수록 종수나 개체수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거리 효과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종들의 왕래가 용이한 효과이다. 장벽 효과는 거리 효과와 같은 영향

이지만 거리에 의한 분단화보다는 강이나 도로와 같은 시설이 장벽이 되어 종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장벽 효과는 종에 따라 이동 저해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공중이동 동물의 경우 징검다리 녹지가 필요하고, 육상이동 동물의 경우 생

태육교나 터널, 수중이동 동물의 경우 어도가 필요하다.

로드킬(road kill)은 동물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로드킬은 개체군에 대한 영향은 크지만

개체군이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로드킬이 오래 지속되면 개체

군 크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로드킬이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연결통로 

등의 대책을 수립해주어야 한다.

고립화된 서식지가 발생할 경우 로드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수최소면적 이상의 서

식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면적을 확보해주기 곤란할 경우에는 종들이 다른 서식지로 자

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생물이동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서식지의 단편화와 고립화와는 별개로 지형이나 식생의 변화에 의해 생물서식지가 직

접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서식지 소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에 의해 노면과 비

탈면이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생물종은 1개체마다 생존에 필요한 면적이 결정되어 있다. 생물종은 1개체로는 번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수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는 개체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때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개체수를 존속가능최소개체수라고 하며 개체수가 존

속가능최소개체수 이하로 유지될 경우 해당 개체군은 멸종에 이르게 된다. 존속가능최

소개체수가 유지되는 면적을 존속가능최소면적(MVA, minimum viable area)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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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생물종이 서식지 소실과 같은 교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서식지 

교란이란 물리적인 파괴나 화학적인 오염에 의해 서식지 환경이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

다. 서식지 교란은 홍수 및 화산 분화와 같은 자연적인 교란뿐만 아니라 벌채, 산불, 각종 

오염 등과 같은 인위적인 교란도 있다. 

교란은 반드시 생존을 위협하는 것만은 아니며 교란에 의존하여 오히려 잘 살아가는 종

들도 있다. 산불 등의 교란과 같은 생태적 천이 초기에 들어오는 선구수종이나 잡초와 같

이 정주지나 농경지 주변에 살아가는 식물들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전통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농업은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온 전통농업은 

생태계를 훼손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생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통농업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교란에 의존하여 같이 살아

오던 많은 생물들도 멸종을 맞게 된다. 알프스 산맥에서 목초지를 유지하기 위해 풀베

기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이곳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메뚜기들과 조류 등이 보전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교란은 때로 개체군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빛이나 대기오염,

소음, 진동은 동물의 번식을 크게 저해하기도 한다. 야간의 밝은 조명은 야간 주광성 곤

충을 유인하여 곤충의 개체수를 줄이거나 반딧불이의 짝짓기를 방해하여 반딧불이의 개체

수를 크게 줄였다. 해변에서 갓 깨어난 바다거북들은 육지의 조명을 바닷물이 반짝이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육지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도시의 소음은 매미와 조류의 짝짓기 및 산란을 방해하고, 다양한 전파공해는 꿀벌에게 

악영향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다. 

나. 서식지 보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유네스코(UNESCO)가 인간과 

생물권보전지역(MAB)을 설정할 때에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대상지를 구분하여 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보전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보호지역이 아닌 도시를 조성하거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서식지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역 지정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때 많이 사용

하는 방법이 LOS와 SLO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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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는 Large or Small의 약자이다. 이 개념은 큰 서식지와 작은 서식지 중에서 어떤 

곳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당연히 큰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때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서식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조금 더 세분한 것이 SLOSS이다. SLOSS는 Single Large or Several Small의 

약자이다. 하나의 커다란 서식지와 작은 여러 개의 서식지 중 어떤 서식지를 선택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큰 서식지가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임내종이나 핵심종의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

란 서식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임연종이나 주연종과 같이 교란에 의존하는 종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작은 서식지가 분산돼 있는 것이 유리하다.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서식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도 중요하다. 서식지의 단편화와

고립화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의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도 서식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서식지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울수록 서식지의 건강성이 좋다. 간섭을 받는 주연부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식지의 형태를 계산하는 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지수를 많이 사

용한다. 이 수식은 원형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양

호한 서식지라는 것을 의미하며, 지수가 커질수록 가장자리 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서

식지로서는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지수 = P/2(πA)1/2   P : 서식지 둘레 길이, A : 서식지 면적

주연부를 구성하는 식생을 망토군락이라고 한다. 망토군락은 주로 양지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망토군락은 숲 내부를 바람이나 오염, 인간이나 동물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때로는 망토군락을 주요한 서식지로 삼아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다. 이런 곳

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임연성 조류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참새나 박새와 같은 새

들이 임연성 조류에 해당한다. 반면 이와 같은 망토군락보다는 깊은 숲 속을 좋아하는 조

류를 산림성 조류라고 한다. 오색딱따구리와 같은 종들이 이런 산림성 조류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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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의 이동

생물의 이동이란 생물의 개체나 개체군이 어느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동의 목적은 유전자를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새로운 개체의 유입으로 근교

약세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환경 변화로 생존이 부적합한 때 다른 장소로 자손을

분산하여 개체군 존속에 유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하다. 동물의 경우 부적합한 환경 장소의

회피, 번식, 개체군의 분산 등의 목적에서 이동을 한다. 

회피의 경우 고니가 여름과 겨울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고니는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10℃ 전후의 기온지대에서 생활한다.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개구리와 도롱뇽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양서류는 유년기

에는 습지에서 생활하지만 성체가 되면 산림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또는 포유류가 암

컷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분산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는 어미와 함께 생활하지만 유년기를 지나면 이별하는 

특성을 가진 포유류와 조류들이 해당된다. 조류나 어류의 회귀이동, 계절이동 등도 이에 

해당된다. 곤충의 경우에도 고추잠자리가 미성숙 성충일 때는 서늘한 산림지대에서 생활

하다가 성숙기인 가을이 되면 평지나 무덤 근처로 이동하는 것이 이런 유형이다. 말똥

가리의 경우에도 여름에는 서늘한 산지에서 생활하다가 겨울이 되면 마을로 내려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동물의 이동은 크게 공중이동, 육상이동, 수중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중이동 

동물은 조류, 곤충류, 박쥐 등이 있다. 이들은 수중 및 육상이동에 비해 물리적인 장애요

인이 적은 편이다.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바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개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이 발달하였다. 공중이동 동물의 경우에는 이동

하는 중에 쉬거나 영양을 섭취하는 장소가 중요하다. 육상이동 동물은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의 성체, 보행성 곤충 등이 해당된다. 육상이동 동물은 철도, 도로 등과 같은 인위

적인 단편화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이들을 위해서는 생태통로와 같은 인공적인 이동

통로를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중이동 동물은 어류, 일부 포유류, 양서류 유생, 

수생곤충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일정한 수역에서만 생육하는 종과 연어와 같이 이동하는

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댐이나 보 등과 같은 하천 횡단 구조물이 이들의 이동을 저해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도 조성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도는 이동하

는 생물종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성해야 한다.

식물의 유전자 이동은 동물과는 달리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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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유전자 이동은 꽃가루 이동의 경우 꽃가루 이동 매체에 따라 풍매화, 충매화, 조매화,

수매화 등으로 구분하다. 또 종자에 의한 유전자의 이동은 그 방식에 따라 중력산포종, 풍

산포종, 기계산포종, 수산포종, 동물산포종(부착형 산포, 피식형 산포, 저식형 산포), 복

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식물의 경우 어미나무 근처에서 종자가 발아하는 것은 생육에 큰 

문제를 유발한다. 풍산포종은 선구식물에 많은 특징이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서식지가 단

편화됨에 따라 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에 의한 저식형 산포는 감소되고 풍산포종이나 조산

포종 식물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3

1.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이란 1988년 Wilson의 ‘The Diversity of Biology’라는 책에서 개념이 정

리되었다. 생물다양성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주로 멸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 다양

성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과 같은 현지 외 보전전략은 생명체가 

가진 적응능력을 저해하고 진화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지 내 보전전략을 추구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종 다양성을 넘어서서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

지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종 하부의 유전자 다양성, 종 차원의 종 다양성, 종들이 생육할 수 있는 서식지 다양성

을 같이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은 이와 같이 종 다양성을 넘어서서 유전자 

다양성과 서식지 다양성을 같이 보전하기 위한 개념이다. 서식지 다양성을 생태계 다양성

이라고도 한다. 

생물다양성은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 자연환경 보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으며, 국제협약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해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

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인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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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내외의 서식지 보호지역과 기

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있다.

   ① 유네스코의 MAB(man and biosphere reserve area)

   ②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③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자연공원법)

   ④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⑤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⑥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⑦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⑧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⑨ 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⑩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의 기능이 인류와 자연에 주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인 서비스

개념으로 정리한 이론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유엔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MA(the Millenium Assessment)라는 국제적인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면

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생태계 서비스의 기능은 크게 지원 서비스, 공급 서비스, 조

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원 서비스는 생태계가 지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생태계가 공급하는 영양

염류의 순환, 토양의 생성 등과 같은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공급 서비스는 생태계가 공

급해주는 식량(먹이), 물, 목재, 섬유, 연료 제공 등의 서비스이다. 생태계 서비스 중 경제

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가 조절해주는 온도 조절, 홍수 조절, 

질병 조절, 수질 정화, 기후 조절 등과 같은 서비스이다. 생태계 서비스 중 환경적인 기능이

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서비스는 생태계가 제공해주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종교, 성

스러운 장소, 교육, 여가, 예술적 감동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이다. 

이상의 네 가지 생태계 서비스는 사람이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데 필요한 안전, 삶의 질 

향상, 건강 유지, 사회적인 관계 유지 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 공급 여부



2. 생태학 개론  487

는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 여부가 그 국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고도 볼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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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식물)

홍선희(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

생태학의 정의와 범위

1

생태학은 생물 군락 내의 여러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며 또 전체로서의 

군락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생태학은 순수한 연구를 뛰어넘어 생활을 통찰하는 방법이며,

군락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생태학 연구에는 생리학, 토

양학, 기후학, 역사학, 유전학, 동물학, 미생물학 등 여러 가지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숲을 이해하고자 할 때 숲속의 모든 생물(토양 속 곰팡이, 세균, 선충류로부터 이끼, 나

비, 새, 나무, 포유류에 이르기까지)과 모든 환경요소(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토양 속 공

기, 바람, 일장, 습도, 강우량, 강우 패턴 등)가 함께 고려돼야 하며 그 어떤 것도 간과돼

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생태계 전체의 평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

학의 최종 목적은 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매우 어려운 이

상적 목표이다. 그러므로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면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축

적과 세심하고 끈기 있는 관찰과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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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2

생물은 주변 환경요인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숲에 나무가 울창해짐

에 따라 숲 하층부의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온도가 내려가며 온도의 일변화, 풍속은 줄

어든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숲이 울창해지기 이전에 번성하던 하층 식생의 변화로 이

어진다. 

숲 토양 또한 영향을 받는데 울창해진 숲에서는 많은 양의 낙엽이 떨어지고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토양의 온도가 낮아져 분해는 더디게 일어난다. 이에 따라 유기물이 증가하면 

토양 내 미생물이 늘어나고 이들로부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및 유기산의 증가로 토양은 

점차 산성화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내성을 가진 식물과 적응력이 강한 외래종만이 

살아남은 숲에는 새로운 식물 군락이 나타난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식물

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하다.

가. 식물과 광 환경

(1) 광합성과 광

• 광합성의 속도는 광(빛)의 세기에 따라 변화

• 광포화점(light saturation) : 광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점 

• 보상점(compensation point) : 광합성의 속도와 잎의 호흡 속도가 같아지는 광의 세기

•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높아야 함.

• 최소 수광량 :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광의 강도

•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광합성

  - 광이 강할 때 양지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음지식물보다 높음. 

  - 광이 약할 때 양지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음지식물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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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군락 내의 광 조건

• 군락 내에서는 광이 위쪽에 분포하는 잎의 양에 대응하여 지수함수적으로 감소

• 상층의 잎(sun leaf)은 하층의 잎(shade leaf)보다 잎의 크기(엽면적)가 작다. 또한, 

엽육조직이 발달해 두껍고, 단단하며, 황록색을 띠는 경향

  - 강한 빛을 받는 상위엽은 광합성 효율을 조절하기 위해 체온을 낮추고 수분의 증발

을 막고, 하위엽에 도달하는 광량을 일부 확보해서 개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합성량

을 최대로 늘림.

나. 식물과 온도

• 온도 요인 : 생물의 성장이나 분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 지구 표면의 태양 방사에너지 → 일부 반사 ↘ 열에너지로 변화 → 온도 상승

   야간 → 지표로부터 방열

• 육지의 최저기온 = 남극대륙(-90℃), 시베리아 동부(-66℃)

최고기온 = 리비아 및 멕시코 사막(57~58℃)

• 최저기온이 -20℃ 이하 지역은 육지의 약 42%

연간 기온이 0℃ 이하가 되지 않는 지역은 육지의 1/3

육지 면적의 23% 이상이 최고기온 40℃ 이상 => 식물 체온 50℃ 이상 되는 곳도 있

음.

식물의 온도 적응

• 식물은 이동이 불가능 → 생육지의 환경에 적응해야 함.

• 상록식물 : 겨울 동안 체내의 전분을 당으로 전환해 세포의 삼투압을 높여 동결에 저항

• 낙엽식물 : 내한성이 강한 동아로 월동. 낙엽은 수분 손실을 적게 함.

• 초본식물 : 땅속 및 물밑에서 종자, 뿌리, 지하경만으로 월동 → 저온에 적응

• 종자 : 수분 포함 시 고온에 부적합. 수분이 없으면 100~145℃의 고온에도 견딤.

• 탈수된 포자, 선류, 지의류도 고온 내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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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과 대기

(1) 산소와 이산화탄소

• 광합성과 호흡 : 생물의 기본적인 반응

광합성

  CO2 + H2O <======> C6H12O6 + O2

호흡

• 녹색식물의 광합성 → 생물체의 탄수화물(C6H12O6) 합성, 산소가 방출

• 동식물의 호흡 → 유기물 산화, 이산화탄소

• 어느 한쪽 산화 다른 쪽 증가(이산화탄소와 산소)

(2) 산소의 농도

• 대기 중 약 21%. 고해발과 땅속은 산소 결핍

• 고도 5500m에서는 해수면의 1/2

• 토양 속 : 식물의 뿌리호흡, 토양생물(동물, 미생물)에 의한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높고 산소 농도 낮음.

(3) 생물에 의한 영향

토양의�산소�농도� :
10% 이하이면 식물의 뿌리에 장해

3% 이하면 식물의 뿌리로 침입 불가

• 버드나무의 일종 - 관수 상태에서 수주일 생육(산소 없이도 생육 가능)

• 소택식물(沼澤植物) - 줄기에 통기조직 발달, 지상부로부터 뿌리까지 산소공급

• 열대, 아열대 강 입구의 맹그로브(mangrove)는 통기조직 발달

→ 지상부로부터 뿌리까지 산소 공급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전자파로서 파장역이 0.1~4μ. 대기에 입사 때 30%가 구름과 지표

면에 의해 반사되고, 대기가 19%, 지면이 51% 흡수함. 지표면은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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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복사하기도 함. 이를 지구복사라 하며, 온도가 낮아 3~80μ 부분의 자외선을 방출함. 

대기의 H2O와 CO2는 적외선 부분의 장파장만 선택적으로 흡수함.

라. 바람과 식물

(1) 생리작용에 대한 영향

• 순풍 : 잎 쪽으로 이산화탄소 공급 원활 → 광합성 속도 가속

• 강풍 : 잎의 증산작용 촉진 → 기공 폐쇄 → 광합성 속도 저하

• 엽온의 저하

(2) 바람의 기계적 작용

• 해안, 고산 : 강풍, 탁월풍 → 수목 위쪽은 싹이 고사, 아래쪽은 가지가 신장

•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바람의 강도가 약해짐.

• 산악지대 : 수목의 높이 제한

• 해안지대 : 바람에 염분 포함 → 식물의 생장 저해

(3) 식물의 이동

• 풍매화의 수분, 종자 및 포자의 산포 : 벼, 소나무, 은행나무

• 침엽수의 화분은 수백~1000km까지 이동

• 난초과 식물의 종자 : 바람에 의해 효과적으로 운반

• 바람 산포형 식물 : 민들레 종자(관모), 소나무, 단풍나무(날개)

   ✱ 특징 - 작은 종자를 다량 생산(개망초, 망초, 미국미역취 등), 나지에서 선구식물

이 될 가능성이 큼. 발아 후 싹이 작고 경쟁력 약함 → 식생이 존재하는 곳에 침입

이 어려움.

마. 식물과 물 환경

(1) 수생식물과 육생식물

• 수생식물 - 침수식물 : 나사말

- 부엽식물 : 수련, 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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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식물 : 갈대, 부들(수중과 대기 양쪽에서 이익, 생산량 높음)

- 부유식물 : 부레옥잠, 통발

• 육생식물 - 건생식물 : 뿌리가 넓게 퍼짐. 건조지역에서 잘 생육. 다육의 저장조직(선

인장)을 가짐. 수분 손실 방지를 위해 잎 표면에 보호막, 털 발달. 건계에 낙엽이 짐.

     ✱ 선인장, 꿩의비름 → 야간에 기공을 열어 CO2를 malic acid로 고정

     ✱ 주간에 malic acid로부터 이탈된 CO2로 광합성⇒주간의 증산 방지

• 육상식물의 대부분은 2기압 이상의 내부삼투압을 유지할 수 없음. 

• 염생식물(갯질경이, 퉁퉁마디)는 삼투압이 예외적으로 높은 30~40기압(사막식물과 

유사한 특징)

(2) 증산과 광합성

• 식물의 물의 손실 : 잎의 기공이나 표피(큐티큘라층)를 통한 증산

• 물의 증산 속도 : 엽 내 증발면, 대기와의 기압차, 기공의 개폐, 온도, 풍속

• 기공 : 충분한 광, 잎의 함수량 많을 때 열리고 CO2의 통로 닫히면 광합성 속도 저하. 

야간, 수분 결핍 때 닫힘.

• 요수량 : 식물이 1g의 유기물을 생산하는 동안에 증산으로 잃게 되는 물의 양. 대개 20

0~1000g.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등 열대원산 작물은 온대작물에 비해 요수량이 적음.

바. 식물과 토양

(1) 토양의 성분

• 토양 : 고상-액상-기상 비율은 각각 50%-25%-25% 

• 고체의 약 90%가 무기입자

• 자갈(gravel), 모래(sand), 미사(silt), 점토(clay)

• 모래-미사-점토의 비율에 따라 토양 분류(토성, soil texture)

   ✱ 사토(배수 매우 양호, 빈영양 초래), 사양토, 양토(배수, 통기 양호-작물 생육 적

합), 식양토, 식토(습하면 점성, 건조하면 굳어짐-경작 부적합)

• 일반적으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약 5% 정도, 열대의 이탄은 거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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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토와 부식

• 토양의 특성은 점토와 부식에서 유래

• 점토 : 물과 결합하면 콜로이드(colloid) 상태. 음전하를 띰. Na, NH4, K, Mg, Ca 등 

양이온을 대량 흡착, 물의 수소이온과 교환, 수중으로 유리 ⇒ 교환성 염기

• 부식 : 생물 유체가 분해된 유기물. 목질소(lignin)가 주성분. 콜로이드성. 염기 다량 

흡착. 자체가 식물 양분. 분해된 질소 등 무기양분 방출. 토양의 미세한 입자를 결합

하여 큰 입자로 만듦(단립화). 토양의 보수능력, 통기성 증가시킴.

(3) 토양 생태계

• 다양한 토양생물 : 포유동물, 지렁이, 절족동물, 선충, 원생동물 등 토양동물과 세균, 

방사균, 균류, 조류 등 토양미생물

• 다양한 토양 생물군은 서로 밀접한 관계. 토양의 물리, 화학적 환경과도 상호작용

   ✱ 배설물, 분비물, 호흡(CO2 방출) → 산성화

(4) 식물의 뿌리

• 근계 : 물, 양분 흡수. 수분이나 통기 상태에 따라 근계 발달 차이

• 뿌리가 식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9~90%, 

   ✱ 1년생 초본식물과 목본류 - 작다.

다년생식물, 건조지 - 크다.

• 생물의 생육에 꼭 필요한 원소는 약 10종류 : C, H, O, N, S, P, K, Ca, Mg, Fe, Mn, 

Zn, B, Mo 등

• 동(Cu), 카드뮴(Cd), 비소(As) 등 중금속이 과잉으로 존재 시 → 식물의 생육에 

악영향

   ✱ 음식물로 인체 흡수 → 이따이이따이병

뱀고사리 - 중금속에 강함(특히 동광산, 중금속 오염지에서 생육 양호) → 중금속 

오염의 지표

(5) 토양생물

• 땅속 : 수분 및 온도의 변화 적다. 외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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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노래기 : 식물 사체 섭취. 분해성 동물. 섭취량의 90% 배설

   ✱ 식물 사체 파쇄 → 토양입자와 혼합 → 단립구조 형성 → 통기성, 보수성 증가 → 

토양 비옥도 증가

(6) 토양 미생물

• 미생물이 유기물의 분해에 중요한 역할

세균, 방사균, 균류, 조류 → 유기물 분해에 가장 활동적

Wood Wide Web

특정 종의 균류로 이루어진 균근이 동일 종의 나무뿐 아니라 다른 종의 나무들까지 서

로 연결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짐. 자작나무와 전나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관찰한 

결과 이 나무들이 열 종류의 균류 공동체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놀랍게도 햇

볕을 받은 자작나무는 균근의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늘진 곳의 전나무에 당을 공

급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는 숲에 있는 나무들이 공생균류에 의해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함.

식물의 상호작용

3

1. 종내 경쟁

가. 식물의 상호작용(coaction)

• 협동(cooperation)

• 경쟁(competition) - 심한 경우 감소. 약하고 작은 개체 고사

  ※ 동물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무기 환경의 변화를 매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간접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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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내 경쟁

• 종내 경쟁 - 동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남. 흔히 경작지, 식재림, 목초지 등의 

인공적인 군락이나 외래 잡초군락에서 볼 수 있음.

• 종간 경쟁 - 다른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남. 

• 동일종의 식물 - 환경에 대한 요구. 잎의 부착 높이, 뿌리 깊이 등이 같으므로 심한 

경쟁

(3) 밀도 효과(density effect)

• 밀도가 높을 경우 개체의 크기가 작아지고, 밀도가 낮으면 크기가 커짐.

• 개체의 평균 중량은 파종밀도에 반비례

• 단위 면적당 식물체의 중량(수량)은 밀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는 경향 

                            ↳ 최종 수량 일정의 법칙

(4) 자연솎음(natural thinning)

• 고밀도 군락에서 격심한 종내 경쟁의 결과 개체수 감소

• 흰명아주, 바랭이, 개비름, 1개체당 1만~2만 개 종자 → 수천 개 발아/m² 

  → 수십개체 생육/m²

• 작고 약한 개체들의 소멸에 의해 과대밀도가 조절되어 함께 멸망하는 것을 막고, 

  종의 존속을 유지하는 전략

2. 종간 경쟁

가. 광을 둘러싼 경쟁

• 종간 경쟁은 천이에 있어서 종류 교대의 원인

• 키 큰 식물종이 상층 지배 - 빛을 많이 받아 빠른 성장



500  Ⅳ.자연환경의 이해

(2) 덩굴식물

• 거지덩굴, 칡, 돌콩 - 덩굴로 다른 식물의 줄기를 휘감아 잎을 군락의 상층에서 매

우 빠르게 확장시킴

• 다른 식물의 줄기를 지주로 삼아 가는 덩굴로 많은 잎을 지탱

• 칡과 같은 덩굴은 방치하면 산림의 생육 저해

(3) 목본과 초본식물의 저해

• 초기에 초본 성장속도가 빠르고, 나중에 목본에 의해 성장 쇠퇴

• 식림지 - 풀베기(식재 초기)

(4) 타감작용(allelopathy)

•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에 의해 다른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현상

• 호두나무의 juglone, 소나무의 p-coumaric

               ↳ 수용성 phenol

• 건조지역에서 수분을 둘러싼 뿌리의 경쟁과 병행하여 타감작용

• 자가중독 - 자기의 성장이나 발아를 저해하는 물질을 생산(해바라기, 개망초류)

3. 협동

가. 종내 협동

• 동종 간의 상보적인 상호작용

• 인삼은 유식물 성장 시 약 600개/m²의 밀도에 가장 잘 자람.

- 그보다 높거나 낮은 밀도에서는 성장 저하

• 밀생 - 접지 기후 및 토양 수분 등 군락의 미세 환경에 변화 → 식물의 초기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

• 생육이 진행되면 → 경쟁 현상

나. 종간 협동

• 어떤 식물이 특정한 식물이나 군락과 강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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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의 식물이 서로 공존

• 송이버섯과 소나무림, 야고와 벼과 식물,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초본식물

• 같은 환경구배 외에도 종간 협동

즉, 콩과식물과 뿌리혹박테리아, 지의류의 균류와 조류(algea)-공생의 일종

식물의 번식전략

4

1. 식물의 생활양식

가. 환경의 계절성과 생활사

• <한국> 계절에 의한 온도나 일장의 변화 - 식물의 생활주기를 결정하는 요인

• 온대 이북식물의 대부분 - 휴면아를 형성

• 생물의 개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전 생활

나. 1년생 초본과 다년생 초본

• 1년생 초본식물 : 가볍고 작은 종자 다수 생산. 나지에서의 선구종(pioneer species)

(명아주, 강아지풀)

• 월년생 초본식물 : 가을에 발아. 월동 후 여름에 고사. 동계에도 rosette 모양의 잎(망

초, 냉이, 꽃다지 등) 

• 2년생 초본식물 : 발아해서 결실하기까지 최소 2년 필요(달맞이꽃, 실망초)

• 다년생식물 : 1년째는 종자로부터 출아, 2년째 이상은 지하경, 괴경, 괴근 등의 지하

기관에서 출아. 영양생식 가능. 쑥, 참억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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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엽수와 상록수

• 낙엽수

• 상록수 - 상록활엽수(evergreen broad-leaved tree)

상록침엽수(evergreen needle-leaved tree)

• 상록활엽수의 잎의 수명 - 약 1년. 낙엽 지기 전 새로운 잎의 전개

• 상록침엽수의 잎의 수명 – 소나무 약 2~3년

Picea jezoensis는 약 10년

• 온난한 지방의 상록수 - 1년 내내 광합성. 물질 생산

• 한랭한 지방의 상록수 - 내한성. 저온조건에서 광합성 불가능

2. 식물의 번식 양식의 다양성

가. 화아의 형성

• 장일식물(long-day plant) : 일장 필요, 늦은 봄에서 여름에 걸쳐 개화(무, 시금치)

• 단일식물(short-day plant) : 일정 시간 이상의 암기가 존재하는 일장조건하에서 화아 

형성, 여름~가을 개화(담배, 국화)

• 중일식물(day-neutral plant) : 개화가 일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식물

• 화아 형성에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춘화처리(vernalization)

   예) 밀(가을 파종), 봄에 파종 시(저온 처리), 그렇지 않으면 장일 조건에서도 화아 

형성 못 함.

나. 수분(pollination)의 방식

• 자가수분 : 양성화. 고산이나 사막 등 혹독한 환경에서 생육하는 식물. 수분을 확실하

게

• 풍매(anemophily) : 바람에 의한 화분 운반. 화분이 가볍게 대량생산. 자웅이주, 단성

화(삼목, 돼지풀, 풍매, 화분병 원인)

• 동물매(zoophily) : 동물이 수분 매개. 곤충 〉조류

• 수매(hydrophily) : 물속으로 방출된 화분에 의해 수분(이삭물수세미, 거머리말 등 

침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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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자의 산포

• 식물은 동물처럼 이동이 불가능. 종자의 산포방식이 다양. 식물의 분포역 확장에 중요

(1) 바람산포식물(風散布植物)

• 관모나 날개장치가 있음. 종자가 작고 가볍다. 양생식물의 대부분

(2) 물산포식물(水散布植物)

• 침수식물 및 부수식물, 해안가식물

(3) 동물산포식물(動物散布植物)

• 부착산포종자 - 도깨비바늘, 사상자, 쇠무릎, 도둑놈의갈고리

• 섭식산포종자 - 새, 쥐, 다람쥐, 인간

                       ↳ 보금자리에 묻어둠

(4) 중력산포식물(重力散布植物)

• 특별한 장치 없이 중력낙하. 참나무류, 동백나무. 대형의 무거운 종자

음생식물의 대부분 – 낙하 후에도 어두운 광조건(모수 근처에 낙하하기 때문)

(5) 자발산포식물(自發散布植物)

• 종자가 기계적으로 과실로부터 튀어나옴(콩과, 물봉선)

라. 매토 종자(buried seed)

• 다음 세대의 식물집단의 예비군. 지하의 종자은행(seed bank)

• 1m²당 매토종자의 수는 사막이 적고, 시베리아 초원지대(steppe)나 광엽초원은 2만 

립 이하

• 매토 종자의 대부분은 발아하지 않은 상태로 죽어감.

• 흰명아주, 참소리쟁이 등의 잡초 종자, 4년 후에도 40~70% 발아율

• 털비름, 바랭이, 뽕모시풀 등의 잡초는 수명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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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본의 경우 큰 종자가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다.

• 작은 종자일지라도 버드나무속, 주목속의 수명이 짧다.

• 조건에 따라 수명에 현저한 차이 - 다습한 조건 : 종자의 수명이 짧다.

                              건조한 저온조건 : 비교적 오랜 기간 발아능력 보유

3. 환경 적응으로서의 번식전략

가. 개체의 유지와 종의 존속

•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이동 불가능 → 생육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구조가 발달

• 광조건 - 양지식물, 음지식물

• 수분조건 - 건생식물과 습생식물로 분화 → 적응

⇒ 환경압에 견디어 개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적응. 다음 세대 확보 위한 적응기구 

발달

나. 경작지 잡초와 인가식물

• 수명이 1년 이내인 1년생, 월년생 초본이 대부분

• 식물종자 - r전략자. 빈터나 나지에 종자가 도달할 확률이 높다. 수개월 내 종자생산

• 달래 - 무성아나 인경을 형성. 영양번식 - 환경 적응

다. 임상식물

• 얼레지, 산마늘, 애기나리 등 다년생식물, 1개체당 수개~수백 개 정도 종자 생산

→ 영양번식기관에 저장물질 축적 → 매년 새로운 개체 재생

• 임상의 폐쇄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적응 ;

종자에 의한 개체의 재생산은 불확실 → 무성번식양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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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번식전략

• 임상, 경쟁 심한 생육지 : 큰 종자나 저장기관을 지닌 종류가 유리

• 경작지 등 교란이 항상 있는 곳 : 많은 종자 생산, 멀리까지 산포하는 것이 유리

• 생육지의 환경 적응 위해 식물은 여러 가지 번식전략을 발달시킴.

구분 r-선택 K-선택

기후
변화가 심하며 불확실 예측가능성 

낮음

안정적이며 변화가 작음

예측가능성 높음

사망률 밀도 독립적 밀도의 존적

생존형 많은 경우 제 3형 일반적으로 제 1,2형

개체군밀도 변동폭이 크다 변동폭이 작고 평형밀도수준유지

종내(간)경쟁 약함 강함

형질선반방향

빠른성숙

높은자연증가율

조기출산

소형

일회생식

소형자손의 다수출산

느린성숙

경쟁력의 강화

지연출산

반복 생식

대형자손의 소수출산

수명 짧다(1년미만) 길다(1년 이상)

선발중점 생산성 효율성

군집�우점단계 초기 후기

생태천이

5

1. 생태천이

• 산림 벌채, 경작 중지 → 1년생 잡초 → 다년생 잡초 → 저목 → 고목 → 산림 형성

• 지사적 천이(geological succession) - 지구상에서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진화를 수반

한 종의 교대

• 생태천이(ecological succession) - 가장 짧은 시간에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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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이계열

• Clements - 식물 군락을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 생성, 성장, 성숙, 노화

• 극상(climax) - 천이의 최후에 도달하는 성숙 단계의 안정된 군락

천이계열(sere)

천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극상에 이르는 군락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변화 경로

• 1차 천이(primary succession) 

- 종자 등 식물의 번식기관이 전혀 없는 나지에서 시작

- 용암, 빙하지 : 건성천이계열(xerosere)

- 호소 : 습성천이계열(hydrosere)

• 2차 천이(secondary succession) - 번식기관이 남아 있는 장소에서 시작

가. 건성천이

• 용암상 : 지의, 선태류 → 다년생 초본 → 후박나무 극상림으로 발달하는 데 약 700년

이상 필요

나. 습성천이

• 호소 : 토사 유입 → 수심 얕아짐 → 소택 또는 습원이 됨 →수생식물 침입 → 육상 

산림으로 변화, 습윤림(너도밤나무, 단풍나무류)

다. 2차 천이

• 1차 천이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 토양이 충분히 발달한 상태에서 출발. 토양 중에 식물종자나 지하경이 남아 있음.

• 나무의 그루터기나 지하경이 남아 있는 벌채지, 산화지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산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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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이의 기구

가. 자발천이

• 식물은 토양의 유기물을 증가시킴, 광을 차단 → 무기적 환경 변화(환경형성작용)

→ 새로운 식물종 생육 가능, 종간 경쟁 →종의 교배

• 자발천이(autogenic succession) : 군락 구성종의 주도적인 작용을 통하여 일어나는 

천이

• 타발천이(allogenic succession) : 지반의 융기, 침강이나 호수에서의 토사 퇴적 등 군

락 밖으로부터의 작용요인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천이

나. 환경 형성작용

• 화산지대의 천이 : 토양이 점진적으로 발달. A층의 깊이와 유기물 함량 증가. 보수량, 

염류 축적량 증가

다. 종간 경쟁

• 군락 내의 광 요인의 변화가 식물종의 교대의 원인으로 작용

라. 선구종과 극상종

• 선구종 : 초본, 소종자, 다산형(r전략자). 긴 종자 수명, 빠른 성장

• 극상종 : 목본, 대종자, 소산형(K전략자). 짧은 종자 수명, 느린 성장

4. 극상

가. 극상

• 극상(climax) : 천이의 최후에 도달한 군락. 구조와 종 조성면에서 안정

• 개체군 구조가 안정. 번식에 의한 개체의 증가와 고사에 의한 개체의 손실이 평형을 

이룸. 내음성이 강함. 계층수가 다양하고 식생고가 높다.

• 우점종의 실생이나 어린나무가 임상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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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상에 관한 학설

• Clements - 단일극상설(monoclimax theory), 기후적 극상

• Tansley - 다극상설(polyclimax theory), 지형극상, 생물극상, 토양극상

• Whittaker - 제3의 설(극상 pattern설) → climax pattern concept : 종개체군의 집

합체로서의 군락은 환경의 연속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연속적으로 변화

다. 극상림의 유지 기구

• 수목이 수명을 다하면 고사 → 임관에 gap 형성

• 화산, 태풍, 지진 → 대면적의 산림에 파괴적인 교란

• gap이 형성 → 유수가 급속히 성장 → gap 갱신

• 재생복합체(regeneration complex) : 극상림에서 갱신 단계가 다른 부분이 모자이크

상으로 분포

한반도의 극상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경복궁 및 남대문, 십장생의 공통점? 

인류 정착 이전의 한반도는 온대활엽수로 구성되어, 극상림 이었을 것으로 추정. 한반

도는 1만 년 전 지구상 마지막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낙엽활엽수로 구성된 원시 극상림이 이 땅을 덮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농경

문화가 한반도에 정착되면서 난방, 제련, 퇴비를 위해 채취된 활엽수와 임상 유기물이 

숲의 구조 변화 야기.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빛이 들어오는 곳을 좋아하는 소나무

가 주류를 이루는 숲으로 변모됨.



3. 생물자원의 이해(식물)  509

숲의 구조

6

• 숲은 다양한 생물종이 공생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적 복잡성은 

생태계의 생산성과 안정성에 기여

• 숲의 수평적 구조

  - 일정한 면적에서의 미세 환경의 차이로 수종 구성의 차이

  - 경사, 방향에 따른 수분 및 광 조건의 차이

  - 교란에 의한 틈의 발생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수종으로 구성

○ 열매로 보는 숲의 구조

구분
산딸기,앵두,오디,버찌,찔레,

오미자,산수유
잣,호두,밤,개암,가래,도토리

1. 색
붉은색

새들 유혹, 짐승에게 먹힐 전략

갈색

눈에 잘 안 띰

2. 과육
육질 속 씨앗

과육 소화 후 씨앗 배출

단단한 껍질 속 전분

특별한 짐승에게만 섭취 허락

3. 키
관목, 키 낙은 교목

작은 새들로 하여금 열매 먹도록 함

가을

겨울의 저장약식으로 알맞음

4. 성숙시기
초봄-여름

녹음 짙은 여름의 패스트푸드

깊은 숲

열매숨기는 장소와 일치

5. 서식장소
숲 가장자리

작은 새들의 서식처

오래된 숲

어린 시절 그늘에서 잘 견디는 

중

6. 숲연령
어린 숲

숲의 초기에 나타나는 개척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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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교란과 갱신

7

1. 산림의 파괴와 회복

가. 자연식생과 대상식생

• 자연식생(natural vegetation) -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며,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

생. 대부분의 극상군락

• 대상식생(substitutional vegetation) 혹은 인위식생(artificial vegetation)

나. 극상림의 파괴

• 산불, 태풍, 지각변동 - 자연요인

• 벌채 - 인위적인 교란요인

다. 2차림

• 벌채 후 2차 천이 - 천연 갱신 : 2차림, 2차 식생

2. 귀화식물 및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가. 귀화식물

• 사전귀화식물 - 유사 이전에 이루어짐

• 신귀화식물 - 근세에 귀화

• 귀화식물의 종수 증가와 각 종의 분포지 확산은 문화 교류와 도시화 및 산업의 현대

화와 밀접한 관계. 대부분 1년생.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원산

  ※ 식물이 그 본래의 생육지로부터 인간의 매개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정착하여 번식하고 있는 식물 ⇒ 귀화식물(naturalized plant)

• 특징 : 종자 대량생산. 종자 산포 정착기구 발달. 발아 초기의 성장이 빠름. 노변, 

공터, 철도변, 묵밭 등 나지에서 선구군락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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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화율

• 전식물의 종수에 대한 귀화식물의 종수의 비율(%)

• 토지(표토나 식생)의 교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

다. 타감작용과 천이

• 돼지풀이나 개망초 등 1년생 귀화식물은 단기간만 지속

• 큰키개미취 - 비교적 안정된 순군락

EME(2-cis-dehydromatricaria ester) 타감작용 물질

분비 → 다른 식물의 성장이나 발아를 저해

4.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란?(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 제4호)

Ⅰ)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Ⅱ)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512  Ⅳ.자연환경의 이해

낙엽의 분해와 질소순환

8

1. 낙엽의 분해

• 낙엽의 낙하

• 바람이나 비, 무척추동물 등에 의한 물리적 파손

• 새로운 낙엽 낙하 후 습한 그늘에 묻힘

• 곰팡이 균사가 분해효소 분비하여 더 잘게 혹은 무기화

•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님.

2. 낙엽 분해의 속도, 순서

• 낙엽의 질

  - C/N비 낮음 > C/N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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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사체 내 C/N비

  - 동물 조직>열매>꽃>잎>가는 줄기>줄기>뿌리

• 수종에 따른 C/N비

  - 활엽수(오리, 싸리나무)>활엽수(참나무류)>침엽수

• 진달래 잎의 분해 속도가 가장 느림

• 산성의 산림토양은 박테리아 활동 억제. 균류에 의한 분해 작용이 월등함

맺음

9

영화 ‘아바타’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생물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 외

계인들과 이를 파괴해서 자원을 얻으려는 인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허구가 아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저 숲이 존

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

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답은 이미 우리 선조가 주었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의 멸망이 올

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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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포유류)

이배근(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동물과의 만남

1

1. 야생동물 교육․해설 프로그램

인간과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자연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해설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야생동물(wildlife animal) 중 특히 포유동물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야생동물 중 포유동물이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주요한 해설 요소가 될 수 없는 이

유로 첫째,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이 자연생태계 내에서 서식하며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

음에도 이들의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활동시간

이 이른 새벽과 야간이기 때문이며, 사람의 활동시간인 낮 동안에 활동하는 동물이라 할

지라도 후각과 청각이 발달해 사람과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숲 속에서 동물들

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는 경제적 성장 일변도의 무분별한 개발과 대형 국책사업

의 영향으로 원래 모습조차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버려 많은 종이 멸종되었거나 

절종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더더욱 만나기 어려운 포유동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포유동물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줌

으로써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포유동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그들의 습성과 특징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 숲 속에 길게 늘어선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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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분변은 누구 것인지?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아직도 그들이 

건강하게 숨 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 등에서 만나는 흔적(발자국, 분변, 이동로, 먹이섭식 흔적,

생태적 특징 등)들을 잘 관찰하여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자연의 친구’로서 살고 있는 야

생동물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하는 자연 생태계를 만들어가

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2. 동물의 정의 및 기원1)

동물(animal)은 세포벽이 없는 진핵세포를 가지는 다세포 생물이며, 광합성 색소를 

가지지 않는다. 스스로 먹이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먹이를 몸속에 넣어 소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물은 다른 생물체와 많은 특징을 공유하며 한 가지 특징만으로 그것들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일련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동물을 정의해야 한다.

첫째, 모든 동물은 다세포이며 대부분은 조직, 기관, 기관계를 갖는다. 세포벽이 있는 

세포를 갖고 있지 않다. 둘째, 동물은 다른 생물을 섭취하거나 다른 생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호기성 종속영양생물이다. 셋째, 동물은 전형적으로 유성생식을 하지만 많은 

동물들은 무성적으로도 번식한다. 동물의 배아는 보통 일련의 단계를 통해 발생한다. 

넷째, 대부분의 동물들은 운동성이 있는데, 일생 동안 또는 생활사 중 일정 기간 활발하

게 움직인다. 

동물은 화석화된 흔적, 은신처 및 미세한 크기의 배(embryo)에 대한 유전적인 증거와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판단할 때, 12억만 년 전부터 6억 7000만 년 전 사이의 어디쯤

에서 원생생물 계통으로부터 분기되었다.

야생동물 중 가장 고등한 동물인 포유동물은 중생대 쥐라기인 약 1억 500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신생대에 가장 활발한 적응방산(適應放散)을 보였는데, 미오세인 약 2000만 

년 전에 태반 포유동물은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성이 증가되었다.

1) 생명과학 이론과 응용, Cecie Starr, Christine A. Evers, Lisa Star, 2012년, 라이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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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생동물 정의 및 가치

야생동물이란 인간에 의하여 길들여지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는 생

명체를 말한다. 

야생동물의 범위는 국가 관리주체 또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조류, 포유동

물, 어류, 파충류, 양서류 모두를 포함하지만 어류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법적으로 조류, 포유동물(수입된 것을 포함), 어류, 양서류, 파충류 모두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희귀 멸종 위기 조류 및 포유동물은 문화재청에서도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야생동물들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먼저 생태적(eco

logical) 가치를 들 수 있다. 야생동물의 생리, 생태적 활동을 통하여 생태계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류에게 기여하는 모든 역할을 야생동물의 생태적 가치라고 한

다. 즉 야생동물은 생태계 내에서 소비자 또는 분해자로서 생태계의 항상성 유지에 기여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리․생태적 적응활동, 즉 먹이를 먹거나 번식 등을 통해 토양 경운, 

종자 분산, 수분, 개체군의 자연적 조절, 사체(死體) 처리를 통한 위생 청결 활동 등으로 

인류에게 무한한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고 있다. 

두 번째, 휴양적(recreational) 가치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스포츠나 취미 활동인 수렵, 

낚시, 야생동물 관찰 및 사진 촬영과 특별히 야생동물의 매력에 이끌려 등산, 야영, 여행

등을 위해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이들 활동에 소비한 시간 및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야생동물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야생동물이 지니고 있는 형태적 또는 생리․생태적 속성과 그들이 서

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무형

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세 번째로 경제적(commercial) 가치를 들 수 있다. 야생동물의 경제적 가치는 좁은 

의미에서는 야생동물의 고기, 모피, 뿔 등 주요 부산물의 생산 및 판매와 낚시, 수렵, 

야생동물 관찰 등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통해 얻는 직접적인 수입을 들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자연생태계 내에서의 야생동물의 생리·생태적 활동, 즉 해충 구제, 전염병 연

구 등을 포함하여 야생동물의 잠재적인 모든 가치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심미적(esthetic) 가치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도 그 나름

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야생동물은 그 자체의 모습과 아름다운 노래 소리뿐만 

아니라 주위의 서식환경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욱 그 가치의 진가를 발휘한다.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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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지니고 있는 형태적 또는 생태적인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술작품의 소재로서의 의

미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의 생활양식의 관찰을 통해 야생동물

에 대한 인식의 틀, 즉 자연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오늘날 야생동물 보전교육의 방향

과 방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 번째 사회적(social) 가치를 들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거대한 사회공동체

속의 일원으로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이익은 곧 그가 소속된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야생동물과 관련된 옥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개인적

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활력을 얻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건강해져서 의료 혜택, 생계

보장, 상담 등 사회보장비의 지출과 사회적 병리현상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과 관

련된 옥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지출된 돈은 다중 효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학교, 도서관, 공원, 의료시설, 휴양시설 등의 사회보장계획을 수행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과학적(educational and scientific) 가치로서 생태학자, 동물행동

학자, 생리학자, 병리학자, 인구통계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

키기 위해 야생동물 연구를 응용한다. 인간은 일찍이 야생동물의 우수한 환경 적응 능

력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의 연구를 통해 과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

를 들면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그 형태와 기능

에 있어서는 새의 그것과 유사하다. 박쥐가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포착하는 능력은 레이

더를 개발하는 데 응용됐고, 방울뱀에서 열 추적 미사일을 개발했다. 상어지느러미의 기능 

연구는 유체역학과 비행기 동체 설계에 응용되었다. 이처럼 야생동물의 특수한 환경 적응 

능력에 대한 호기심은 그 기관의 구조와 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

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교과서다. 자

연을 본다는 예술은 곧 영원한 진리를 낳는다”라고 말하였으며, 미국의 인디언 추장이었던 

시애틀(Seattle)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구상에서 짐승들이 다 멸종된다면 인간

들은 심한 고독에 빠져 죽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야생동물들이 긍정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비

행기와 야생 조류 및 포유류가 부딪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충돌사고, 야생동물에 의

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 질병의 매개체 역할 등은 동물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가치들이

라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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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이해를 위한 이론 및 가설

2

1. 생물다양성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수백만의 식물, 동물, 미생

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살아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복잡한 생태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의하면 생물 종 내의 유

전적 다양성과 생물 종의 다양성, 이들이 구성하는 군집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 한다3). 

즉 건강한 유전자원을 가진 생물 종들이 모여 개체군(population)을 형성하고, 다양한

개체군들은 종(species) 수준의 다양성을 형성하여 안정된 생태계내의 군집(community)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건강한 생태계의 다양성은 생태적, 경제적, 심미적, 윤리적으로 높은 가

치를 지니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군집, 종, 개체군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 같

은 구성요소들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생태계의 위협, 즉 최

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자연 서식환경의 변화 및 파괴로 말미암

아 결국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 

2. 생물주권

수 세기 동안 생물자원은 규제되지 않은 채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되어 국제적으

로 자유롭게 이동되고 교환되어왔다. 자유로운 생물자원의 이동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에 자원 유출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으며, 동시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

서의 생물다양성 감소의 급속한 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생물자원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생물자원이 살아가는 서식환경, 즉 보

2) 동물행동학, 임신재, 2006년, 산림출판사. 

3) 보전생물학 입문, 김종원외, 2006년, 월드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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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역의 확대와 보전 노력, 생물자원의 주권 인정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고유 생물유전자원

의 발굴, 확보 노력 등이 있다.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확보는 우선 건강한 생물다양성이 기본적인 요소로 그들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분류 및 분류체계4)

분류(classifying)란 물질(물체)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작업으로 대상체를 생물체(동물)로

선정하여 수행한다. 분류를 위한 논리는 서식환경, 형태적 특징, 변이의 이해, 유전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며, 분류의 방법론으로 이명법, 분류계급, 생물학적 또는 통계학적 

분석법을 활용한다. 동물 분류를 위해 동물분류학(animal taxonomy)이라는 과학적 분과가

정립되어 학문적인 기반이 만들어졌다. 동물 분류는 동물군을 동정하고, 명명하며, 기재

하고, 자연적 또는 계통적 유연관계를 반영하는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동물분류학적 연구를 위해 우선 동물 표본을 채집하거나 문헌 등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새로운 종을 동정(identification)하는데 이미 알려진 기지종(know

n species)을 활용하여 수행하며, 새로운 종은 신종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이러한 연

구방법을 통해 대상 분류군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확립한다.

동물 분류의 대상은 자연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동물군, 즉 집단이다. 동물군은 더 

유사한 형질을 가진 더 작은 집단으로 나눠질 수 있다. 모든 생물들은 유연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군 아래에 소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들을

분류학에서 효율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군의 크기와 집합적 성격에 따라 서로 수직적 관

계, 즉 계급구조를 가진 각각 다른 지위의 분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4) 동물계통분류학, 이종욱, 2000년,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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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분류�범주

4. 생물학적 종의 개념

자연 상태에서 생물을 군으로 묶을 수 있는 생물의 기본단위를 종(species)이라 하며, 

자연군으로서 존재한다. 종의 개념은 형태적 또는 유형적 종의 개념부터 유명론적 종의 

개념 등에까지 과학의 발전과 철학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여기서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이어란 학자는 ‘종’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집단으로서 현재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거

나 또는 적어도 교배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다른 유사집단과 생식적

으로 격리된 개체군이다. 즉 종은 생식적 군집을 형성하며, 생태적 단위이고 서로 전달이 

가능한 유전자 풀(gene pool)을 구성하는 유전적 단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종

의 개념에서 종은 다른 군과 생식적으로 격리되고 같은 군 내에서는 상호 교배가 가능한 

자연집단이다.

5. 동물의 명명과 학명 

세계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언어에 따라 각각의 동물에 대해서 붙이는 문자가 서로 

달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전문학자들도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물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분류군이 있고 이를 분류 범주에 배당하는데 

각국의 학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일정한 이름이 없다면 그 혼란과 복잡성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분류군에 일정한 형식으로 기준으로 학명을 부여하는 것을 명명법(nomenclature)

이라 한다. 이는 라틴어의 nomen(이름)과 clare(부르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동물 명명은 국제동물명명규약에 의해 이명식 명명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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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secies)의 명칭은 두 단어, 한 아종(subspecies)의 명칭은 세 단어로 구성한다. 첫 단

어는 속명(generic name), 둘째 단어는 종명(specific   name), 셋째 단어는 아종명(su

bspecific name)으로 구성된다. 예로서 한국 고라니는(hydropotes : 속명 inermis : 종

명 argyropus : 아종명)으로 표기한다.

6. 행동권 및 세력권

행동권이란 개개의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동권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초식동물은 포식종들에 비하여 작은 행동권을 

가지며 행동권의 크기는 동물의 에너지 요구량(개체 크기, 영양 단계 와 관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무리를 지어 사는 종들은 홀로 사는 종들보다 행동권이 넓으며, 무

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로 미루어 행동권의 크

기는 개체 크기(에너지 요구량)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기술할 때 동물들

은 동물이 사는 서식지, 즉 서식환경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세력권이란 동물의 한 개체 혹은 한 쌍의 개체, 사회적 그룹이 공간을 사용할 때 

배타적으로 행동하며, 같은 종의 타 개체나 타 그룹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동반하는 

행동적 특징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5)

7. 진화(evolution)론 

진화에 관한 이론은 찰스 다윈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 다윈은 같은 종이라도 환

경에 적응하면서 개체변이가 생기고, 이러한 변이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일어나

며, 이러한 변이가 생존 경쟁과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후대로 전해져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자연선택은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이 생존에 비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에 비해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다. 자연선택을 말해주는 과학적 사례로는 공업

5) 야생동물 생태 관리학, 이우신외, 2010년, 라이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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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화현상이 있다. 1850년 산업혁명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유럽

회색가지나방의 수에 영향을 주었다. 

회색가지나방은 크게 회색과 흰색이 있는데, 공업화의 진행으로 주위 환경이 어두워짐에

따라 눈에 잘 띄는 흰색나방보다는 회색나방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반대로 

시골 지역에서는 흰색나방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적응은 생물의 형태나 기능이 환경조건에 적합하여 개체와 종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

는 것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이 진화 과정에 의하여 성립돼온 것을 말한다. 보통은 개개의 형

질에 대해 그것이 생존 또는 번식하는 데 유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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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포유동물) 관찰하기

3

우리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숲 등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동물은 다람쥐와

청설모이다. 반면 숲 속에 서식하는 다른 포유동물들을 직접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포유류들이 숲 속에 보금자리를 꾸미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접근을 싫어

하기 때문에 낮에는 숨겨진 보금자리에 숨어 지내다 밤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포유동물들은 다양한 형태의 흔적을 남기는데 포유동물의 관찰은 이러한 흔적을 통

하여 관찰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러한 흔적에는 조사방법에서 서술했듯이 발자국, 배

설물, 보금자리, 먹이 찾는 습성에 따른 다양한 흔적, 울음소리 등이 있다. 

1. 야생동물 관찰을 위한 준비

야생동물을 조사하거나 촬영할 때 스스로 준비할 것 이외에 흔히 지나치기 쉬운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랜턴(붉은색 셀로판지 포함) : 붉은색 셀로판지를 부착한 랜턴 빛은 야생동물이 잘 

보지 못한다.

  ▶ GPS : 특별히 길을 찾을 때 이외에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야생동물을 조사할 때, 

해당 위치와 야생동물들의 행동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비닐봉투(소형) : 배설물과 같은 소형의 샘플을 채집할 때 필요한 도구이다. 비닐로 

된 봉투는 습기를 유지하며, 차후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 

  ▶ 비닐봉투(대형) : 동물의 사체나 골격 등을 채집할 때 필요하다. 동물의 사체는 썩는 

냄새가 많이 나므로 비닐과 같이 밀폐할 수 있는 재질이 좋다.

  ▶ 종이봉투 : 유전자 분석을 위해 털을 채집해 그 샘플을 담아 올 때 종이봉투를 이용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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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시 고려해야 할 기초상식 

가. 발자국

숲 속에서 포유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다. 낙엽이 쌓인 숲에서는 발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가 오고 난 뒤의 산길이나 계곡 주변에는 발자국이 남

으며 특히, 겨울철 눈길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산길을 걷다가 발자국이 있으면 어떤 

동물의 발자국인지 잘 관찰해야 한다. 대개 발가락이 4개인 것은 여우, 너구리, 개와 

같은 개과 동물이다. 발가락이 5개인 것은 오소리, 담비, 족제비와 같은 족제비과 동물의 

발자국이다.

사슴, 산양, 멧돼지와 같이 발굽이 있는 동물의 발자국은 구분하기가 더 쉽다. 멧토끼의

발자국은 큰 뒷발자국과 세로로 나란한 작은 두 개의 앞발자국이 T자형으로 찍히므로 

쉽게 알 수 있다. 

[그림�2]�왼쪽부터�너구리,�고라니,�멧토끼�발자국

    

나. 배설물

포유동물의 배설물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 모양, 냄새가 다르다. 초식동물의 배

설물은 동글동글한 모양이 많고, 냄새가 별로 없다. 신선한 것은 흑색을 띠며 시간이 지나

면 갈색으로 변한다. 육식동물의 배설물은 소시지 모양이거나 끝이 가늘고 길며 냄새가 

심하게 난다. 신선한 것은 붉은 빛이 도는 흑색이며, 시간이 지나면 흰색을 띠는 것이 많

다. 배설물을 발견하면 장소, 크기, 모양, 냄새와 오래된 정도를 잘 관찰하고 사진을 찍

거나 스케치를 해두고, 핀셋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한다. 털, 뼛조각, 열매나 식물 조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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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장소, 행동 범위 등을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림�3]�왼쪽부터�반달곰,�멧돼지,�멧토끼�배설물

[그림�4]�왼쪽부터�삵,�수달,�담비�배설물

다. 먹은 흔적

멧토끼는 끌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으므로 자작나무 가지를 갉아먹은 흔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다람쥐는 호두를 까먹은 흔적을 남기는데 정확히 두 개로 쪼개어져 있

다. 산양은 위턱에 앞니가 없으므로 조릿대 잎에 마치 찢은 것과 같은 흔적을 남긴다.

[그림�5]�왼쪽부터�산양,�멧토끼,�고라니가�풀을�뜯어먹은�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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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에도 사슴이나 산양이 나무줄기에 뿔을 간 자국, 곰이 나무껍질을 벗긴 자국, 

멧돼지가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떨어뜨리기 위해 진흙 목욕을 한 자국 등도 관찰할 수 있

는 야생동물의 흔적이다.

[그림�6]�왼쪽부터�멧돼지,�반달곰,�산양의�흔적

  

3. 관찰이 용이한 야생(포유)동물의 종별 특징

가. 산양

  ① 형태 : 몸은 염소보다 다소 크고 턱에 수염이 없으며, 암컷과 수컷 모두 속이 비고

길지 않으며, 활 모양으로 뒤로 굽어 있는 원통형의 뿔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

으로 회갈색의 털을 갖고 있고 머리 부분은 짙은 황색이다. 뺨은 흑색이고 목에는

백색의 큰 반점이 있다.

  ② 특징 : 절벽 및 급경사지인 산악지대에 서식하기에 적합한 체형과 발굽을 가지고 있

다. 뿔의 형태, 얼굴 생김새 등으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 식성 : 초식동물로 대부분의 식물자원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자 

확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우산종으로서 보전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종이다. 

  ④ 교미 : 교미 시기는 10월에서 12월경이며 이듬해 5월에서 6월경에 1,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태어난 새끼는 이듬해 봄에 독립한다. 

나. 멧돼지

  ① 형태 : 몸은 굵고 길며 네 다리는 비교적 짧아서 몸통과의 경계는 확실하지 않다. 

주둥이는 현저하게 길며 원통형이다. 눈은 비교적 작고 머리 위로부터 어깨와 배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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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긴 털이 많이 나 있다. 

  ② 특징 : 날카로운 견치(犬齒)를 가지고 있어서 상처를 입게 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반격하는 습성이 있다. 멧돼지는 늦가을 몸이 가장 기름진 때에는

피하지방 조직이 잘 발달되어 3~5cm나 되면서도 바람을 싫어하며 눈 속의 식물

뿌리를 캐어 먹으면서도 추위를 싫어한다.

  ③ 식성 : 본래 초식동물이지만 토끼, 들쥐 등의 작은 짐승, 물고기, 곤충에 이르기까

지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이다. 

  ④ 번식 : 교미 시기는 12월에서 1월 사이이며, 교미 시기에는 암컷 1마리의 뒤를 

수컷 여러 마리가 뒤쫓으면서 쟁탈전이 벌어진다. 임신 4개월 뒤인 5월에 7~13

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새끼 양육은 암컷이 담당한다. 

다. 노루

  ① 형태 : 수컷은 짧고 가는 뿔을 가지고 있다. 여름털은 황갈적색이고 겨울털에서는

연한 점토색을 나타내며 엉덩이의 백색 반점이 크다. 

  ② 특징 : 겨울에는 눈 위에서 자기도 하는데 이처럼 음지나 한지에서 서식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노루 등에 서식하는 등애의 유충에 의한 가려움을 피하기 위해

서이다. 수컷의 경우 만 1년이 되면 뿔이 나기 시작하며 만 3년 만에 가지가 

돋아난다. 매년 12월에 뿔이 떨어지고 이듬해 1월 초에 다시 돋아난다. 달리는 

능력은 매우 탁월해서 한 번에 6~7m를 뛴다. 

  ③ 식성 : 해가 진 뒤나 새벽에 활동하며 주로 연한 풀을 먹고 겨울에는 마른풀이나

나무의 순을 먹는다.  

  ④ 번식 : 교미 시기는 10월이며 이듬해 6월에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라. 고라니

  ① 형태 : 고라니의 특징은 견치(犬齒)가 송곳니나 예리한 칼 모양으로 특별히 길게 

자라서 끝이 구부러져 있으며 입 밖으로 나와 있어 이것으로 나무뿌리를 캐 먹는다.

암수가 모두 뿔이 없으며, 털은 거칠고 굵다. 목과 허리의 털은 길고 등의 색은 

담적갈색이다.  

  ② 특징 : 고라니의 성격은 보통 노루와 달라서 크게 놀라지 않으며 토끼와 같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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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던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3월 말부터 6월 말경에

여름털로 갈리고, 8월 10일경부터 10월 중순에 걸쳐 겨울털로 갈린다. 

  ③ 식성 : 먹이는 연한 풀이며 겨울에는 나뭇가지 끝이나 보리의 연한 끝을 잘라

먹는다. 물을 좋아하고 헤엄도 잘 친다. 

  ④ 번식 : 교미 시기는 12월이며 이듬해 6월 상순에 2~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마. 오소리

  ① 형태 : 몸은 크고 비대하며 얼굴은 원통형이고 주둥이는 뭉툭하다. 털은 거칠고 

끝이 가늘며 뾰족하다. 네 다리는 굵고 앞․뒷발의 발톱은 대단히 길며 날카롭고 

귀는 작다. 몸 윗면은 흑갈색 바탕에 백색의 서리가 온 것처럼 보인다. 몸 아랫면

은 연한 갈색을 띤 회백색이고 암수의 크기가 같다. 

  ② 특징 : 죽은 시늉을 잘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다. 위급한 경우를 당하든지 심한 

충격을 받으면 죽은 시늉을 하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아 역습을 하거나 도망친다. 

  ③ 식성 : 과실, 여러 가지 종자와 감자, 벌과 개미 등의 곤충, 개구리, 쥐 등을 먹

는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동면하지만 따뜻한 날에는 굴 밖으로 나오기

도 한다.

  ④ 번식 : 교미 시기는 10월경이며 이듬해 5월경에 2~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가

태어난 지 20일 이전에 새끼를 건드리는 경우에는 새끼를 잡아먹거나 깔고 앉아 

죽여버린다.

바. 반달가슴곰

  ① 형태 : 몸은 검은색 털로 덮여 있으며, 앞가슴에 V자의 흰 무늬가 있다. 몸이 

크고 비대하며 귀가 둥글고 목이 두껍다.  

  ② 특징 : 암수 단독으로 생활하고,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최상위 포식자이다. 식

물의 종자 산포자로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산종

이다. 

  ③ 식성 : 먹이의 90% 이상을 식물성에 의존하는데 과실, 여러 가지 종자와 벌과 

개미 등의 곤충,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동면하여

3월 말에서 4월 중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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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번식 : 교미 시기는 5월에서 7월 사이로 수정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가을철 먹이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자궁에 착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몸내로 흡수하는 착상 지연 현상을 보인다. 이듬해 1월에서 2월경에 1~2마

리의 새끼를 낳는다. 

사. 족제비

  ① 형태 : 꼬리는 길고 몸길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몸 윗면, 네 다리, 꼬리는 

황색을 띠며 이마는 거무스레한 갈색, 뺨과 몸 아랫면은 짙은 황토색을 띤다. 입

술과 아래턱 사이에 뚜렷한 백색 무늬가 있다.

  ② 특징 : 모피가 매우 부드럽고 색깔이 좋은 데다 방한용으로 뛰어나 과거에는 

겨울털(冬毛)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었다. 많은 개체수가 인간에 의해 포획되었

으며 1960년대에는 한 해 10만 마리 이상 포획되기도 하였다. 

  ③ 식성 : 일반적으로 집쥐와 들쥐, 개구리를 잡아먹으므로 매우 유익한 동물이나 가

끔 양어장의 물고기나 인가의 닭, 야생조류의 알을 잡아먹어 피해를 주기도 한다.

  ④ 번식 : 2, 3월에 교미하여 3월에서 5월 사이에 2~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아. 너구리

  ① 형태 : 몸은 굵고 꼬리는 짧고 굵다. 몸의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에 가깝고 등의 

정중앙의 띠, 눈 밑의 반점, 앞다리의 띠는 더욱 검은색이 짙다. 털은 길어서 등의

긴 털은 길이가 90mm나 된다.  

  ② 식성 : 먹이는 들쥐, 파충류, 양서류, 곤충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종

류의 과실 같은 것도 잘 따먹는다. 야생조류, 물고기, 달팽이, 곡물 등을 즐겨 먹

는 잡식성이다.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③ 번식 : 3월경에는 교미하기 시작하며 임신기간은 62일이고 한 번에 6~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자. 멧토끼

  ① 형태 : 귀는 길고 크며 꼬리가 있다. 몸이 비교적 큰 편이고 코뼈가 커서 두개골이

몸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며 머리 뒷부분의 폭이 넓다. 발가락은 4개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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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에는 털이 나 있다. 털색은 일반적으로 회색을 띠며 허리와 꼬리 부분의 털

끝은 담회갈색이다.

  ② 특징 : 휴식을 하면서도 외부의 조그마한 소리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매

우 예민한 감각기관이 발달해 있고 반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민성을 가지고 있

다. 아침과 저녁에 주로 활동한다.

  ③ 식성 : 먹이는 나무껍질, 연한 가지, 풀 등이다. 가을에는 콩밭의 콩을 먹기도 하

여 산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약간 준다.

  ④ 번식 : 1년에 2, 3회 정도로 한 번에 2~4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차. 청설모

  ① 형태 : 몸은 가늘고 길며 꼬리 길이는 몸통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몸 윗면의 

털색은 회갈색, 아랫면은 백색이며 꼬리의 기부는 몸 윗면의 색깔과 같으나 

끝으로 갈수록 흑색이며 아랫면은 암회색이다. 

  ② 특징 : 늦은 가을에는 월동하기 위하여 도토리, 밤, 잣 등 단단한 열매를 바위 구멍

이나 땅속에 저장해두는 습성이 있다. 버섯은 나뭇가지에 꿰어 말려놓기도 한다.

  ③ 식성 : 잣나무,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등의 종자와 땅콩 등 

여러 종류의 과실, 나뭇잎, 나무껍질 등을 잘 먹으며 야생조류의 알이나 어미 새

도 잡아먹는다. 

  ④ 번식 : 교미는 1월 상순에 시작되는데 교미 뒤 암수가 약 3주간 동거한다. 그 뒤 

암컷은 수컷을 추방하고 바위 이끼, 짐승의 털 등 부드러운 재료로 보금자리를 만

든다. 임신 기간은 약 35일로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  

카. 다람쥐

  ① 형태 : 청설모보다 훨씬 작다. 납작한 꼬리는 몸통 길이보다 짧으며 긴 털로 덮여 있

다. 눈은 크고 흑색이며 짧은 귀에는 긴 털이 없다. 몸 윗면에 5줄의 암흑색 줄무

늬가 있으며, 중앙부의 무늬 줄이 가장 길어 머리 위에서 꼬리 기부까지 달한다. 

  ② 특징 : 낮에만 활동하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 먹이를 구하고, 밤에는 나무 구멍

이나 바위 구멍에서 휴식을 취한다. 겨울이 되면 땅속 굴이나 바위 구멍에서 

반수면 상태로 동면을 한다. 늦은 가을에는 월동을 위하여 뺨 주머니에 5~8g씩의



534  Ⅳ.자연환경의 이해

먹이를 넣어 먹이 저장창고에 저장해두고 겨울에는 때때로 먹이를 찾아 먹는다. 

9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8~10℃가 되면 굴속에 들어가 동면을 시작한다. 3월 

중순이 되면 동면에서 깨어나 먹이를 얻기 위해 매우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게 

되므로 숲의 여러 곳에서 많은 개체를 관찰할 수 있으며 ‘찌익찌익’ 하고 우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③ 식성 : 밤, 도토리, 땅콩, 잣을 주로 먹으며 참피나무, 붉가시나무, 메밀잣나무, 

개암나무 등의 종자나 옥수수, 호박, 수박 등의 종자도 잘 먹는다.

  ④ 번식 : 3월 중순경에 동면에서 깨어나면 다람쥐는 곧 교미하기 시작한다. 임신

기간은 24~25일이고 한 번에 4~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분만 횟수는 연 1, 2

회이다. 

타. 고슴도치

  ① 형태 : 몸체는 짧고 둥그스름하며 눈과 귀가 잘 발달해 있다. 주둥이는 뾰족하며 

다소 길쭉하게 나와 있다. 몸의 등은 짧고 둥근 비늘과 같은 가시 털로 덮여 있

으며(밤송이와 같음) 발가락은 5개이다. 몸 윗면은 암갈색의 환반점과 전백침으

로 덮여 있으며 머리는 흑갈색이다. 어깨, 몸 옆면, 다리 및 꼬리는 갈색이고, 몸 

아랫면은 담갈색이다. 

  ② 식성 : 잡식성으로 주로 곤충과 그 유충을 잡아먹지만 작은 쥐나 어린 새, 작은 

뱀, 도마뱀, 개구리 등 작은 척추동물도 잡아먹으며 나무 열매, 버섯, 잡초의 

뿌리, 여러 가지 과실을 잘 먹는다. 

  ③ 특징 : 겨울이 되면 잡목의 뿌리 밑, 숲 속의 넘어진 고사목과 피해목 사이에 

난 화본과와 사초과 식물들의 마른 잎과 바위이끼를 이용하여 보금자리를 둥글게 

만들고 동면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3월 하순에 깨어난다. 적을 만나면 달아나지 

않고 주둥이와 네 다리를 모아 밤송이같이 만든 뒤 움직이지 않는다.

  ④ 번식 : 교미는 1년에 한 번 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2~4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파. 두더지

  ① 형태 : 몸은 원통형으로 생겼으며 비만형이고 어깨가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

문에 목이 짧아졌다. 눈은 바늘구멍같이 작고 때때로 피막으로 덮여 있으며 주둥

이는 원통형으로 길고 밑으로 향해 있다. 외이(外耳)는 없으며 땅속 생활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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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앞다리가 흙을 파기에 알맞게 되어 있으며 현저하게 몸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 특징 : 땅의 진동을 매우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가까이 가기 전에 

땅속으로 숨어 버리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는다. 야간에는 가끔 땅 위에 나타나

므로 종종 올빼미의 먹이가 된다. 두더지는 대단히 활동적이어서 항상 먹이를 찾

는다든지 자기 몸에 기생하고 있는 벼룩을 잡는다든지 하며 계속적으로 움직이

며, 낮에는 옆길에서 곤충을 찾고 밤에는 땅 위에 나와서 먹이를 찾는다.  

  ③ 식성 :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번데기, 거미, 지렁이, 풍뎅이, 

민달팽이, 지네, 개구리, 달팽이, 기타 곤충과 그의 유충, 번데기 같은 동물성 

먹이를 잡아먹는다. 대식가이므로 10~12시간만 먹이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 또 

물도 잘 먹으며 헤엄도 잘 친다. 

  ④ 번식 : 두더지는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번식기에만 암수가 한곳에 모인다. 1년에

1회씩 4, 5월에 땅속 5~15cm 깊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2~6마리의 새끼를 낳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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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감소와 멸종의 원인

4

1.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란?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란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동물을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을 말한다. 

2001년 환경부에서는 한국자연보전협회, IUCN 한국위원회 등을 통하여 멸종 위기종 

지정의 생물군별 기준 요건 대상 종별 멸종 위기종 지정 적합성, 종별 분포정보 등을 

파악해서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Ⅰ, Ⅱ급 총 221종을 

선정하였고, 2012년 법을 개정하면서 총 246종으로 보호 대상종이 늘어났다. 

멸종 위기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말하며,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

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표�1]�멸종�위기�야생동물(166종)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 무척추

전체 20종 61종 3종 4종 25종 22종 31종

Ⅰ급 11종 12종 1 1종 9종 4종 4종

Ⅱ급 9종 49종 2종 3종 16종 18종 27종

2. 야생동물 감소와 멸종의 원인

원래 멸종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늘 존재해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 문명이 발

달하기 전에도 멸종은 존재해왔으며, 때로는 그 멸종을 통해 진화의 방향이 결정되고 진화 

과정이 지속되는 등 멸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필수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왜 생물, 

특별히 동물들이 멸종되어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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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1980년대에 행성충돌설이라는 이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상할 정도로 생물학자나 

생태학자들 사이에서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 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기간, 장소와

방법 등의 여건이 잘 맞지 않아 사실상 그 원인을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멸종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은 첫째 국소적 수준의 멸종자료, 둘째 야생종의 쇠락 

추세에 관한 자료, 셋째 인류의 영향력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하거나 직접적으로 현장

(field)조사를 통해 어떠한 개체군의 종의 크기와 지리적 범위를 꾸준히 감시하여 파악해

내는 방법이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야생종, 특별히 야생동물의 멸종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서식지 변화 

서식지 파괴는 오늘날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동물은 특수 

환경이나 서식지에 적응함으로써 생존과 생식을 유지해왔는데 그러한 특수 환경 또는 서

식지가 파괴되면 생존이나 생식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된다. 주로 사람들은 정착, 농

사를 위해 땅을 개간하거나 산업혁명 이후로는 공장을 짓고 목재를 얻기 위해 산림을 파괴

했다. 근대에 와서는 자동차 등 인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하기 위한 각종 기술의 발전

으로 매연의 배출이 증가해 이 때문에 환경조건이 나빠져 직간접적으로 야생동물의 서식

지가 파괴되고 있다. 

나. 야생동물 밀렵 

인간들은 식량자원으로 이용하거나 가죽, 상아 등 개체의 일부를 얻기 위해 그리고 연

구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때로는 죽인다. 이것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에

게는 커다란 위협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 서식하는 포유동물을 들 수 있다. 1900년

도 초만 하더라도 국내 전역에 생존하던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등이 지금은 멸종 및 멸

종 위기 동물이 되었다. 대부분의 대형 포유동물들은 자연생태계의 서식조건이 훼손돼 멸

종하였지만 1900년대 초반에 ‘해수 구제’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이 과도하게 야생동물

을 사냥하여 그 개체수를 엄청나게 줄였고, 이후 전쟁과 경제발전에 따른 서식환경의 변

화가 멸종 및 멸종 위기종이 되게 된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야생동물에 대

한 밀렵 행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의 먹이사슬마저도 깨버려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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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파괴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한 종의 멸종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생태계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다. 생존 경쟁

외래종의 도입은 토착종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에선 황소개

구리의 도입에 따른 양서류, 파충류의 피해 및 생태계 파괴와 하천 생태계에 퍼진 베스

와 블루길에 의한 생태적 피해 현상 등의 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 야생동물들은 진화 과정에서 벌이는 종과 아종과의 경쟁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가

축과 공간과 먹이를 두고 경쟁한다. 그러나 외래종 유입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

우 경쟁에 따른 멸종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

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화학합성물질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강한 독성을 가

지고 있으며 잔류성이 매우 강한 DDT나 DDE 같은 물질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물

질들은 생태계에 다량으로 투하되어 고차 소비자 에 속한 많은 야생동물들의 먹이 감

소뿐 아니라 독성의 농축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나타났으며,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은 약 1.5℃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 태풍, 이상기온 등 불규칙한 기후변화가 발생되고 있고 이를 통해 서식환경의 파괴,

주요 먹이자원인 식생의 변화가 일어나 동물들의 감소 및 생태계의 교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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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5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야생동물들이 지닌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데 야생동물의 가치는 외국의 한 학자의 가치에 대한 분류기준

이 널리 쓰인다. 긍정적인 가치로는 심미적 가치, 휴양적 가치, 생태적 가치, 교육 및 과

학적 가치 외에 이용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등이 포함된다. 

불안정한 자연생태계에서 야생동물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개체수가 현저

하게 줄고 서식처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멸종’이라는 길

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지구가 생성되어 지금까지 다섯 번의 큰 절멸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공룡의 멸

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고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새로운 종들이 출현하여 비록 수백만 년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생태계

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절멸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인간의 활동이 주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이 국가의 부의 척도가 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서식지 파괴, 그릇된 보신

문화와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우리 세대에서 야생동물이 멸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멸종 위기 

동물의 올바른 보호와 보전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포유동물의 서식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조명하여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포유동물과의 새로운 공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멸

종을 힘없이 지켜보기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000호, 멸종 위기종 Ⅰ급 

인간.’ 이렇게 스스로 보호받기 전까지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된

다. ‘멸종’, 인간도 멸종될 수 있을까? 당연히 멸종될 수 있다. 언제까지나 인간이 생태계

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자

연과 인간이 모두 자멸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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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한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을 

보호하려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공존

한다면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이 자연생태계에서 함께 살아

가려면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해설은 우리 

주위의 자연과 환경,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높여주는 작업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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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감 만들기

부록

1. 발자국 도감 만들기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야생동물들이 잘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서는 

그들이 활동하면서 남긴 발자국이다. 이러한 발자국은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

에게 알려주는 신호인데 숲이나 산속에서 선명한 동물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양호한 발자국을 만나면 발자국 도감으로 만들어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좋으며, 많은 자료가 쌓이면 자연해설을 위한 교보재로서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

된다.

모래나 흙에 찍혀 있는 동물 발자국에 석고를 부어 말리면 양각의 발자국 모형이 만들

어지고 이를 이용하여 진흙에 찍으면 숲이나 산속에서 볼 수 있는 음각의 발자국이 형성

된다.

[ 준비물] 

- 모래, 석고(의료용 석고가 빨리 잘 마름), 물, 석고 반죽용 그릇, 칫솔, 물병, 진흙

[ 제작순서] 

○ 모래를 틀에 붓고 기존의 발자국 도감을 이용해 발자국을 찍는다(그림 2).

○ 석고에 물을 적당히 부어 반죽한다(그림 3).

○ 생수병(크기에 맞는 것 선택)을 잘라 석고를 부을 수 있는 틀을 만든다(그림 4).

○ 석고를 붓고 말린다(그림 5, 6).

○ 석고를 뗀 후 칫솔을 이용해 흙을 털어낸다(그림 7, 8).

○ 정리를 한 후 석고(발자국)를 진흙 위에 찍는다(그림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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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준비물

  

<그림�2>�고라니�발자국

<그림 3> 석고 준비 <그림 3> 석고 준비

<그림 5> 석고 붓기 <그림 6> 석고 말리기

<그림 7> 석고 떼기 <그림 8> 칫솔을 이용해 흙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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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리된 석고 <그림 10> 발자국 도감들

<그림 11> 찰흙에 발자국 찍기 <그림 12> 야외 발자국 완성

2. 분변 도감 만들기

발자국과 함께 야생동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동물들이 먹고 소

화한 후 배설하는 분변이다. 분변을 통해 어떤 동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비슷한 형태

의 분변이 있어 정확하게 종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비슷한 유형의 분변들은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해설 프로그램 운영 

시 동물들의 분변을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수거해서 그늘에서 잘 말린 후 분변 

도감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은 교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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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채집상자, 접착제, 라벨용지

<그림�13>�분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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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조류)

황보연(국립공원관리공단)

조류의 분류학적 위치 및 기원

1

조류는 먼 거리를 이동해 살 수 있고 지구상의 다양한 서식지에서 진화하고 적응해온

덕분에 전 세계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다. 조류는 분류학상 

척삭동물문(Phylum Chordata) 척추동물아문(Subphylum Vertebrata) 조류강(Class Ave

s)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류는 종에 따라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초지대, 바다, 갯벌, 해안가, 염습지 

뿐 아니라 사막, 극지방에서도 서식한다. 또한 참새, 까치, 직박구리, 멧비둘기와 같은 종

들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공원에서도 훌륭하게 적

응해 생존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날 조류의 조상은 지구의 지질시대상 약 1억 50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60년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의 졸른호펜(Solnhofe

n) 점판암 채석장에서 처음 발견된 조류 화석은 오늘날의 조류와 파충류(깃털을 가진 

공룡류)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 많은 고생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이 화석이

이전까지 발견돼오던 공룡류(파충류)의 화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고대의 날개’라는 

의미로 아르케옵테릭스(Archaeopteryx, 시조새, 1861, Christian Erich Hermannn vo

n Meyer)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최초로 발견된 시조새의 골격 화석은 현재 런던의 대

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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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이 화석을 증거로 오늘날의 조류가 파충류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날개와 깃

털을 가진 점에서는 오늘날의 조류와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시조새는 현생 조

류와는 다르게 부리에 이빨이 있었고, 날개에 3개의 발톱이 달린 앞발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꼬리에는 척추에서 연결된 긴 꼬리뼈가 나 있어 오늘날의 조류와는 다른 해부

학적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까지 졸른호펜 지역에서는 총 11개의 골격화석과 깃털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림�1]�시조새�골격�화석(사진�출처� :�wikipedia,� free� licenced)

런던�골격�화석(최초�발견본) 베를린�골격�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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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조류

2

한반도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1970년대 초반 366종1), 1980년대 383종2), 2000년대 1

8목 72과 450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북한에서만 관찰된 종이 15종으로 한국에서 관

찰된 종은 약 435종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3). 하지만 조류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증가뿐 아

니라 탐조(Bird Watcher) 인원의 폭발적 증가, 기후변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환경 변화 

등으로 새롭게 관찰되는 미기록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2009년 9월 기준으로 남북

한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74과 518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4). 다만, 과거에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조류가 자주 관찰되는 양상과는 달리 과거에 흔하게 관찰되던 뿔종

다리, 노랑때까치와 같은 일부 조류는 근래 들어 관찰 빈도가 매우 떨어지는 등 한반도 내

에서 조류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점은 우려스럽다.

최근 저어새(Platalea Minor),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 검은머리갈매기(L

arus Saundersi)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 종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분포함으로써 한반도는 이들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생태학적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 The East Asian Aust

ralasian Flyway)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특히 도요, 물떼새류)에게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중간 기착지로서 먹이를 

공급하고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류 종의 안정적 번식과 생존에 중요한 구실을 담

당하고 있다. 다만, 갯벌 매립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류 종 및 개체수의 변화상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1) 원병오, Michael E.J. Gore. 1971. 한국의 조류. Royal Asiatic Society, Koreabranch. pp.450.

2)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 생태). pp.1126.

3)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320. 

4) 한국조류학회. 2009. 한국조류목록.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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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멸종�위기�Ⅰ급�조류)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Ⅱ급�조류)

[그림�2]�철새�이동경로(Migratory� Flyway)�ⓒ2010�partnership� for� E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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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특징

3

조류는 다른 분류군에 속한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조

류는 포유류와 더불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항온동물이란 특징이다. 스스로 체

온을 조절해 살아가는 서식지의 기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서식지에 적응함으

로써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진화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항온동물의 

특성은 비행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소모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둘째, 조류는 깃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다. 깃털이 갖는 해부학적 특징을

활용해 생태적으로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깃털은 날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체온 조절, 몸 보호, 짝이 될 배우자 유혹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조류의 

몸 외곽을 덮고 있는 깃털은 속이 빈 깃대를 갖도록 진화함으로써 무게를 최소화해 비행 효

율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앞가슴 깃털은 외곽 깃털 아래에 위치하며 작고 부드러운 털로 구성

되어 있어 추위로부터 조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조류의 깃털 중 가장 짧은 것은 

눈썹 깃털로 길이가 약 0.12cm에 불과하지만, 수컷 공작의 꼬리 깃털은 1.5m 정도로 매우 

길다. 깃털의 수는 종에 따라 다양하다. 벌새와 같이 작은 새는 약 1000여 개를 가진 반면, 

고니와 같은 조류는 2만 5000개 정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조류 전체 몸무게의 약 15~2

0% 정도를 깃털이 차지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림�3]�조류의�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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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앞가슴 깃털(그림의 왼쪽 위)은 부드러우며 잔털을 가지고 있어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날개 깃털(그림의 오른쪽)은 새들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비행

하기 위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단단한 갈고리 모양의 깃대와 함께 깃대 주변으로 다소 거

친 털들이 자리하고 있다. 

ⓒhttp://people.eku.edu/ritchisong/ornitholsyl.htm

셋째, 조류는 딱딱한 껍데기에 둘러싸인 알을 낳는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 

딱딱한 알은 어미가 알을 품기 위해 깔고 앉아도 깨어지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알 속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알의 껍데기가 딱딱하더라도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알의 내부로 공기가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류의 알은 종에 따라 모양이나 색상, 알 표면의 결 등이 매우 다양하다. 알의 색깔은

알을 은폐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 번에 낳는 알의 개수(한배산란수 혹은 한배알수, 

Clutch Size)도 조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해서 바다에 사는 해조(Seabirds)처럼 1개의 알

을 낳는 조류에서부터 메추라기와 같이 30여 개를 낳는 종까지 각양각색이다. 알의 크

기 또한 제각각이어서 가장 작은 알을 낳는 북미 벌새(Vervain Hummingbird, Mellisu

ga Minima) 알은 크기가 약 1cm 미만(약 0.4g)이며, 가장 큰 알을 낳는 타조로 약 20.

3cm(1.4kg) 크기의 알을 낳는다. 

[그림�4]�다양한�조류의�알

박새�알 수리부엉이�알

꼬마물떼새�알 호랑지빠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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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가 알을 낳는 산란기간은 다양하다. 숲에서 살아가는 작은 산새(박새, 곤줄박이

등)의 경우 대개 하루에 1개의 알을 이른 아침에 낳는다. 박새류가 한번 번식에 산란하는

한배 산란수는 8~14개 정도인데, 하루에 1개씩 산란을 하니 산란기간은 총 8~14일에 

달한다. 대개 이런 산새류의 경우 산란기간 동안에는 알을 품지 않으며, 모든 산란을 마

친 후 비로소 알품기(포란)에 들어간다. 산란한 알은 알을 품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고, 

포란을 시작한 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산새류의 새끼는 대부분 동시에 알에서 깨어

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동시적 부화(Synchronous Hatching)라고 한다. 이런 번식

전략을 갖고 있는 새들은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먹임으로써 동시에 모든 새끼를 

키워낼 수 있다. 

반면 산란 간격을 2, 3일씩 띄어 알을 낳는 조류도 있다. 집단 번식을 하는 백로류나 

일부 맹금류는 며칠씩 간격을 두고 산란을 하며, 첫 번째 알을 낳은 후부터 알품기를 

시작함에 따라 부화에도 2, 3일의 간격이 발생한다. 이를 비동시적 부화(Asynchronous 

Hatching)라고 부른다. 시간 간격을 두고 부화하는 탓에 같은 둥지의 형제들 사이에도 

일령(Day Age)의 차이가 발생하며, 일령이 이른 새끼가 먹이를 많이 차지하여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조류들은 새끼를 키울 때 건강한 새끼에게 집중적으로 먹이를 주는 번식

전략을 갖는데, 이는 먹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림�5]�동시적�부화와�비동시적�부화를�하는�조류

박새의�유조(동시적�부화) 수리부엉이�유조(비동시적�부화)

넷째, 조류의 뼈는 겉면은 딱딱하지만 속이 비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골격 구

조를 통해 조류는 몸무게를 줄임으로써 비상(날아오름)할 때와 비행하는 동안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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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개 조류의 골격 무게는 전체 몸무게의 약 5% 정도를 차지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비행을 하지 못하는 펭귄과 같은 조류는 뼈의 내부가 꽉 

차 있는 특징을 갖는다. 조류의 몸을 구성하는 전체 뼈의 수는 다른 분류군인 포유동물

이나 파충류에 비해 적다. 이는 조류의 신체가 비행하는 데 적응함으로써 각 신체 부위

의 뼈들이 단단히 접합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다만 목뼈의 경우는 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13~25개의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유연성으로 온몸을 덮고 있는 깃털

을 다듬는 행동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림�6]�조류의�기층화된�뼈�구조

� �

조류의 뼈는 그 겉 표면이 매우 단단하지만, 속은 구멍이 뚫려 있을 정도로 비어 있다. 

이는 비행을 위해 몸의 체중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진화적 결과이다. 대개 이런 

기층화된 조류의 뼈 수는 종에 따라 그 수가 다양한데, 선회 비행이나 활공 비행을 하는 

조류가 더 많은 수의 기층화된 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tp://people.eku.edu/ritchisong/ornitholsyl.htm

다섯째, 조류의 몸속에는 기낭(Air Sac)이라고 부르는 9개의 공기주머니가 있어 날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산소를 공급한다. 기낭은 조류의 폐와 연결

되어 있어 한 번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는 산소 이외에 기낭으로 산소를 더 보내 몸에 필

요한 산소를 충분하게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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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조류의�기낭�구조�

조류의 몸속에는 총 9개의 기낭이 있다. 기낭은 폐와 연결되어 있어 숨을 쉴 때 더 많

은 양의 산소를 호흡할 수 있게 해준다. 조류가 기낭을 발달시킨 이유는 비행을 하는 데 많

은 에너지가 사용돼 산소의 양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http://people.eku.edu/ritchisong/ornitholsyl.htm

체구에 비해 더 커다란 심장을 갖고 있는 것도 조류의 또 다른 특징이다.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곳곳에 산소를 더 빨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심장은 조류가 효과적

인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셈이다.

여섯째, 조류는 다양한 형태의 부리를 갖도록 진화하였다. 조류의 부리는 먹이 섭취에

필요한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류 중에는 씨앗과 열매 등을 좋아하는 조류가

있는가 하면, 작은 동물이나 곤충을 좋아하는 조류도 있다. 조류가 어떤 먹이를 즐겨 먹

느냐에 따라 그 부리의 모양과 형태는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오리류는 넓고 평

평한 부리를 갖고 있어 식물을 찢어 먹거나 물속의 작은 생물을 쉽게 걸러 먹을 수 있도

록 발달했다. 딱따구리류는 길고 뾰족하며 단단한 부리를 갖고 있어 단단한 나무를 쉽게 

쪼아댈 수 있었고, 둥지를 짓기 위해 커다란 구멍을 낼 수도 있었다. 아울러 딱따구리는 

긴 혓바닥을 갖고 있어서 나무 구멍 속의 작은 딱정벌레 유충들을 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

다.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벌새 종류는 아주 작지만 매우 부지런히 날갯짓을 하면서 꽃 

속에서 달콤한 꿀을 빨아먹고 산다. 작은 꽃 속에서 꿀을 얻어야 하므로 벌새는 매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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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날렵한 부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부리 속에 긴 혀를 갖고 있어 쉽게 꿀을 얻을 수 있

었다. 제비와 칼새 종류는 비행을 하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기 위해 입을 벌

렸을 때 넓적한 부리 모양을 갖도록 진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빠

른 곤충들을 잡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수도 있었고,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방

향을 틀어 날거나 회전하는 비행 기술도 갖게 되었다.

앵무새와 코카투, 마카우 종류의 새들은 주로 숲 속에서 살아가는 새들로 이 새들의 부

리는 이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씨앗이나 열매, 견과류를 쉽게 비틀어 깔 수 있도록 윗부

리는 갈고리 모양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갈매기와 제비갈매기 종류는 주로 바다에서 살며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물고기를 사냥하기 쉽도록 갈고리 모양의 강한 부리를 갖도록 진화하

였다.

[그림�8]�조류의�다양한�부리�

(A)� � � �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D)

(A) 알락꼬리마도요 부리는 길고 갈고리처럼 크게 휘어져 있다. 이런 부리를 사용해 

갯벌에 나 있는 작은 구멍 속에 사는 작은 게 종류를 잡아먹고 산다. 긴 부리 

덕분에 구멍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먹이동물을 잡기에 유리하다. 

(B) 왜가리는 물가에서 살아가며 물고기나 개구리와 같은 먹이를 즐겨 먹는다. 길고 

뾰족한 부리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을 잡기에 유리하다.  

(C) 참수리를 포함한 많은 맹금류는 윗부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이런 

부리는 사냥한 먹이동물의 살을 쉽게 찢을 수 있도록 해준다.

(D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부리는 짧고 두꺼워 식물의 씨앗을 부수기에 좋다. 

ⓒ 2005 우리 숲의 딱따구리(황보연, 김재환)

조류의 발 모양은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발 모양이 조류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한 이유는 살아가는 서식 장소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숲 속에서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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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숲 속 환경에 적합하게, 물가에서 살아가는 새들은 물가의 환경에 맞게 발 모양이

진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날지 못하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타조는 다른 새들과 달리

2개의 발가락만 가지고 있다. 타조는 크고 단단한 발가락 때문에 땅 위를 힘차게 뛰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림�9]�조류의�다양한�발�

� � � � � � � � (A)� �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 � (D)� � � � � � � � � � � � � � � (E)

(A) 숲 속에서 살아가는 명금류의 일종인 박새 종류는 나뭇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도록 

3개의 발가락은 앞으로, 1개의 발가락은 뒤쪽으로 발달하였다. 

(B) 물에서 생활해야 하는 오리는 발가락 사이에 넓은 물갈퀴가 발달하여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C) 백로는 얇고 긴 발가락을 갖도록 진화했다. 물가나 물속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사냥

하기 때문에 얇고 긴 발가락은 백로가 물속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D) 논병아리는 발가락에 물갈퀴의 변형인 판족(Lobate Foot)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발가락 덕분에 물에서는 헤엄을 잘 칠 수 있고, 물 위에 떠서 자라는 연꽃 잎 

등에 올라가 걸어도 잘 빠지지 않는다.

(E) 수많은 맹금류의 발에는 사냥에 적합하도록 날카로운 발톱이 나 있다. 긴 발톱으

로 먹이동물을 움켜잡으면 먹이동물이 잘 벗어나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발톱은 더욱 깊이 박히게 된다. 먹이를 잡기 위해 발가락을 활짝 펴면 그 

넓이가 20cm 정도에 이른다. 

ⓒ2005 우리 숲의 딱따구리(황보연,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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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비행원리

4

조류의 비행 원리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원리와 같다. 원리의 기본은 날개의 위와 아래

쪽에 작용하는 공기 흐름이 달라 그 때문에 발생하는 날개 위, 아래의 압력 차이로 조

류의 몸이 뜨게 되는 것이다. 날개에 부딪히는 공기 입자의 흐름이 날개의 위와 아래쪽

에 압력 차를 만들아 조류나 비행기가 나는 이러한 원리를 ‘베르누이(Bernoulli) 법

칙’이라고 부른다. 

[그림�10]�조류의�비행�원리�

비행 시 날개의 상부와 하부에서 형성되는 공기의 속도는 날개 위쪽의 공기 흐름은 빠

른 반면, 아래쪽의 공기 흐름은 느리다. 이에 따라 날개의 상부는 하부 쪽보다 기압이 낮

아지게 되며 기압 차에 의해 날개의 하부에서는 상부 쪽으로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 

상승하게 된다. 

ⓒhttp://people.eku.edu/ritchisong/ornitholsy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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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비행의 고도를 조정할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관찰해

보면 날개의 각도가 비행의 고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늘 높은 곳에서 빙빙 활공을 하는 말똥가리와 같은 새는 날개를 거의 몸통과 수평에 가깝

게 넓게 펴며 날아간다. 반면 땅 위로 내려앉으려고 하는 기러기나 까치의 날개를 살펴

보면 날아가는 방향과 날개의 방향이 거의 수직이 되도록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날아

가는 새들이 날개를 아래쪽으로 굽히면 날개의 위쪽과 아래쪽에는 또 다른 힘이 작용

하게 된다. 날개 상부의 뒤편에는 소용돌이(와류)의 공기 흐름이 생김으로써 날개 아래

쪽에서 떠받치며 올라오는 힘을 상쇄시킨다. 날개를 접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소용돌이

의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날개 위쪽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힘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비행 

고도는 낮아진다.

[그림�11]�조류의�고도�변화에�따른�날개�부분의�공기�흐름의�차이�모식도

ⓒhttp://people.eku.edu/ritchisong/ornitholsy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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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새들의 기네스북 - 비행과 관련된 새들

○ 가장 빨리 비행하는 새 - 매는 평균 비행속도가 시속 145km 정도이다. 하지만 먹이를 

잡기 위해 공중에서 땅을 향해 쏜살같이 내려갈 때에는 시속 32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 가장 멀리 날아 이동하는 새 - 북극제비갈매기(Arctic Tern)는 매년 번식과 월동을 위해 

북극과 남극 사이를 번갈아 이동한다. 그 이동거리가 3개월에 걸쳐 총 3만6000~4만km

에 이른다.

○ 가장 긴 날개를 가진 새 - 원더링알바트로스(Wandering Albatross)는 날개를 편 길이

가 3.8~4m 정도이다. 이처럼 긴 날개는 공중에 떠서 활공하는 데는 매우 편리하지만, 

비행을 위해 이륙하거나 땅이나 물 위로 내려앉을 때에는 지장을 준다.

○ 가장 높이 비행한 새 - 가장 높게 비행한 새의 기록은 러펠그리핀수리(Ruppell's 

Griffin)로 1973년 코트디부아르로 가는 비행기와 이 새가 충돌했는데, 그때 이 비행기

의 고도가 약 1만1280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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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분류

5

1. 조류의 서식지역 및 생활형에 따른 분류

가. 명금류(songbirds)

전 세계 조류 가운데 약 4000여 종이 여기에 속한다. 번식기 동안 노래 소리(Song)를 

내어 텃세권(territory)을 설정하고 번식하는 조류 종을 총칭한다. 대부분의 명금류는 수

컷만이 노래 소리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랑턱멧새, 딱새, 박새, 흰눈썹황금새, 

굴뚝새, 휘파람새 등이 명금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조류 종이다. 번식기 명금류 수컷의 노

래 소리는 번식기에 설정해둔 텃세권을 방어하는 기능(Territory Defense), 배우자인 

암컷을 유혹하는 기능(Female Attraction), 동종의 수컷에게 경고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12]�대표적인�명금류

노랑턱멧새 굴뚝새

나. 수금류(Waterbirds)

호수 또는 물가에서 번식을 하거나 살아가는 오리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번

식을 하고 1년 내내 살아가는 흰뺨검둥오리를 비롯하여 월동을 하기 위해 날아오는 고방

오리, 넓적부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비오리, 가창오리 등이 수금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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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류는 먹이를 잡아먹는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수면성 오리는 

먹이를 잡을 때 수면 아래로 머리만 집어넣은 채 꼬리 부분이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종

류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잠수성 오리는 물

속에 있는 먹이를 잡기 위해 몸 전체를 물속으로 잠수하는 형태로 흰죽지, 댕기흰죽지 종

류가 여기에 속한다.

[그림�13]�대표적인�수금류

고방오리(수면성�오리) 흰죽지(잠수성�오리)

다. 섭금류(Shorebirds)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지대를 봄과 가을에 경유하는 도요새와 일부 물떼새류, 그리고 백

로류가 속한 황새목 두루미류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섭금류 중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 도

요새류는 겨울철에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 호주 지역에서 월동을 하고 번식지인 중국 또는 

러시아의 습원 평지로 이동하는 도중인 4~6월에 중간기착지인 우리나라 서해안의 넓은 

갯벌지대에 내려앉아 게류, 각종 고동류 등을 주요 먹이로 섭식하고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뒤 북쪽 지방으로 이동한다. 9~11월에는 번식을 마치고 월동지로 되돌아가는 중

간에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을 다시 들르는 이동 형태를 띤다. 알락꼬리마도요, 마도요,

청다리도요, 민물도요, 개꿩 등이 대표적인 섭금류이다. 이동거리가 5000~8000km에 달할

정도로 번식지에서 월동지까지 이동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이동 중 중간기착지의 휴식

과 먹이활동이 매우 중요한 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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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대표적인�섭금류

마도요 노랑발도요

라. 맹금류(The Birds of Prey) 

육식성 조류를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맹금류에는 수리류, 매류, 조롱이류, 올빼미류 등

이 포함된다. 맹금류는 3가지의 해부학적 특징에 의해 다른 조류들과는 구분이 된다. 날

카로운 발톱을 가진 강한 발과 윗부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며, 매우 우수한 쌍

안시력(Binocular Vision)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맹금류는 낮과 밤의 활동성과 생활패

턴에 따라 주행성 맹금류와 야행성 맹금류로 분류한다. 낮에 활동하는 맹금류는 주로 수리

류, 매류 등이며 독수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이다. 야행성 맹금류는 올빼미류로 소쩍

새,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등이다.

[그림�15]�대표적인�맹금류

황조롱이(주행성맹금류) 소쩍새(야행성맹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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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의 도래 현황 및 생태형에 따른 분류

• 텃새(Resident, Res) :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월동을 하며 일 년 내내 살아가는 

조류로 박새류, 딱따구리류, 까치, 까마귀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여름철새(Summer Visitor, SV) : 여름철 우리나라에 번식을 위해 찾아오고, 번식이 

끝나면 필리핀, 미얀마, 태국과 같은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새들이다. 백로류(일부는 

우리나라에 남아 월동을 하기도 한다.), 물총새류, 뻐꾸기류, 파랑새, 흰눈썹황금새, 

제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겨울철새(Winter Visitor, WV) :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번식을 마치고 그곳의 추위

를 피해 우리나라로 월동을 위해 이동하는 조류로 기러기류, 오리류(일부 오리종류

는 텃새), 두루미류, 양진이, 되새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나그네새(Passage Migrant, PM) : 우리나라에서 머물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우

리나라를 경유해 지나가는 조류로 도요새류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노랑딱새, 제

비딱새, 흰배멧새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미조(Vagrant, Vag) : 길 잃은 새를 의미하며 일정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 등과 같은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다. 군함조, 노랑머리할미새, 수염오목눈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16]�도래�현황에�따른�조류

오색딱다구리(텃새) 흰눈썹황금새(여름철새)

쇠기러기(겨울철새) 흰배멧새(나그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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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새들의 기네스북

○ 가장 무거운 둥지를 가진 새 - 북미지역에서 살아가는 흰머리수리는 매년 같은 둥지를 

보수하여 사용하며 번식하는데, 번식 역사가 긴 둥지의 경우 무게가 약 2t에 달한다.  

○ 가장 깊이 잠수하는 새 - 미국큰아비는 물속 약 80m까지 잠수하여 먹이를 사냥한다.

○ 가장 긴 꼬리를 가진 새 - 관머리청란꿩은 세계에서 가장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수컷

의 꼬리 깃털은 1.73m 정도이고, 폭은 13c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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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이동

6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새들의 거의 절반은 매년 계절의 변화, 먹이, 물, 번식 공간 등 다

양한 원인과 목적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여행을 ‘새들의 이동’

이라고 한다. 새들의 이동을 뜻하는 영어 표현(Migration)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동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Migrare’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류 종에 따라 이동을 하는 시간대는 각기 다른데, 주로 수리와 매 같은 맹금류와 대

형 조류인 두루미류는 낮 시간대에 이동을 한다. 명금류(Songbirds)와 같은 작은 새

들은 밤 시간에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덩치가 큰 새들은 장거리 이동을 위

해 낮 시간 동안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상승기류를 이용함으로써 이동에 쓸 에너

지를 최대한 절약한다. 반면 작은 새들은 장거리 이동 시 천적에 노출될 경우 에너지 소

모 등으로 포식압(잡아먹혀 개체의 수가 감소하는 일)이 높아짐에 따라 포식의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두운 밤 시간을 이용해 이동한다. 

조류에 따라서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V자 형태의 집단

비행대열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런 형태로 날아가게 되면 선두에서 비행하는 경험 많은 

조류의 날개 끝에서 만들어내는 상승기류를 뒤에서 따라가는 조류가 이용함으로써 비행에

드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새들이 계절에 따라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장거리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는 새들도 수없이 많다. 이동 

중인 새들은 비행하며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충분한 먹이를 확보하지 못해 탈진해 죽는 경

우가 많고, 일정한 경로 이동 시 닥치는 불안정한 날씨, 각종 천적에 의한 포식 등에 시

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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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장거리�비행을�하는�조류와�이동방법

말똥가리(낮�시간에�이동하는�조류) V자를�형성하며�이동하는�조류

전라남도 홍도, 전라북도 어청도, 경기도 소청도를 포함한 한반도 서해안의 작은 섬들

은 덩치가 작은 참새목 조류뿐 아니라 벌매, 붉은배새매와 같은 중대형 맹금류의 이동 길

목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중요한 조류 이동기착지로 활용되고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

새에게 장거리 여행 시 소비되는 에너지는 개체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

유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휴식과 먹이 급이 같은 재충전, 기상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는 이동성 조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거리를 이동하는 조류의 개

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번식지, 월동지 등 서식지 보호를 위

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1. 조류는 왜 이동을 하나?

조류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장거리를 이동해 번식지에 도착한 조류는 번식 시기에 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풍부한 

먹이자원(예 ; 곤충과 같은 먹이자원의 증가)과 안정적인 번식조건 덕분에 번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겨울철 추위 때문에 먹이가 급감하거나 수변 서식지가 얼어붙어 

휴식처 확보가 어렵게 될 경우 따뜻한 월동지로 이동하면 먹이와 휴식처를 안정적으로 

확보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류는 계절에 따라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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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을 위한 준비

이동을 하기 전에 새들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체내에 많은 양의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다. 

또한 이동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깃털갈이를 해서 새로운 깃털로 비행을 준비한다. 새들은 

날씨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동해야 하는 시기를 알 수 있다. 낮의 길이 변화에 반응하는 

뇌 속의 ‘생체시계’가 있어 이동하는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을철이 되면 낮 길이

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제비와 같은 조류는 활동성이 증가하고, 이동을 위해 대규모 무리

를 짓게 된다. 유럽에서 번식하는 제비는 월동을 위해 아프리카 월동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대략 5~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3. 어떻게 길을 찾나?

조류는 규칙적인 경로로 비행을 하는데 어떻게 길을 찾고, 방향을 찾는지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먼 거리를 단독으로 이동하는 물수리와 같

은 조류를 관찰해보면 이동 경험이 전혀 없는 그해에 태어난 어린 새들도 월동지를 향해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조류의 장거리 이동은 본능에 의한 행동이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종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 정위(Orientation)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1967년 Stephan Emlin은 유럽울새(Indigo Bunting)가 어두운 밤중

에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별자리인 북극성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도 하였다. 오늘날 밤중에 이동하는 새들뿐 아니라 벌과 같은 곤충들도 별자리를 통해 길

을 찾는 정위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1951년 Gustav Kramer

는 새장 안에 유럽찌르레기를 가두고 태양의 방향을 거울을 이용해 변형하는 실험을 통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이 낮 시간 동안 태양의 뜨고 지는 방향, 계절에 따른 태양의 

고도 변화 등을 감지해 길을 찾는 정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지구의 자기장을 울새(Robin)나 비둘기가 감지함으로써 조류가 먼 거리를 이동

하는 방법으로 자기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무

리를 지어 이동하는 조류가 경험 많은 조류에 의해 계곡, 산맥, 해안선과 같은 지형지물 등

을 숙지해 이동하는 무리를 이끌기도 하고, 친숙한 냄새를 따라 먼 길을 찾는 정위방법

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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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들의 이동에 대한 연구

과학자들은 새들이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지, 어느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지를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연구해 왔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이며, 오래된 연구방법이 가

락지 부착을 통한 이동방법 연구이다. 조류의 다리, 날개, 목, 오리류의 물갈퀴 등에 가

락지(금속 및 유색 플라스틱 가락지)와 같은 표지나 꼬리표(Tag)를 달아 날려 보낸 뒤 

새들이 이동하는 중간 기착지나 최종 목적지에서 관찰된 경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견 사실과 관련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조류의 이동을 연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짧은

거리에 대한 이동 연구를 위해 라디오 트래킹(Radio Tracking) 추적방법이나 장거리 이동

연구를 위해 인공위성 추적장치(Satellite Tracking)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이동 상황을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흑산도에 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가 있어 연간 약 5000여 개체의 

조류를 포획해 가락지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18]�가락지�부착을�통한�조류�이동경로�연구방법

개체�표지�가락지가�부착된�저어새 유색�플라스틱�가락지를�부착한�유리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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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류의 역할

7

조류는 먹이사슬의 중간 및 최종 소비자로서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중

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열매 등 식물성 먹이를 먹는 새들은 식물의 수분(Pollination), 분

산(Dispersal)에 기여하고 있다. 동박새, 벌새, 직박구리와 같은 새들은 식물의 꽃가루를 

먹이로 하면서 식물의 수분을 도와 식물이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을 준다. 어치, 까치, 곤줄

박이와 같은 새들은 겨우살이 열매 등 숲 속의 다양한 열매를 섭취한 후 먼 곳으로 

날아가 씨앗을 배설함으로써 식물이 널리 퍼져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조류가 

섭취한 식물의 씨앗이 조류의 소화기관을 거쳐 배설되었을 때 씨앗의 발아율이 더 높았다

는 연구 결과는 식물의 분산에 조류가 얼마나 큰 구실을 하는지를 입증해주는 셈이다.

조류는 숲 속의 해충 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새를 포함한 숲 속

에서 살아가는 새들은 숲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건강한 숲

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번식기의 박새 1쌍에 의해 소비되는 숲 속 해충의 양은 수만 마

리에 이를 정도로 해충 구제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딱따구리류와 같

은 새들은 수목 속에 산란하는 딱정벌레 애벌레를 효과적으로 사냥해 제거함으로써 나무

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어 ‘숲 속의 의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림� 19]�생태학적�위치에서의�조류의�역할

끈적한�겨우살이의�열매는�새들의�부리에
붙어�먼�곳으로�옮겨져�새로운�수목에

정착하게�된다.

우리나라�숲에서�가장�많이�번식하는
박새는�해로운�곤충을�잡아먹어�박멸하는�

중요한�일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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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관찰 및 해설 시 유의사항

8

최근 들어 역사 유적, 전통문화뿐 아니라 숲, 철새 도래지 등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현장 참여 학습

이 강조됨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류 관찰

을 취미로 하는 탐조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시청각

적 능력이 우수한 조류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 실천할 

때 더욱 효과적인 조류 관찰과 해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필요한 장비

쌍안경, 망원경(Field Scope), 도감, 카메라, 메모장, 필기도구, 카운터 

2. 주의사항

시각적 능력이 뛰어난 조류를 관찰하러 갈 때는 되도록 원색 옷은 안 입는 것이 좋다.

새에게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빨강, 노랑, 흰색과 같은 원색은 친숙한 색깔이 아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 눈에 띄는 원색 복장은 새들에게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

한 한 낙엽색인 갈색, 베이지색, 녹색 등 자연과 가까운 색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추운 겨울철 조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야외 활동으로 동상에 걸리거나 체

온이 떨어져 생기는 저체온증 등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단단한 채비가 필요하다.

조류를 관찰하기 위해 접근할 때에는 몸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어 관찰자의 크기가 너

무 커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새를 관찰해야 한다면 새

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위장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

찰자가 정숙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들은 작은 소리에도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조

용히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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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해설 시에는 쌍안경 사용법과 조류 관찰 시 주의사항 그리고 도감 사용법 등을 

숙지한 후 해설 전에 해설 참가자들에게 설명해 해설의 효율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서식지 파괴와 조류의 멸종

9

전 세계 조류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여 종이 현재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 현

재 전체 앵무새 종류의 약 70%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사람들

은 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오염시킬 뿐더러 새들을 사냥하거나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

해 잡아들임으로써 새들의 생존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 

서식지 파괴는 오늘날 조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전 세계 멸

종 위기 조류의 약 3분의 2는 서식지 파괴에 따라 위기에 놓였다. 습지와 늪지대는 농사

를 위해 개간되고, 초원은 농작물 재배나 가축 방목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숲은 농장, 집, 

광산에 사용할 목재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벌목되었다. 예를 들어 달마시안사다새

는 과거에 남동부 유럽, 러시아, 이란, 터키와 같은 곳에선 흔한 새였지만, 이 조류의 주

요 번식지이자 서식지인 강, 호수, 하구 등이 개발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열대우

림에서 살아가는 조류도 지구에 있는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이 이미 파괴됨에 따라 그 종의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도 1초당 축구장만한 크기의 열대우림 지역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몇몇 희귀 조류의 멸종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한 사냥이 조류의 멸종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사냥을 통해 조류를 

포획하거나 집단 번식 중인 조류의 알을 수거함으로써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악영향을 주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냥의 피해는 북미지역에서 살아가던 나그네비둘기의 

멸종을 예로 들 수 있다. 나그네비둘기는 과거 세계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조류 중의 

하나였다. 거대한 나그네비둘기 무리가 하늘을 날면 캄캄해질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조류

였다. 하지만 19세기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정착하면서 수백만 마리를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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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먹은 결과 이후 100년도 되지 않아 나그네비둘기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람들과 함께 유입된 외래생물종은 조류의 멸종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고양이, 쥐, 개와 같이 사람과 함께 유입된 외래종은 특히 하와이, 

뉴질랜드와 같은 섬에 유입됨으로써 토착 조류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었다. 섬 토착 조류 

종들은 새롭게 유입된 외래종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진화시키지 못함에 따라 빠르게 

멸종에 이르렀고, 외래 유입종들에 의해 병이 퍼지고 먹이와 서식 공간을 두고 서로 경쟁

함으로써 경쟁에 뒤처지기도 하였다. 유입종에 의한 서식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

하지 못해 결국 많은 조류들이 멸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뉴질랜드에서 

쥐나 작은 포유동물의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들여온 족제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유입된 족제비는 타카헤(Takahe)라는 조류의 알과 새끼를 습격함으로써 타카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이 새의 서식지를 파괴해 또 다른 조류가 멸종된 예는 개똥참새의 멸종이다. 

이 새는 1940년대까지 미국 플로리다 동부 해안의 염습지대에서 수천 마리가 살았다. 19

50년대 중반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센터와 우주선 발사기지인 케이프캐너베랄 기지

가 이 습지 위에 건설됐고, 바닷물 유입에 따른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이 쌓이게 되었다. 

이 참새 종류는 바닷물이 유입돼 발생하는 홍수로 생기는 다양한 먹이를 먹고 생존해 왔

지만, 사람들이 서식지를 파괴하자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이 종의 보존을 위해 몇 개체 정

도를 야생동물 보호지구에서 보존 프로그램에 의해 증식해 보존하였지만, 1975년에 일

어난 큰 산불로 서식지가 대부분 파괴되어 개똥참새는 1989년을 끝으로 지구상에서 완

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장 안에서 애완조를 키운다. 이러한 새들 중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잡혀 전 세계로 옮겨지는데, 매년 60만 마리 이상의 앵무새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 지구상의 곳곳에서 애완조로 사육되기 위해 불법으로 잡힌 

새들 가운데 10마리 중 9마리는 새장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에 의한 피해도 새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해양사고로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폐유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이렇게 유입된 오염물질은 바다새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폐유는 새들의 깃털에 달라붙어 추위와 더위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고, 먹이를 잡기 위해 물밑으로 잠수하지도 못하게 한다. 또한 새가 깃털을 다듬으면서

마시는 기름은 새에게 독극물로 작용해 피해를 준다. 폐유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조류를 

포획할 경우 재빨리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비눗물로 씻겨준 뒤 말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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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종 보전과 노력

10

조류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야생동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때문에 특정한 조류가 멸종에 이르게 되면 이와 연관된 수많은 생물들이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게 되어 그 피해를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생물 간의 연관관계가 밝

혀진 종들의 사례가 적다고 해도 한 종의 조류가 멸종했을 때 그 영향은 예측불가하

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조류 종이라도 멸종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멸종 위기에 놓인 조류 종의 보전을 위해 각국에서는 다양한 종 보전 프로그램 및 멸종

위기종에 대한 종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멸종 위기종 조류 복원 프로그램으로는 황새 복원 및 따오기 복원을 들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 종의 개체를 증식한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프로그램을 통해 야생

에서 살아가는 조류 종의 유전자풀(Gene Pool)을 증가시키기고, 이에 앞서 해당 조류 

종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생 서식지 개선작업을 통해 종의 복원을 추진하는 작

업이 진행되고 있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 사냥을 막고, 생물 종의 서식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을 조

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환경 보전의 중

요성을 확산하는 것이야말로 가속화하고 있는 조류 종의 멸종을 막는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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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양서ㆍ파충류)

박대식(강원대 과학교육학부)

양서․파충류 개관

1

1. 양서․파충류의 구성

양서류강

Class Amphibia

兩 양쪽 양

棲 살   서

類 무리 류

물과 땅, 양쪽 모두에 사는 무리

유미목(有尾目, 꼬리가 있는 目)

Order Caudata 혹은 Urodela

무미목(無尾目, 꼬리가 없는 目)

Order Salientia 혹은 Anura

무족영원목

(無足蠑螈目, 발이 없는 영원 目)

Order Gymnophiona

파충류강

Class Reptilia

爬 기어 다닐 파

蟲 벌레      충

類 무리      류

땅을 기어 다니는 무리

거북목

Order Testudinata

유린목(有鱗目, 비늘이 있는 目)

Order Squamata

뱀아목

Suborder Serpentes

도마뱀아목

Suborder Larcertilia

악어목

Order Crocodilia

옛 도마뱀목

Order Tuatara

✱ 치아가 턱뼈와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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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서류 구성 및 특징

가. 양서류 강의 구성

양서류(Amphibian)의 어원은 ‘Amphibios’이다. ‘Amphi-’는 양쪽을 뜻하고 ‘-bios’는 생

명이라는 말로서 물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생명체를 양서류라 한다. 진화 과정상 육

지를 정복한 최초의 척추동물로서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늘이 없는 피부를 가

진 동물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양서류 강(Class Amphibia)에는 무족영원목(Gymnophion

a), 유미목(Caudata), 무미목(Anura)의 3개목(Order) 74개과(Family)에 7170 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 무족영원목(Order Gymnophiona)

무족영원목에는 10과 35속 199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양서류는 외형

상 몸통이 가늘고 손발이 없으며, 꼬리는 없거나 짧아 큰 지렁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주로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 산림이나 농지 근처의 습기 있고 거친 흙, 낙엽 속 

혹은 물가에서 굴을 파고 살고 있으며, 먹이로는 지렁이, 흰개미를 주로 먹는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일부지역, 동남아시아에도 분포하고 있다. 크기는 매우 다양하여 가장 적은 종

은 7~11.4㎝ 정도이나 큰 종은 150㎝에 이른다. 대부분의 종은 30~70㎝ 크기에 체내

수정을 하며,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는다. 우리나라에는 이 목에 속하는 종이 없다.

(2) 유미목(Order Caudata)

꼬리가 있는 도롱뇽 그룹인 유미목에는 도롱뇽, 영원, 사이렌 등이 있으며 총 10과 

67속에 654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 그룹의 양서류는 외형상 발이 네 개이며, 긴 형태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서늘하고 그늘진 곳을 선호하며 전형적으로 야행성이다.

완전 수생종, 완전 육생종, 또는 시기에 따라 육상과 수상을 교대로 오가는 다양한 생

활사를 가진다. 아메리카 대륙 전 지역, 유럽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아시아에 분포한

다. 모두 육식성이며 소형 곤충, 괄태충, 달팽이, 지렁이, 살아 있는 소형 무척추동물을 먹

는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3~160㎝이다. 대부분의 종이 체내수정을 하지만 아시아에 분

포하는 일부 종은 체외수정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꼬리치레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

롱뇽, 도롱뇽, 이끼도롱뇽이 있으며, 북한에 추가적으로 네발가락도롱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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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미목(Order Anura)

꼬리가 없는 양서류인 무미목에는 개구리, 두꺼비가 포함되며 총 54과 445속 6317종이 

보고되어 있다. 외형상으로 이 그룹에 속하는 양서류들은 꼬리가 없고 가늘고 긴 네 다

리로 뛰어다니거나 기어 다닌다. 이들은 남극, 북극권과 극히 건조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대부분 육상과 수상을 오가며 생활하지만 일부는 완전 육생 

혹은 완전 수생하는 것도 있다. 유미목과 마찬가지로 습한 환경이 서식에 꼭 필요하며 

특히 습한 열대우림지역에서 높은 서식 밀도를 보인다. 올챙이라고 불리는 유생 시기를 물

속에서 지내고 꼬리가 없어지는 변태를 한 뒤 성체로 성장하여 육상 혹은 나무 위에서 물을 

오가며 생활한다. 먹이는 살아 있는 소형 곤충류, 지렁이, 작은 갑각류 등을 섭취하고 유생

은 채식성이며 수생 조류(algae)를 먹는다.

무미목에 속하는 양서류의 몸길이는 1~35㎝ 사이이며, 대부분 2~12㎝ 내외다. 이들은 

대부분 체외수정을 하며 물속, 습기 있는 땅 위, 어느 한쪽 부모의 체내 혹은 몸 위에 산란

한다. 거의 모든 종이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에는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한국산개구리, 황소개구리, 금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참

개구리, 옴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

국내(남한)에는 총 2목 7과 18종의 양서류가 서식한다. 

나. 양서류의 특성 및 신체 명칭

(1) 양서류의 특성

양서류는 몸의 대부분이 단단한 경골(硬骨)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부드러운 연골

(軟骨)도 있다. 양서류의 피부는 매끈하고 축축하며 보통 비늘이나 털이 없다. 또한 

체형의 변화가 많고 대부분 다리가 4개이며 물갈퀴가 있는 발을 가진 종류가 많다. 입은 

크고 위턱 또는 양턱에 작은 이빨들이 나 있으며, 2개의 콧구멍은 입속 천장의 앞부분에

있다.

양서류는 입, 폐, 피부, 그리고 외부 아가미(유생 시기에만)를 이용하여 호흡을 한다. 

폐가 없는 도롱뇽과 낮은 온도에서 살아가는 양서류는 주로 피부를 통하여 산소 교환을 한

다. 이리하여 양서류의 피부는 보호와 위장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양서류의 주요 호흡기

관이자 삼투 조절기관이다.  

양서류 가운데 개구리류는 올챙이 때에 말류나 윤형동물을 먹고, 성체가 되면 곤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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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거미, 지렁이, 노래기 따위를 먹는데 움직이는 것이면 무엇이나 입속에 넣는 습성

이 있다. 도롱뇽류는 대부분 육식성이며 곤충류나 거미류를 주로 먹는다.

양서류는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며 동면을 한다. 동면은 대부분 

땅속에서 하며, 짚더미 밑이나 개울 바닥의 돌 밑, 진흙 속에서 겨울잠을 자기도 한다. 두

꺼비와 같이 산란 후 다시 땅속에 들어가 봄잠을 자는 종류도 있으며, 언 채로 겨울잠

을 자는 캐나다에 사는 숲개구리와 같이 특이한 종도 있다.

양서류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에 산란하는데 그 시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알은 젤리

질의 막으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 물속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수정된다. 우선 수컷이 산란 장

소에 나타나고 이어 암컷이 그곳에 나타나 산란을 시작한다. 수컷과 암컷이 포접한 상태에

서 암컷의 배설공에서 나오는 알 덩이에 정자를 방출하면 알은 수정이 된다. 

미주도롱뇽을 포함하여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대부분의 도롱뇽류는 체내수정을 하는데

암컷은 수컷이 방출한 정자를 배설공을 통해 끌어들여 정자 저정낭 속에 간직하였다가 산

란할 때 수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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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서류의 신체 명칭

이정현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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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충류의 구성 및 특징

가. 파충류강의 구성 

파충류는 진화상 원시 양서류에 속하는 사지류(Tetrapods)인 미치류(Labyrinthodont

ia)에서 약 3억 1000만 년 전에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파충류(Class Reptilia)는 양서

류와 달리 각질화된 비늘 혹은 뼈로 변한 판을 가지며, 허파 호흡을 하여 물이 없어도 번

식과 생존이 가능하다. 파충류는 주로 체내수정을 하며 대부분 석회질의 껍질로 둘러싸인 

알을 낳는다.

현재 세계적으로 파충류에는 거북목(Testudinata), 유린(뱀)목(Squamata), 악어목(Cr

ocodylia), 옛 도마뱀목(Rhynchocephalia) 등의 4개목(Order) 86개과(Family)에 약 97

66종이 살고 있다. 

(1) 거북목(Order Testudinata)

거북목에는 전 세계적으로 14과 91속에 328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은 극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대와 온대 지역의 육수와 해수, 육지에 분포한다. 이들의 크기는 11~244cm 

정도이다. 몸은 짧고, 뼈로 된 배딱지와 등딱지로 몸이 싸여 있다. 이빨이 없으며 각질화된 

입술을 가지고 있다. 주로 초식, 육식을 하며 잡식인 경우도 있다. 체내수정을 하며 모든 종

들이 육지에 알을 낳는다. 1종에서 알을 보호하는 부모 행동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일반적

으로 150년 정도를 살며, 길게는 200년까지도 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거북, 장수거북, 자라, 남생이, 붉은귀거북의 5종이 서식하고 있다.

(2) 유린(뱀)목(Order Squamata)

유린목은 도마뱀 아목(Sub order Lacertilia)과 뱀 아목으로 분류(Sub order Serpent

es)되며, 유린목에는 68과 979속 9412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은 호주, 남아메리카, 미

국을 주로 포함하는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북시베리아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에 분포한다. 크기는 1.5~150cm 정도이며, 이빨이 있고 몸은 비늘로 덮여 있다. 사지가 

있는 종도 있으며, 퇴화되어 없는 종도 있다. 모두 체내수정을 하며 알을 낳거나 새끼

를 낳는다. 길게는 50년까지 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마뱀부치, 도마뱀, 북도마뱀, 표범장지뱀, 줄장지뱀, 아무르장지뱀, 무

자치, 누룩뱀, 먹구렁이, 황구렁이,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비바리뱀, 능구렁이, 실뱀,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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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얼룩바다뱀, 바다뱀의 총 21종이 서식하

고 있다.

(3) 악어목 (Order Crocodylia)

악어목에는 3과 9속에 25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브라질, 미국 플로리다, 

중남미, 중앙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호주 일부 등을 포함하는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분포한다. 악어목은 엘리게이터과(Alligatoridae)와 크로크다일과(Crocodylidae)로 구

성된다. 엘리게이터과에는 4속에 8종이 있으며, 이들은 1.5~4m의 크기로 입을 다물

면 아래의 4번째 이빨이 드러나지 않는다. 크로크다일과에는 4속에 16종이 있다. 1.6~6.

5m 정도의 크기로 입을 다물면 아래의 4번째 이빨이 드러난다. 가비알리과(Gavialidae)

에는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에 살고 있는 1종이 있다. 이들의 크기는 3~4m 정도이

다. 우리나라에는 악어목에 속한 종이 없다.

(4) 옛 도마뱀목(Order Rhynchocephalia)

옛 도마뱀목에는 1과 1속에 1종만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은 뉴질랜드의 섬들에서만 

발견되며, 길이는 약 40~60cm 정도이다. 다른 파충류와 달리 치아가 턱뼈에 유착되어 

있는 원시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원시도마뱀류이다. 성적 성숙이 느리고 약 4년에 

한 번씩 번식을 한다. 주로 곤충, 양서류 등을 포식하며 체내수정으로 난생한다. 우리나라

에는 이에 속한 종이 없다.

국내에는 총 2목 10과 25종의 파충류가 서식한다.

나. 파충류의 특성 및 신체 명칭

(1) 파충류의 특성

포유류나 조류와 달리 털이나 깃털, 선(腺, Gland)과 같은 것이 없다. 피부가 각질의 표

피로 덮여 있어서 몸 안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도 살 수 있다. 몸이 짤막한 것, 길쭉한 것 등 체형이 다양하다. 보통 2쌍의 다리가 있고 

발에 5개의 발가락이 있으며 네 다리가 발달하지만 뱀목에서는 퇴화하거나 없어졌다. 

거북류는 전형적인 딱지가 있어 껍질 속에 머리, 다리, 꼬리를 집어넣어 갑옷처럼 

쓰면서(바다거북류는 예외) 자신을 방어한다. 도마뱀은 각질의 피부가 접혀서 외부 비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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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뱀은 비늘로 덮여 있으며 다리가 없다.

많은 파충류는 1년에 몇 차례씩 허물을 벗는데 이것은 성장의 일부이다. 파충류의 

피부는 다양하게 발달된 비늘이나 여러 층의 뿔 모양 덮개로 덮여 있다. 뿔 모양 덮개는 

체구가 커짐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탈피가 일어나는 것

이다. 탈피는 뱀과 같이 온몸 전체로 또는 도마뱀과 같이 개개의 조각 형태로 벗는 경

우도 있으며, 거북과 같이 등껍질에 있는 개개의 판의 형태로 탈피하기도 한다.

파충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극소량의 먹이만 먹더라도 대

사를 조절하여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없거나 양이 적은 환경에

서도 살아갈 수 있다. 파충류도 양서류와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 동안은 땅속이나 바위틈

에서 겨울잠을 잔다. 기나긴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는 체내에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 많

은 먹이를 섭취한다.

파충류의 번식은 거북이나 도마뱀, 뱀과 같이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알을 낳는 방법

(난생), 일부 뱀과 같이 몸 안에서 어느 단계까지 성장시킨 뒤 낳는 방법(태생)이 있다. 

배(胚)는 양막(알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는 특수한 막에 싸여 있으며, 아가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양서류에서 볼 수 있는 탈피나 유생 단계는 거치지 않는다. 파충류는 어

릴 때 성장이 빠르지만 그 후에는 느리며 일생 동안 성장 능력이 있다.

뱀은 특이한 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통보다 두께가 더 굵은 토끼 같은

먹이를 먹어치울 수 있다. 먼저 뱀의 피부는 매우 탄력적이다. 특히 뱀의 턱뼈는 2개가 

아닌 4개로 이뤄져 있고 인대로 느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먹는 동안에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위턱의 양쪽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아래턱의 안쪽에 아래로 떨어져 내리도록 되

어 있는 또 하나의 뼈가 있어서 먹이가 목으로 넘어갈 때 아래턱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

게 된다. 뱀의 갈비뼈는 매우 유연할 뿐 아니라 사람과 달리 갈비뼈가 흉골에 붙어 있지 

않아 큰 먹이도 몸통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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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충류의 신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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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서․파충류의 가치 및 감소현상

가. 양서․파충류의 가치

양서류와 파충류는 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시자이다. 양서류는 수

중과 육상 생태계에서, 파충류는 주로 육상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의 주요한 역할들을 수

행한다. 나아가 양서․파충류는 사람 사회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사업이나 소비시장에서 많이 이용되며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 자원이 되기도 한

다.

조절 서비스 

생태계 내의 소비자로서, 무미양서류의 올챙이는 수중 생태계 내에서 식물질과 식물의 

부스러기들을 먹는다. 도룡뇽 유생은 왕성한 포식자이며, 성체는 많은 작은 무척추동물들이

나 다른 척추동물들을 먹는다. 양서류는 자신들의 먹이로 다양한 곤충이나 그들의 유생

을 섭식함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되는 질병의 유발을 막고 농작물 해충들을 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다른 동물들의 먹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양서류

는 조류, 포유류, 물고기, 파충류들의 먹이자원이 되며, 몇몇 지역들에서는 심지어 곤충이

나 거미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몇몇 박쥐나 뱀은 양서류만을 먹이로 한다.

파충류는 들과 낮은 산지의 최상위 포식자이다. 이들은 주로 양서류와 작은 설치류를 

잡아먹으며, 종종 조류를 포식하기도 한다. 유혈목이나 무자치는 작은 연못의 물고기를 잡

아먹기도 한다. 더불어 파충류는 매나 독수리류와 같은 대형 조류나 족제비, 삵 등 중․

대형 포유류들의 훌륭한 먹이자원이 된다. 

생태계 유지 서비스

생태계 내의 에너지 흐름과 영양 순환에 기여하는 양서류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특히 

양서류들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음식물의 전환이 뛰어나다. 이리하여 수중

이나 육상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영양분의 순환을 증가시킨다. 검은등도롱뇽 같은 

종은 에너지 효율이 95%나 된다.

파충류들은 들과 산 사이의 에너지 및 영양 순환을 연결해주는 주요한 연결자가 된다. 

많은 파충류가 들과 산지를 계절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이용하며, 이러한 순환적인 서

식처의 이용은 두 생태계 사이에서 에너지와 영양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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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이다.

공급 서비스

양서류들은 인간의 생활에 많은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냥용 독물, 의식용 

환각 약, 의학용 약 등으로 이용되는 생화학 물질들이 오래전부터 양서류로부터 채취되어 

사용돼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항생제와 진통제가 양서류로부터 축출돼 이용된다. 또한 양

서류는 프랑스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고급 요리용 재료로서 사용되며, 각급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생물 교육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물군이기도 하다. 외국에

서는 애완동물로서 다양한 양서류가 취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용이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파충류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이들이 생산하는 독

을 이용한 다양한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다. 동남아시아산 독사로부터 얻은 벙가로독은 칼

슘채널 저해제로서 신경생물학에서 중요한 조절물질로 이용된다.

문화 서비스

양서․파충류는 또한 민속적인 것이나 예술, 캠페인 등의 소재로서 영감을 제공하며, 

수많은 원시 문화에서 행운의 물건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두꺼비나 올챙이, 청개구리, 남

생이, 자라, 구렁이 등은 다양한 이야기의 재료가 되어왔으며, 관련된 설화도 많다. 이

는 양서류와 파충류가 인류와 매우 친근한 존재로서 인류 문화의 감성적, 상징적 소재로

서 얼마나 많이 이용돼 왔는지를 보여준다. 

양서류와 파충류의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환경 생태계의 원활한 순환과 건강을 증진하고 인류의 미래 자원을 지키고 관리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양서․파충류의 감소와 대책

(1) 양서․파충류의 감소

양서류와 파충류는 환경 변화에 높은 민감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다른 동물군에

비해 멸종 위험에 처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보고된 4680종의 

양서류 중 5종이 이번 세기에 멸종하였으며, 49종이 멸종 위기, 75종이 멸종 위험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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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파충류는 7150종 중 20종이 멸종하였고, 100종이 멸종 위기, 153종이 멸종 위

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감소의 요인으로는 다양한 자연적, 인위적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아래 

여섯 가지의 요인이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서식지 훼손과 변화

양서류의 국소적인 분포와 파충류의 서식지 고착이란 특성은 이들이 서식지 훼손 및 변

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특히 양서류와 파충류의 종 다양성이 높

은 열대우림 지역에서 서식지 훼손은 심각하다.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국

토 및 지역 개발, 늪이나 못의 간척, 전력 생산을 위한 댐 건설, 도로망의 확충 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양서․파충류의 서식지 훼손과 이에 따른 개체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기후변화(오존층 파괴에 의한 자외선 양의 증가, 지구온난화, 산성비)

지구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복사된 자외선의 지구 유입을 감소시켜 지구상

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 같은 원인물

질의 증가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 때문에 자외선이 지나치게 유입되게 된다. 특히 UV-

B는 생물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쳐 면역계 억제, 백내장과 피부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특

히 양서류 알의 DNA에 UV-B의 방사성 에너지가 흡수되면 분자 간 결합이 깨지게 되

어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결국 DNA의 변성으로 말미암아 알의 부화율은 낮아지고 심

지어 죽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의 지구온난화는 서식처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수

한 작은 서식처에 고착되어 살며 상대적으로 서식지 이동률이 낮은 양서류나 파충류들의 

개체군을 급속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강력한 외래종의 등장

한 지역에 외래종이 침입하면 해당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 양서류의 경우 

그 대표적인 예로서 황소개구리를 들 수 있다. 황소개구리는 현재 세계 각 지역에 퍼져

나가 토종 양서류는 물론 심지어 소형 파충류까지 잡아먹어 토종 양서․파충류 개체군 감

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파충류의 경우 붉은귀거북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태계에 침

입한 이들은 토종 어류와 양서류를 잡아먹고 토종 거북이류와 서식처 및 먹이 경쟁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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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개체군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몇몇 포유류의 유입은 특

히 뱀류의 파충류들에게 치명적인 포식자가 되기도 한다.

독성물질(농약)과 환경호르몬

농약에 양서류가 직접 노출될 경우 개체를 죽이거나 발달 중인 개체에서 기형을 유발한

다. 특히 생태계로 유출된 환경호르몬은 극미량으로도 양서류의 생체 발육과 성장, 각종 

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준다.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양서류는 기형이 되거나 암수 간의 

성 분화에 영향을 미쳐 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결국 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파충류의 

경우 환경호르몬이 개체군에 미치는 악영향은 악어류에서 잘 보고되어 있다. 산지에 서식

하는 파충류 역시 산림에 뿌려지는 각종 농약과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되거나 오염물질이 

몸 안에 축적된 먹이를 먹음으로써 각종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원균․기생균의 창궐

금세기 들어 병원균에 감염된 양서류와 파충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염물

질 노출에 따른 개체들의 면역력 약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 병원균 및 기생충들의 활

동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양서류의 경우 항아리곰팡이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 이 곰팡이는 양서류의 피부에 자리 잡고 포자를 퍼뜨려 피부를 통한 

이온 교환 및 물 흡수율을 떨어뜨려 개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항아리곰팡이의 

창궐과 기후변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간의 포획(식용, 연구재료 사용)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양서류와 파충류는 아직까지도 중요한 식료품 중의 하

나이다. 또한 애완 목적으로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가 포획되어 밀거래되고 있으며, 각종 

실험이나 의약품 채취를 위해 상당량의 양서류와 파충류가 남획되고 있다.

(2) 양서․파충류 감소대책

자연보전법의 강화와 실질적인 대응

보호 종 지정 : 우리 정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분산

되어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규정을 통합하고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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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2004년 2월 9일

에 제정하여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칭하고 있다.

보전지역 지정 : 자연환경보호지역을 지정해 특정 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 양

서류와 관련된 곳은 생태계 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으로 지리산(극상원시림), 대

암산(용늪, 고층습원), 우포늪(원시 자연숲), 무제치늪(산지 고층습지) 등이다. 

사람들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

사람들은 관리 종을 선정하고 보호 대상지역을 파악하여 환경 담당 부서와 지역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서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양서․파충류를 고려한 개발

대형 포유동물의 이동로와 더불어 양서류와 파충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로서 흄

관, 연결배수로 통로, 침입 방지벽, 대체 산란지 등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도로를 확충할 때

에도 이러한 양서․파충류의 서식지를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양서․파충류 개체군에 대한 자료 유지

위의 모든 일들에 앞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양서․파충류 군집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체 군집의 감소나 안정, 혹은 증가 추세와 같은 개체 군집의 역

동에 관한 자료들을 유지하고 서식지를 포함하는 환경 조건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러한 자료들은 조사 수준에 머무는 정도의 자료로 축적돼

선 안 되며, 장기적 모니터링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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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지표종으로서의 양서․파충류

가. 왜 양서류는 환경의 지표종으로 종종 이용되는가? 

양서류는 환경 연구 분야에서 지역적인 변화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위한 유

용한 지시종이 될 수 있다. 양서류가 환경지표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서

식지와 생활사 등에 있다.

- 양서류는 물과 육지를 이용하는 생활사를 가짐으로써 양쪽 서식처의 변화에 모두 

민감하고, 한쪽을 주 서식처로 삼는 생물군에 비해 환경 변화에 두 배로 민감하다.

- 양서류의 경우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이 먹이나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온몸의 

흡수성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에 민감하다.

- 양서류는 알로 있을 시기에는 움직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외선의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 

- 유생기에는 수중에 있는 유기물이나 곤충류를 섭취하고, 성체 시기에는 육상에 서식

하는 곤충류를 섭식하기 때문에 수중오염이나 곤충류들에 축적된 오염물질에 쉽게 노

출된다.

- 양서류는 유생기에는 물에서, 성체 시기에는 물과 인접한 서식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분포는 육상에서 연속적이기보다는 분단된 분포형을 보인다. 그리하여 

서식처 분단의 심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 왜 파충류는 환경의 지표종으로 종종 이용되는가?

뱀들은 지역 내의 다른 동물 무리와 유사한 환경 반응 유형을 보이며, 보존이 중요한 

지역들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동물군으로 이용돼 왔다. 파충류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이유로는 긴 수명, 늦은 성적 성숙, 상대적으로 높은 연생존율, 낮은 번식 빈도, 유생의 

높은 사망률, 서식 장소 고착 등의 특성을 들 수 있다. 

• 대부분의 뱀들은 평생 동안 살아가는 서식처를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식처의 훼손에 민감하다.

• 뱀들은 온도 의존적 생리 활성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그들의 성장이나 번

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종이 된다.

• 뱀들은 동면하는 동안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많은 개체를 용이하게 포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92  Ⅳ. 자연환경의 이해

• 뱀들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동물 무리로서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의 폭이 작아서 장

기적인 변동의 검출에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높은 먹이 생체량 전환율은 먹이 관련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에 용이하다.

• 뱀들은 다양한 서식지를 이용하므로 다양한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6. 생물자원의 이해(양서·파충류)  593

우리나라 양서류의 종 및 특성

2

국내에는 총 2목 7과에 18종이 서식한다. 이 중 유미양서류는 2과 3속에 5종, 무미

양서류는 5과 5속에 13종이 있다. 

1. 우리나라의 양서류

가. 유미목(Caudata)

이끼도롱뇽(Karsenia koreana)

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fischeri)

도롱뇽(Hynoibus leechii)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

제주도롱뇽(Hynobius quelpaertensis)

나. 무미목(Anura)

북방산개구리(Rana dybowskii)     계곡산개구리(Rana huanrenensis)

한국산개구리(Rana coreana)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

금개구리(Rana plancyi chosenica)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옴개구리(Rana rugosa)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

맹꽁이(Kaloula borealis)

두꺼비(Bufo gargarizans)         물두꺼비(Bufo stejnegeri)

청개구리(Hyla japonica)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다. 무족영원목(Gymnophiona, 국내에는 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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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미양서류

가. 유미양서류 종간 검색표

1 꼬리가 있다. 2

꼬리가 없다. 무미양서류

2 뒷발가락에 물갈퀴가 남아 있다. 이끼도롱뇽

뒷발가락에 물갈퀴가 없다. 3

3 몸통에 비해 꼬리의 길이가 더 길고 발가락 끝에 발톱이 있다.
꼬리치레

도롱뇽

몸통과 꼬리의 길이가 비슷하고 발가락 끝에 발톱이 없다. 4

4 서구개치가 ♈ 모양이며, 31~36개의 서개구치를 가진다. 도롱뇽

서구개치가 ♈ 모양이며, 37~42개의 서개구치를 가진다.- 제주도롱뇽

서구개치가 V 모양이며, 37~42개의 서개구치를 가진다.- 고리도롱뇽

✱비전문가를 위한 간편 검색표로 분류서적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나. 유미양서류 종 및 특성

미주도롱뇽과

폐가 없는 도롱뇽 무리로 27속에 26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가 

아메리카대륙에 분포하며, 7종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1종이 한반도에 분포한다. 이끼

도롱뇽은 2005년 네이처(Nature)지에 신종으로 발표되었으며, 대륙이동설을 뒷받침하는 

종으로 소개되었다. 국내에는 중부지방에서 대다수의 개체군이 발견되지만, 북쪽으로는 설

악산, 남쪽으로는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식은 알을 

육상에 낳으며, 직접 알로부터 어린 개체가 성장해 나오는 형태의 번식방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짝짓기 행동이나 번식의 예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끼도롱뇽�서식지 이끼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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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과

체외수정을 하는 원시도롱뇽 무리로 7속에 35종이 보고되어 있다. 국내에는 꼬리치레

도롱뇽속과 도롱뇽속에 속하는 도롱뇽이 있다. 

꼬리치레도롱뇽속

꼬리치레도롱뇽속에는 꼬리치레도롱뇽과 일본꼬리치레도롱뇽 2종이 있다. 국내에 분포

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은 북으로는 러시아의 아무르 지역까지, 남으로는 한반도 최남단까지 

분포하나 제주도에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도롱뇽은 꼬리가 ‘치렁치

렁’ 길어서 꼬리치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산간계곡의 큰 

바위 밑이나 물이 솟아나는 물줄기의 지하 내부 혹은 지하동굴 안에서 번식한다. 2005년 보

고된 강원도 환선굴의 예를 살펴보면 이들은 약 수심 1m 40cm 정도의 깊이에서 150마

리 이상이 집단으로 산란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알은 최소한 5개월이 지나 부화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꼬리치레도롱뇽의�번식지�내�알 꼬리치레도롱뇽�수컷

도롱뇽속

도롱뇽속에 속하는 도롱뇽은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의 3종이 보고되어 있다. 

최근 연구는 전남 고흥 일대에 추가적인 종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도롱

뇽들은 입천장에 위치하는 서개구치의 모양과 지리적 분포에 의해서 구분되며, 유전자적

으로 차이를 보인다.

도롱뇽은 도롱뇽속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전역에서 관찰된다. 

이른 봄에 체외수정으로 번식한다. 번식지에는 수컷이 먼저 도착하며, 수컷들은 약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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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번식지에 머무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들과 번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컷의 경우 알을 산란할 때만 연못 안으로 들어오며 평균 1~2일 정도만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도롱뇽은 부산시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발견되어 고리도롱

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형상 일반 도롱뇽과 구분하기 어렵다. 제주도롱뇽은 

제주도와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분포하며, 북쪽으로는 변산반도 인근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고리도롱뇽과 제주도롱뇽의 행동이나 번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 도롱뇽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롱뇽�수컷 도롱뇽�암컷

고리도롱뇽 수컷 고리도롱뇽 서식지

제주도롱뇽 수컷 제주도롱뇽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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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미양서류

가. 무미양서류 종간 검색표

1 꼬리가 있다. 유미양서류

꼬리가 없다. 2

2 배면의 색이 붉고 검은 반점이 있다. 무당개구리

입이 좁고 입천장에 서개구치가 없다. 맹꽁이

귀밑샘이 발달해 있다. 3

발가락 끝에 흡판이 있다. 4

뒷다리가 앞다리에 비해 현저히 발달하고, 발가락 끝에 흡판이 없

다.
5

3 머리에 고막이 있다. 두꺼비

머리에 고막이 없다. 물두꺼비

4 앞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고, 금속성의 울음소리를 낸다. 수원청개구리

앞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거의 없다. 청개구리

5 등에 2개의 융기선이 있다. 6

등에 융기선이 없다. 9

6 고막 주위에 검은색의 무늬가 있다. 7

고막 주위에 검은색의 무늬가 없다. 8

7 위 턱의 가장자리가 흰색을 띤다. 한국산개구리

등과 배에 작은 반점들이 산재해 있다. 계곡산개구리

등과 배에 작은 반점들이 거의 없다. 북방산개구리

8 등에 있는 두 개의 융기선 사이에 흰 세로줄이 있다. 참개구리

등에 있는 두 개의 융기선 사이에 흰 세로줄이 없다. 금개구리

9 등에 작은 돌기가 여러 군데 돋아 있다. 옴개구리

등에 작은 돌기가 없고 매끈하다. 황소개구리

✱비전문가를 위한 간편 검색표로 분류서적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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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미양서류 종 및 특성

개구리목

개구리과 개구리속에는 7종의 개구리가 국내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

구리라고 부르는 개념에 가장 맞는 개구리들이 속하는 그룹이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구

분해서 설명하면 쉬운데 한 그룹은 우리가 산개구리라고 부르는 그룹으로 북방산개구

리, 계곡산개구리, 한국산(구 아무르산)개구리를 포함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른 봄에 

번식하며 생김새가 비슷하다. 한국산개구리는 입술을 따라서 흰색 선이 있다. 계곡산개구

리는 작은 반점 무늬가 등면에 퍼져 있다. 계곡산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계곡, 북방산개구

리는 계곡 내의 물이 정체된 곳이나 산간 농경지에, 한국산개구리는 산간 농경지에 산란

한다.

성체의�비교(왼쪽부터�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한국산개구리)

성체의 배면 비교(왼쪽부터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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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속의 두 번째 그룹은 주로 농경지 일대에서 발견되는 개구리로 연못에서 주로 발

견되는 옴개구리, 황소개구리, 금개구리와 논에서 발견되는 참개구리를 포함한다. 옴개

구리는 종종 산간 계곡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옴개구리는 관찰이 쉽지 않고 온몸에 독샘 

돌기들이 돋아나 있어 다른 종과 구분이 뚜렷하다. 옴개구리의 피부색은 갈색이다. 황소개

구리는 침입종으로 우는 소리가 황소 우는 소리와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 북아메

리카가 원산지로 큰 개체의 경우 몸무게가 1kg이 넘기도 하며, 한 번에 산란하는 알 덩어

리에 1만 개 이상의 알이 들어 있다. 황소개구리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참개구리와 금개구리는 생김새가 유사하나 참개구리는 전형적으로 등에 세 줄을 가

지는 반면, 금개구리는 등의 끝 부근에 두꺼운 금색의 두 줄을 가진다. 종종 2, 3년생 수

컷 참개구리 역시 등면에 2줄만이 확연히 드러나는 개체도 있지만, 줄의 굵기가 금개

구리에 비해 매우 얇은 편이다. 금개구리는 분포가 제한되고 평지의 개발로 개체군이 줄

어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참개구리�암컷 금개구리�암컷

옴개구리 암컷 황소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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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개구리과

무당개구리과에는 무당개구리 1종이 속한다. 무당개구리는 4~6월에 걸쳐서 번식하며,

주로 산간 농경지에서 발견된다. 등은 연두색의 등 면에 까만 점들이 있으며, 배는 붉은색

배 면에 검은 반점이 있어서 다른 종과 쉽게 구별된다. 포식자를 만나면 몸을 뒤집어 

배를 드러내어 경고색을 노출한다.

무당개구리�암컷 무당개구리�배면

두꺼비과

두꺼비과에는 두꺼비와 물두꺼비 2종이 속한다. 물두꺼비와 두꺼비 모두 이른 봄에 번

식하는데 물두꺼비는 산간 계곡에 알을 낳는 반면, 두꺼비는 산과 인접한 연못 및 농경

지 연못에 번식을 한다. 물두꺼비는 늦가을에 봄철 산란지로 이동하며, 겨울 동안 물속에

서 동면을 한 후 봄에 번식한다. 두꺼비와 물두꺼비 모두 피부에 독샘을 가지는데, 특히 

눈 뒤쪽에 있는 독샘이 뚜렷하다. 두꺼비의 올챙이 역시 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번식 

후 인근의 들이나 산지로 이동하며, 주로 야행성 활동을 하나 비가 오는 날에 이동하는 

개체들이 종종 발견된다. 번식 후 일정 기간 활동성이 낮은 시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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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물두꺼비

청개구리과

청개구리과에는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가 있으며, 이들의 발가락 끝부분은 나무나 

벽면에 흡착을 잘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 있다. 청개구리는 농경지와 들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개구리로 여름철에 번식한다. 울음소리는 전형적인 개골개골 소리를 낸다. 알은

3~5개씩 무리를 지어 낳는다. 수원청개구리는 수원농촌진흥청 앞의 농경지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은 이름이다. 현재는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외형적

으로 일반 청개구리와 구분하기는 어렵다. 수원청개구리는 금속성 소리를 내며, 몸통이 가

늘다는 보고가 있으나 일부 청개구리 역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는 유전자 분석만이 두 종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방법이다. 

청개구리�수컷 수원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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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과

맹꽁이과에는 맹꽁이 1종이 있으며, 여름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번식하는 종이다. 맹

꽁이는 소리로 맹과 꽁을 낼 수 있는데 두 개체가 번갈아가며 서로 다른 소리를 내어 맹

꽁맹꽁 소리로 들린다. 맹꽁이는 이러한 소리에서 이름이 기원하였다. 맹꽁이는 평지, 사람 

주거지 인근에 사는 종으로 개발로 말미암아 개체군 감소가 커 현재 멸종 위기종 2급으

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맹꽁이 맹꽁이�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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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파충류의 종 및 특성

3

우리나라에는 10과 20속에 총 28종의 파충류가 있다. 거북목에는 4과 6속에 6종, 

도마뱀아목에는 3과 4속에 7종, 뱀아목에는 3과 10속에 15종이 있다.

1. 우리나라의 파충류

가. 거북목( Testudinata)

자라(Pelodiscus sinensis)         남생이(Chinemys reevesii)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 japonica)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

장수거북(Dermochelys coriacea schegelii)

나. 유린목(Squamata)

   도마뱀아목(Lacertilia)

도마뱀부치(Gekko japonicus)

도마뱀(Scincella vandenburghi)  북도마뱀(Scincella huanrenensis)

장지뱀(Takydromus auroralis)     아무르장지뱀(Takydromus amerensis)

줄장지뱀(Takydromus wolteri)    표범장지뱀(Eremias argus)

다. 뱀아목(Serpentes)

무자치(Elaphe rufodorsata) 누룩뱀(Elaphe dione)

구렁이(Elaphe schrenckii) 능구렁이(Dinodon rufozonatus)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대륙유혈목이(Amphiesma vibakari ruthveni)

비바리뱀(Sibynophis spinalis) 실뱀(Coluber sp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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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살모사(Gloydius brevicaudus)

까치살모사(Gloydius saxatilis) 북살모사(Vipera berus sachalinensis)

바다뱀(Pelamis platurus) 얼룩바다뱀(Hydrophis cyanocinctus)

먹대가리바다뱀(Hydrophis melanocephalus)

라. 악어목(Crocodylia) 국내에는 종이 없음.

마. 옛 도마뱀목(Rhynchocephalia) 국내에는 종이 없음.

2. 거북목

가. 거북목 종간 검색표

1 온몸이 비늘에 싸여 있다. 유린(뱀)목
온몸이 등갑과 배갑에 싸여 있다. 2,거북목

꼬리가 뾰족하지 않고 넓은 형태를 띠고 있다. 바다뱀과

2 등갑이 무르고 발톱은 3개다. 자라
등갑이 단단하고 발톱은 4, 5개다. 3

3 등갑에 용골이 3개 있고 머리 측면에 담녹색 줄무늬가 있다. 남생이

등갑에 용골이 없고 머리 측면에 담녹색 줄무늬와 적색 반문이 있다. 붉은귀거북

                   ✱비전문가를 위한 간편 검색표로 분류서적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나. 거북목 종 및 특성

거북목에는 6종이 국내에 서식한다. 이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편이며 종이 

분류되어 있는 정도이다.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은 주로 동해 바다에 서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라, 남생이는 토종 민물거북이며, 붉은귀거북은 도입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분류되어 있다. 

자라는 다른 거북들과 달리 딱딱하지 않은 갑주를 가지고 있다. 코의 끝부분이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또한 다른 종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남생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국내의 저수지와 연못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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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번식이나 서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붉은귀거북은 토종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에 많은 해악을 끼쳐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들의

야외 번식 성공률과 섭식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자라 남생이 붉은귀거북

3. 도마뱀 아목

가. 도마뱀 아목의 검색표

1 온몸이 비늘에 싸여 있다. 2,유린(뱀)목

온몸이 등갑과 배갑에 싸여 있다. 거북목

꼬리가 뾰족하지 않고 넓은 형태를 띠고 있다. 바다뱀과

2 다리가 있다. 3,도마뱀아목

다리가 없다. 뱀아목

3 발가락에 빨판이 있다. 도마뱀부치

발가락에 빨판이 없다. 4

4 비늘에 광택이 있고 서혜인공이 없다. 5

비늘에 광택이 없고 서혜인공이 있다. 6

5.
등면의 황갈색 무늬와 몸통 측면의 흑갈색 무늬 사이의 구분이

뚜렷하다.
북도마뱀

등면의 황갈색 무늬와 몸통 측면의 흑갈색 무늬 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도마뱀

6 등면 비늘이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 용골이 없다. 표범장지뱀

등면 비늘이 기와 모양이고 뚜렷한 용골이 있다. 7

7 몸통 측면에 백색 줄무늬가 있고 서혜인공이 1쌍 있다. 줄장지뱀

몸통 측면에 백색 줄무늬가 없고 서혜인공이 3쌍 있다. 아무르장지뱀

✱비전문가를 위한 간편 검색표로 분류서적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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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마뱀 아목 종 및 특성

우리나라에는 도마뱀아목 내 6종이 있다. 이들은 도마뱀부치가 가지는 특징들인 큰 눈, 

넓은 발바닥, 짧은 다리 등의 특징을 보이며 수직 벽면도 잘 기어 다닌다. 도마뱀부치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다. 이 종은 한반도 고유종이라는 주장과 

일본 도마뱀부치가 침투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도마뱀류는

난태생으로 오대산, 발왕산, 계방산 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도마뱀과 난

생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마뱀이 있다. 이들의 구분은 북

도마뱀의 경우 등면과 측면 피부가 만나는 선이 매끈한 반면, 도마뱀의 경우 거칠며 불

규칙적이다. 또한 북도마뱀이 도마뱀에 비해 피부의 광택이 높다.

도마뱀부치 북도마뱀 도마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장지뱀과에는 3종이 보고되어 있다. 장지뱀과에 속한 모든 종

들은 난생이다. 줄장지뱀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측면에 하얀색의 줄무늬가 있어 다른 종

들과 구분하기가 쉽다. 전국의 초지에서 쉽게 관찰된다. 아무르장지뱀은 주로 산간 지

방과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와 같은 북쪽 지역에서 발견되며, 몸이 가장 크다. 등면과 측면

피부의 만나는 선이 톱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표범장지뱀은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종으로 주로 서해안의 모래사구에서 서식하며, 피부에 표범과 같은 반점 무늬를 가져 

다른 종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이들의 구체적인 번식 행동이나 서식 생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르장지뱀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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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뱀 아목

가. 뱀 아목 종 검색표

1 온몸이 비늘에 싸여 있다. 2,유린(뱀)목

온몸이 등갑과 배갑에 싸여 있다. 거북목

꼬리가 뾰족하지 않고 넓은 형태를 띠고 있다. 바다뱀과

2 다리가 있다. 도마뱀아목

다리가 없다. 3,뱀아목

3 위턱 앞쪽에 긴 독니가 1쌍 있다. 4

위턱 앞쪽에 긴 독니 1쌍이 없다. 6

4 몸통 가운데 비늘 열은 21줄이고 혀는 대부분 적색이다. 쇠살모사

몸통 가운데 비늘 열은 23줄이고 혀는 대부분 흑색이다. 5

5 등면에 흑색 반점이 있고 눈 위에 백색 줄무늬가 있다. 살모사

등면에 흑색 줄무늬가 있고 눈 위에 백색 줄무늬가 없다. 까치살모사

6 후인두판 길이가 전인두판보다 길다. 7

후인두판 길이가 전인두판과 같거나 짧다. 10

7 머리부터 꼬리까지 등면 중앙을 따라 황백색 줄무늬가 있다. 실뱀

머리부터 꼬리까지 등면 중앙을 따라 황백색 줄무늬가 없다. 8

8 몸통 가운데 비늘열은 17줄이고 비늘에 용골이 없다. 비바리뱀

몸통 가운데 비늘열은 19줄이고 비늘에 용골이 있다. 9

9 윗턱 뒤쪽에 긴 독니가 1쌍 있고 안전판이 2개 있다. 유혈목이

윗턱 뒤쪽에 긴 독니 1쌍이 없고 안전판이 1개 있다. 대륙유혈목이

10 동공이 수직으로 타원형이다. 능구렁이

동공이 원형이다. 11

11 몸통 가운데 비늘열은 19~21줄이고 비늘에 용골이 없다. 무자치

몸통 가운데 비늘열은 23~26줄이고 비늘에 용골이 있다. 12

12
몸통 가운데 비늘열은 23줄이고 바깥쪽 3~5줄을 제외한 비늘에 용골
이 있다.

구렁이

몸통 가운데 비늘열은 24줄 이상이고 바깥쪽 7~9줄을 제외한 비늘에 
용골이 있다.

누룩뱀

✱비전문가를 위한 간편 검색표로 분류서적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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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뱀 아목 종 및 특성

뱀과

뱀과에 속하는 파충류는 우리나라에 8종이 보고되어 있다. 무자치는 난태생을 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담수와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는 종이다. 등면은 갈색에 검은색 무늬가

있으며, 배면은 검정색과 갈색이 체크무늬를 띠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분포하며, 주로 농

경지의 연못이나 저수지에서 생활한다. 동면은 인근의 둔덕이나 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누룩뱀은 난생을 하며 알을 지키는 모성애를 보

이는 유일한 종이기도 하다. 국내에 서식하는 가장 큰 뱀인 구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

기 야생 동식물 1급이다. 구렁이는 먹구렁이와 황구렁이 아종으로 구분해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형태적, 유전적으로 두 아종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먹구렁이는 몸 전체가 검정색이며, 황구렁이는 갈색 혹은 

검정에 갈색 무늬를 띠고 있다. 구렁이는 농촌 환경의 변화와 시골 돌담의 소실로 개체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무자치 누룩뱀 황구렁이

먹구렁이 먹구렁이�머리 황구렁이�짝짓기

유혈목이는 난생을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뱀으로서 ‘꽃뱀’으로 불린다. 등면

에는 녹색 바탕에 검정과 붉은 무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역에 서식하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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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에서 발견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종은 자신이 포식한 두꺼비의 독을 포식자

를 물리치는 데 활용한다고 한다. 유혈목이는 치명적인 독을 어금니로부터 분비한다. 대

륙유혈목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종으로 길이는 약 60cm 정도이다. 등면은 연갈색

을 띠며, 배면은 아이보리색을 띤다. 이들은 관찰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주로 산의 하

단부, 저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의 생활사나 먹이 습성 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혈목이 유혈목이의�방어자세 대륙유혈목이

난생을 하는 비바리뱀은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뱀으로 머리가 검은 특징을 지니고 있

다. 몸은 전반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고 있다. 환경부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보

호받고 있다. 능구렁이는 몸이 붉은색을 띠는 뱀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른 뱀을 포

식하는 뱀이다. 주로 야간에 높은 활동성을 보여 로드킬(Road Kill)을 당하는 비율이 높

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지만 이들이 이용하는 서식지의 넓이나 활동 범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실뱀은 관찰 빈도가 매우 낮은 뱀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뱀

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강이나 개울의 옆에 사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몸에는

등면에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흰색의 줄무늬가 있다.

비바리뱀(사진:오홍식) 능구렁이 실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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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사과

우리나라(남한)에는 3종의 살모사가 살고 있다. 살모사는 국내 전역에 서식하며 모두 

난태생을 한다. 머리 모양이 삼각형에 가깝고 모두 맹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동성이

높지 않다. 쇠살모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살모사류로 주로 초지나 낮은 산지에 

분포한다. 몸은 전반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며, 검은색의 반점이 있으나 뚜렷하지는 않다. 

혀가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 살모사는 쇠살모사와 서식지가 겹치며, 추가적으로 

산의 중턱 정도에서도 발견된다. 살모사의 머리는 뚜렷한 삼각형을 보이며, 꼬리는 연

노란색을 띤다. 몸에는 갈색 바탕에 검은색 반점이 둥근 형으로 분포한다. 혀의 색은 검다.

까치살모사는 국내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주로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크기는 살모사에 비해 작으며, 몸에는 갈색 바탕에 검

은색 혹은 연갈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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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다뱀과

가. 바다뱀과 종 검색표

1 온몸이 비늘에 싸여 있다. 유린(뱀)목

온몸이 등갑과 배갑에 싸여 있다. 거북목

꼬리가 뾰족하지 않고, 세로로 넓은 형태를 띠고 있다. 2,바다뱀과

2 등면은 검고, 배면은 노랗다. 머리는 길고 납작하다. 바다뱀

배비늘의 크기는 배비늘과 맞닿은 비늘의 크기의 2배 이하로 작다. 등

비늘의 열 수는 24~28열이다.
3

3
주로 황색과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줄무늬 사이 간격이 좁아진다.
얼룩바다뱀

주로 검은색과 흰색이 줄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며, 흰색 줄무늬보다 검

은색 줄무늬가 더 넓다.
먹대가리바다뱀

  

✱비전문가를 위한 간편 검색표로 분류서적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나. 바다뱀과 종 및 특성

우리나라에는 바다뱀, 얼룩바다뱀, 먹대가리바다뱀 3종이 보고되어 있다. 바다뱀은 

부산시 초량동에서 최초 기재가 되었으며, 2012년도에 거문도에서 포획된 사례가 있다. 

바다에서 발견되는 바다뱀 중 가장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다. 검은색의 등면과 노란색의 배면을 가지며, 납작한 꼬리는 흰색 바

탕에 검은 점이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얼룩바다뱀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호

주 북부지역에 걸쳐서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시 옹진군에서 처음 발

견되었다. 몸길이는 약 1.3~1.5m가량이며, 몸 전체에 얼룩 줄무늬가 있다. 먹대가리바

다뱀은 중국, 일본, 대만 앞바다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 초

량동에서 채집된 예가 있다. 몸 전체에 얼룩무늬가 산재하며, 머리 부분이 검은 것이 특징

이다.

바다뱀
(from� ‘sea� snake� toxinology’)

얼룩바다뱀
(from� ‘www.biolib.cz’)

먹대가리바다뱀
(from� ‘sea� sn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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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야외실습

4

1. 야외 실습 준비물

야외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긴팔과 긴바지 복장이 필요하며, 뱀 조사를 포함하는 경우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는 것이 좋다. 이 밖에 기본적인 환경 및 지형자료를 획득

하고 기록하는 도구를 포함한다.

장화, 뱀집게, 뱀막대, 뱀망, 채집통, 도감, 사진기, 야외용 노트, 긴팔과 긴바지 복장, 

GPS, 시계, 온습도계, 줄자, 저울, 해당지역지도

2. 양서․파충류 조사방법

가. 정해진 지역을 눈으로 확인하기

이 방법은 종의 구성이나 상대적인 풍부도, 서식지와의 연계성, 그리고 활동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천천히 정해진 지역을 걸어가면서 개체들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수행

된다. 조사는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대를 택하든 간에, 그 시간은 연구기간을 통틀어서 일

정해야 한다. 조사는 일정 지역을 조사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조사하거나, 일정 지역을 일

정 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이 개체를 찾고, 다른 한 명이 각종 정보들

을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나. 특정 지역의 세밀 조사

세밀 조사는 특정 지역의 개구리, 도마뱀, 뱀의 밀도를 수량화하기에 유용한 조사방법

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노동을 투자해야 하며, 또한 서식지를 훼손하기도 한다. 

조사 지역들은 반드시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하며, 서로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들

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반복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5m2 단위로 조사 범위를

선정하고, 반복하는 정도는 적지만 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체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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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2의 크기로 지역을 정한다. 조사원들은 선정된 지역의 가장자리로부터 이동해가면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돌담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각각의 조사원이 중

앙으로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 각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다. 포획된 개체들은 그

곳에서 종을 확인하고, 몸무게와 크기를 측정한 후에 놓아준다. 가능한 한 낙엽이나 나뭇

가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 

다. 모음담장(Drift fence)

모음담장은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 양서류나 파충류를 조사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끄러운 면을 잘 기어오르는 종의 포획에는 적용할 수 없다. 모음담장은 설

치를 위해서 상당한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건조한 서식지에서 도마뱀이나 뱀들은 쉽게 포

획할 수 있다. 

양서류의 경우 모음담장을 +자 형태로 설치하거나 번식지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파충류의 경우 양서류와 같은 형태로 모음담장을 적용하거나 산의 하단

부에 100~200m 단위로 모음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모음담장은 주머니 함정과 함께 

설치해야 개체 포획이 가능하다. 주머니 함정은 양서류의 경우는 지면과 수평하게 약 

30cm 깊이로 묻는다. 함정은 평균 1일 1회 확인하도록 하며, 조류에 의한 포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파충류의 주머니 함정 역시 지면과 수평하게 최소 50cm 깊이에 

설치하거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없는 형태의 함정을 설치하기도 한다. 모음

담장을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철거를 하여 개체들의 정상적인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양서류 조사를 위해서는 소리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비록 소리를 통해서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특정 종의 존재 유

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개체수 역시 척도를 이용하여 추측할 수는 있다. 이 방법은 넓

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에 주로 이용된다.

3. 효과적인 양서․파충류 관찰 팁

야외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서류와 파충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사할 지역이 해

당 종의 서식과 번식에 적합한지, 먹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인지, 잡아먹힐 위험이 없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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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지역인지, 기타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예, 일광욕)에 적합한 곳인지, 현재의 온도와

습도는 해당 종의 활동에 적합한지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을 조사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달라지며, 세부 지역 역시 달라진다. 산과 연접한 밭가에서 살모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봄에는 연접부의 끝선을 살펴보면 되지만, 여름철이 되면 산 쪽으로 약 50cm~1m 시선

을 이동하여 연접부의 안쪽에서만 개체의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역이 서식과 번

식에는 적합하지만, 피식(잡아먹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인 경우 개체를 

관찰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관찰자가 숙련기간을 거쳐서 위의 모든 조건들을 동시에 

고려할 능력이 생기게 되면, 예상하는 약 50% 정도의 지역에서 개체의 관찰이 가능하게 

된다.

봄철 조사의 경우 산지와 연접하는 곳에 위치한 물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봄철에

번식하는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를

관찰할 수 있다. 계곡 조사에서는 개울 옆 물이 고인 장소나 개울 내 상대적으로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 주로 양서류나 양서류의 알이 관찰된다. 파충류의 경우 간혹 살모사

류가 볕이 잘 드는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주로 장지뱀들이 양지 바른 곳에서 관찰

된다. 봄철은 짝짓기를 하는 유혈목이나 누룩뱀들이 관찰되는 시기이다.

여름철의 경우 양서류는 주로 수원 내에서 알이나 유생(올챙이 및 도롱뇽 유생)의 관

찰이 가능하며, 성체의 경우 수원 주위 습한 지역에서 간혹 발견된다. 늦봄부터 여름에 걸

쳐서 번식하는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금개구리 등은 성체 관찰이 

가능하다. 여름철 파충류 조사에서는 주로 살모사류가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데, 특별히 비

가 온 후 일광욕을 하는 개체들은 관찰이 용이하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주로 일광욕

을 하는 시간대인 오전 10~12시 사이에 관찰이 용이하다. 한낮에는 기온이 높아 개체의 관

찰이 떨어지며, 비교적 기온이 낮아지는 오후 4, 5시쯤에 살모사류가 다시 관찰된다.

4. 양서․파충류 다루기

가. 양서류와 파충류를 다루는 법

양서류는 다루는 과정에서 피부의 물이 쉽게 건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

에 다루기를 끝내야 한다. 채집한 개체는 5~10㎖의 물을 미리 채워둔 채집통에 넣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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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습도를 유지해주어야 한다. 개체는 손으로 자연스럽게 감싸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

록 하되 몸의 움직임을 제어할 정도로 잡는다.

파충류를 다룰 때 장지뱀이나 도마뱀류는 개체를 부자연스럽게 잡으면 도마뱀의 꼬리자

절로 꼬리를 잃기 쉽다. 개체는 머리의 턱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잡되 몸통은 손바닥으

로 감싸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뱀류는 머리의 턱을 옆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

해 잡아 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뱀의 몸통이나 꼬리가 조사

자의 손이나 팔을 감더라도 그것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독사류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되도록 잡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

나. 양서류와 파충류의 마취

양서류 마취에는 0.1% MS222(Benzocaine Solution)가 널리 이용되며, 파충류의 경

우 에테르나 할로탄이 이용된다. 할로탄을 이용하여 파충류를 마취하기 위해서는 마취기

가 필요하다. 양서류나 파충류 모두 개체의 몸이 축 늘어진 것이 확인되고 몸의 일부를 

핀셋으로 집거나 건드렸을 때 반응이 없는 상태라면 마취가 된 것이다. 파충류는 마취

가 돼 있는 동안 심장 부위를 주기적으로 살펴서 호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양서류와 파충류의 개체 표시

양서류의 경우 발가락을 조합적으로 절단하여 개체를 표시하는 방법이 개체의 생존율

을 소폭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음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파충류의 경우 배 비늘의 일

부를 잘라서 개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밖의 방법으로는 피부에 문신을 새기거

나, 피부 아래에 전자칩을 삽입하거나, 피부 아래에 형광염료를 삽입하거나, 피부 무늬

를 사진을 찍어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5. 양서⋅파충류 표본제작

양서류와 파충류의 표본은 10% 중성 포르말린을 이용해 표본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표본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개체를 깨끗하게 손질한 후(뱀이 먹이를 먹은 

상태라면 반드시 먹이를 입을 통해 제거하거나 소화와 배설이 이루어진 후) 표본을 제작

한다. 양서류는 0.1% MS222에, 파충류는 에테르 혹은 할로탄에 과하게 마취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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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를 죽인 후 표본을 만들어야 한다. 두꺼비, 황소개구리, 능구렁이, 구렁이와 같이 

크기가 큰 뱀들은 주사기를 사용해 고정액을 몸 내부로 주입해야 표본 제작 후 조직이 변

질되지 않는다. 

표본을 만들 때는 1차적으로 개체들의 자세를 알맞게 맞춘 상태에서 넓고 편평한 해부

접시 등에 고정액을 부어 고정을 시키며, 약 1주일 후 새로운 고정액으로 교체하여 

개체가 가지는 고유의 색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약 2주간의 고정 후 새로운 고정액

속에 개체들을 담가 고정 틀에 고정하여 표본 제작을 완료한다. 

제작된 표본의 외부에는 표본의 고유번호, 채집 일시, 장소, 채집자, 종명, 학명, 특이사

항 등을 기록한 라벨을 표본병에 붙이고, 동일한 기록을 표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도

록 한다. 제작된 표본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고정액의 색이 변질되거나 표본의 색이 변

하는 경우 고정액을 교체하여 표본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관되도록 한다.

6. 독사에 물린 경우 취해야 할 행동 요령

우리나라에는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3종의 독사가 있으며, 유혈목이도 

어금니에 독샘이 연결되어 있어 흔하지는 않지만 깊게 물릴 경우 독이 전파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3종의 바다뱀 역시 모두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뱀을 제외하고 국내에 서식하는 독사들에 물렸다 해도 신체 일부 조직의 손상이나

고통 등은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뱀에 물렸을 때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인근의 항독소를 보유한 병원에서 신속히 치

료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 뱀에 물린 경우 하여야 할 것들

• 가능한 한 즉시 119에 연락한다.

• 안정을 유지한다. 뱀에 물려도 치명적이지는 않다.

• 되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혼자 있다면 도움을 요청한다.

• 반지, 팔지, 시계, 허리띠 등을 풀고 옷도 느슨하게 한다.

• 물린 부위가 팔이나 다리라면 압박붕대를 사용해 압박을 해준다.

• 몸통이나 목 혹은 머리를 물린 경우에는 물린 부위를 지그시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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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린 팔이나 다리에 부목을 대어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 펜이 있다면 물린 부위를 표시해둔다.

• 물린 부위를 몸과 평행하게 위치시킨다. 물린 곳이 몸보다 높으면 독의 이동을 촉진시키

고, 낮추게 되면 물린 부위가 부어오른다.

• 뱀독 해독제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한다.

나. 뱀에 물린 경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다.

• 지혈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팔이나 다리에 손상이 간다.

• 물린 부위를 칼로 째거나 입으로 독을 빨지 않는다.

• 물린 부위에 얼음을 대지 않는다.

•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지 않는다.

• 물린 부위를 씻지 않는다.

• 뱀을 잡지 않는 것이 좋으나, 사진을 찍거나 특징을 기억하는 것은 좋다.



618  Ⅳ. 자연환경의 이해

참고

문헌

강영선, 윤일병. 1975. 한국동식물도감: 제17권 동물편 (양서․파충류). 문교부

강원대, 한국교원대. 2008. 개구리 울음소리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비매품.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교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2012.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박시룡, 박대식. 2009. 열려라 양서류 나라. 지성사.

이재영, 오충현, 정상옥, 윤성규, 박정호, 박대식, 박찬열, 변화근, 임현식, 전정일,

한경식. 2009. 자연자원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사.

이정현, 장환진, 서재화. 2011. 한국 양서․파충류 생태도감. 국립환경과학원

AmphibiaWeb. http://amphibiaweb.org/index.html, visited in Aug, 2013

Gibbons JW, Scott DE, Rayan TJ, Buhlmann KA, Tuberville TD, Metts BS, Greene JL, Mill

s T, Leiden Y, Poppy S, Winne CT. 2000. The global decline of reptiles, déjà vu 

amphibians. Bioscience 50: 653-666

Gopalakrishnakone P. 1994. Sea snake toxinology. Singapore University Press.

Halliday T, Adler K. 2004. The new encyclopedia of repltiles & amphibians. Oxford Univ

ersity Press.

Heatwole H. 1999. Sea snakes. Krieger Publishing Company.

Heyer WR, Donnelly MA, McDiarmid RW, Hayek LAC, Foster MS. 1994. Measuring and m

onitoring biological diversity: Standard methods for amphibians. Smithonian I

nstitution Press.

Mullin SJ, Seigel RA. 2009. Snakes: Ecology and Conserv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

009

Reptile Database. http://www.reptile-database.org/, visited in Aug, 2013

Stebbins RC, Cohen NW. 1995. A natural history of amphibians. Princeton University Pr

ess.



6. 생물자원의 이해(양서·파충류)  619

부록

가. 국내 양서․파충류 종의 학명 및 일반명

1. Class Amphibians 양서강

1. Order Caudata 도롱뇽목(유미목)

1. Family Hynobiidae 도롱뇽과

                  1. Genus Hynobius 도롱뇽속 

  1. Hynobius leechii 도롱뇽

  2. Hynobius yangi 고리도롱뇽 

  3. Hynobius quelpaertensis 제주도롱뇽

                  2. Genus Onychodactylus 꼬리치레도롱뇽속

  4. Onychodactylus fischeri 꼬리치레도롱뇽

                  3. Genus Salamandrella 네발가락도롱뇽속

  5. Salamandrella keyserlingii 네발가락도롱뇽*

2. Family Plethodontidae 미주도롱뇽과

                  1. Genus Karsenia 이끼도롱뇽속 

  6. Karsenia koreana 이끼도롱뇽

2. Order Salientia 개구리목(무미목)

3. Family Bombinatoridae 무당개구리과

                  1. Genus Bombina 무당개구리속

  7. Bombina orientalis 무당개구리

4. Family Bufonidae 두꺼비과

                  1. Genus Bufo 두꺼비속

  8. Bufo gargarizans 두꺼비

  9. Bufo stejnegeri 물두꺼비

  10. Bufo raddei 작은두꺼비*

  11. Bufo sanbangi 삼방두꺼비*

5.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1. Genus Hyla 청개구리속

  12. Hyla japonica 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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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Hyla suweonensis 수원청개구리

6. Family Microhylidae 맹꽁이과

                  1. Genus Kaloula 맹꽁이속

  14. Kaloula borealis 맹꽁이

7. Family Ranidae 개구리과

                  1. Genus Rana 개구리속

  15. Rana coreana 한국산개구리

  16. Rana dybowskii 북방산개구리

  17. Rana huanrenensis 계곡산개구리

  18. Rana nigromaculata 참개구리

  19. Rana plancyi chosenica 금개구리

  20. Rana rugosa 옴개구리

  21. 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

              22. Rana chensinensis 중국산개구리*

✱ : 북한 서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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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ss Reptilies 파충강

2. Order Testudinata 거북목

1. Family Cheloniidae 바다거북과

                  1. Genus Chelonia 푸른바다거북속

  1. Chelonia mydas japonica 푸른바다거북

                  2. Genus Caretta 붉은바다거북속

  2. Caretta caretta 붉은바다거북

2. Dermochelyidae 장수거북과

                  1. Genus Dermochelys 장수거북속

  3. Dermochelys coriacea schegelii 장수거북

3. Family Trionychidae 자라과

                  1. Genus Pelodiscus 자라속

  4. Pelodiscus sinensis 자라

4. Family Emydidae 남생이과

                  1. Genus Chinemys 남생이속

  5. Chinemys reevesii 남생이

                  2. Genus Trachemys 붉은귀거북속

  6. Trachemys scripta elegans 붉은귀거북

2. Order Squamata 뱀목(유린목)

    1. Suborder Lacertilia 도마뱀아목

               5. Family Gekkonidae 도마뱀부치과

                  1. Genus Gekko 도마뱀부치속

  7. Gekko japonicus 도마뱀부치

               6. Family Scincidae 도마뱀과

                  1. Genus Eumeces 장수도마뱀속

  8. Eumeces coreensis 장수도마뱀*

                  2. Genus Scincella 도마뱀속

  9. Scincella vandenburghi 도마뱀

  10. Scincella huanrenensis 북도마뱀

7. Family Lacertidae 장지뱀과

                  1. Genus Takydromus 장지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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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akydromus auroralis 장지뱀

  12. Takydromus amurensis 아무르장지뱀

  13. Takydromus wolteri 줄장지뱀

                  2. Genus Eremias 표범장지뱀속

  14. Eremias argus 표범장지뱀

   2. Suborder Serpentes 뱀아목

8. Family Colubridae 뱀과

                  1. Genus Elaphe 뱀속

  15. Elaphe rufodorsata 무자치

  16. Elaphe dione 누룩뱀

  17. Elaphe schrenckii 구렁이

  18. Elaphe davidi 세줄무늬뱀*

  19. Elaphe taeniura 줄꼬리뱀*

                  2. Genus Rhabdophis 유혈목이속

  20. Rhabdophis tigrinus 유혈목이

                  3. Genus Amphiesma 대륙유혈목이속

  21. Amphiesma vibakari ruthveni 대륙유혈목이

                  4. Genus Sibynophis 비바리뱀속

  22. Sibynophis chinensis 비바리뱀

                  5. Genus Dinodon 능구렁이속

  23. Dinodon rufozonatus 능구렁이

                  6. Genus Coluber 실뱀속

  24. Coluber spinalis 실뱀

               9. Family Viperidae 살모사과 

                  1. Genus Gloydius 살모사속

  25. Gloydius ussuriensis 쇠살모사

  26. Gloydius brevicaudus 살모사

  27. Gloydius saxatilis 까치살모사

                  2. Genus Vipera 북살모사속

  28. Vipera berus sachalinensis 북살모사*

        10. Family Elapidae 바다뱀과



6. 생물자원의 이해(양서·파충류)  623

                  1. Genus Hydrophis 먹대가리바다뱀속

  29. Hydrophis melanocephalus 먹대가리바다뱀

  30. Hydrophis cyanocinctus 얼룩바다뱀

                  2. Genus Pelamis 바다뱀속

  31. Pelamis platurus 바다뱀

✱ : 북한 서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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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 및 관리종 현황

(가) 멸종 위기 야생생물 I급 : 2종

번호 종� � �명

1

2

  비바리뱀  Sibynophis chinensis

  수원청개구리 Hyla suweonensis

(나) 멸종 위기 야생생물 II급 : 5종

번호 종� � �명

1

2

3

4

5

  구렁이 Elaphe schrenckii

  금개구리 Rana chosenicus

  남생이 Chinemys reevesii 

  맹꽁이 Kaloula borealis 

  표범장지뱀 Eremias argus 

- 천연기념물 : 1종

번호 종� � �명

453   남생이 Chinemys reevesii 

- 한국 고유종 : 5종

번호 종� � �명

1

2

3

4

5

  수원청개구리 Hyla suweonensis

  한국산개구리 Rana coreana

  제주도롱뇽 Hynobius yangi 

  고리도롱뇽 Hynobius quelpaertensis 

  이끼도롱뇽 Karsenia koreana 

-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 2종

번호 종� � �명

1

2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 

제주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도마뱀, 북도마뱀, 장지뱀, 표범장

지뱀, 실뱀, 대륙유혈목이, 비바리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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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정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야

생동식물 보호․관리규정을 통합하고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뱀, 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2004년 2월 9일에 제정하여 2

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당 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야생하는 동식물과 그 서식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야

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법 제5조).

둘째,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식물 특별보호

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

해 관리하게 됩니다(법 제33조).

넷째, 뱀,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 제19조).

다섯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31종은 먹는 사람도 처벌됩니다(법 제9조).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재 멸종 위기종 I급에는 수원청개구리, 비바리뱀이 있고, 멸종 

위기종 II급에는 금개구리, 맹꽁이, 남생이, 구렁이, 표범장지뱀이 있습니다.

포획 금지종으로 양서류 10종과 파충류 16종이 지정되었습니다. 양서류는 한국산

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이며, 파충류로는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

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

수거북, 도마뱀입니다. 이 외에 참개구리나 청개구리와 같이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

용되지 않는 11종은 포획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종으로는 옴개구리, 참

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부치, 장지뱀, 아무르장지

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등이 있습니다.

Q&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 밀렵된 것인 줄 모르고 포획 금지 야생동물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먹어도 처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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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서 먹는 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어 밀렵됐거나 밀수된 사실을 모르고 먹은 경

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인공 증식 되는 일부 종에 대해서만 사례

별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밀수된 구렁이를 먹어도 처벌이 되는지?

허가받지 않고 밀수된 구렁이를 먹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 우리나라에 있는 뱀,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는 모두 잡으면 안 되는지?

멸종 위기종 및 포획 금지종은 허가 없이 잡으면 처벌됩니다.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 등 11종은 포획은 가능하나,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은 국내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

는 외래종이므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 살모사 같은 독사도 못 잡게 되는지?

살모사, 쇠살모사 등 독사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만큼 이유 없이 포획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 없이 잡을 수 있

습니다 (법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 어린이가 포획이 금지된 개구리를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처벌되는지?

위법사항이긴 하나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이하)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위해 잡는 것도 금지되는지?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포획은 가능하나(법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무단으로 잡을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사육된 개구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육 개구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구리를 양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포획이 금지된 뱀, 개구리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인공 증식 기술 등을 

입증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서류의 경우 북방산개

구리와 계곡산개구리, 파충류의 경우 쇠살모사, 살모사가 인공 증식 대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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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Ⅰ) 곤충

정종철(국립공원관리공단)

곤충의 정의

1

1. 곤충의 분류학적 위치

오징어, 게, 거미, 곤충 등 등뼈가 없는 동물을 무척추동물이라 한다. 무척추동물 중 

외골격을 지니고 있으며 몸에 마디가 있는 종류를 절지동물(Arthropods)이라 한다. ‘절지’라

는 말은 관절(arthron : joint)과 다리(podos : foot, leg)의 복합어이다. 즉, 관절에 다리가

붙어 있는 종류라는 의미이다. 노래기강, 지네강, 갑각강, 거미강, 곤충강 등이 여기에 속

하며 전 세계에 약 110만 종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 전체 동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중 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종류를 육각류(hexapoda)라고 하며,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 분류군을 곤충강(insecta)이라 한다. 

동물계�Animalia > 절지동물문�Arthropoda > 육각류�Hexapoda > 곤충강� Insecta

전 세계에 100만 종 이상의 종이 알려져 있어 절지동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몇몇 전문가들은 모든 곤충이 밝혀지면 1000만 종 이상의 종들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전 세계의 곤충은 현재 사용되는 분류학적 체계에 따라 32개의 목으로 나누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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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곤충명집을 통해 좀붙이류, 낫발이류, 톡톡이류 등 현

재 곤충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내구강(Class Entognatha)으로 취급되고 있는 분류군을 포

함해 30목 478과 1만 991종이 소개되었고, 최근 새로운 흐름의 분류체계에 따라 한국곤

충총목록에서는 내구강의 3목을 제외하고 25목 503과 1만 4188종의 종을 정리하였다. 

내구강에 속하는 무리들의 분류학적 위치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국 곤충의 목록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만간 정리하여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2. 한국 곤충의 계통과 분류

가. 내구강(Entognatha)

내구강은 곤충과 함께 육각류에 속한 분류군들로 구기(입)가 머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한국곤충명집(1994)에서는 곤충강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연구를 통하여

곤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취급하는 추세이다. 속하는 분류군의 수가 가장 많은 톡토기목을

대표로 하여 톡토기강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톡토기목(Collembola), 낫발이목(Protur

a), 좀붙이목(Diplura)이 포함된다. 

나. 곤충강(insecta)

육각류 중 구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종류를 곤충강이라 한다. 곤충강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분류와 계통이 복잡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법은 날개의 유무에

따라 무시류(Apterygota)와 유시류(Pterygota)로 구분하고, 유시류는 고시류(Pale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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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신시류(Neoptera)로 구분되며, 신시류는 외시류(Exopterygota)와 내시류(Endopte

rygota)로 구분된다. 

(1) 무시류(Apterygota)

무시류는 날개가 없는 종류로 좀목(Thysanura)과 돌좀목(Microcoryphia)이 속한다. 개

미, 바퀴(암컷) 등 날개가 없는 곤충을 야외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종류들은 필

요에 의해 일부 단계에서 날개가 퇴화한 것으로 일생 동안 날개가 발생하지 않는 무시류

와는 차이가 있다. 

좀목과 돌좀목은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목은 위아래로 납작하며 3개의 꼬리돌기

(미모) 중 측면의 두 개가 옆으로 벌어져 있고, 돌좀목은 원통형이며 3개의 꼬리돌기가 

모두 뒤쪽으로 향한다(그림 1). 

좀목은 잡식성이거나 식식성(食植性, 식물질을 주식물로 하는 식성)이고, 대체로 

습도가 높은 장소를 선호한다. 과거 집 안에서 벽지와 같은 종이, 풀 먹인 옷을 갉아먹어 

기피제로 좀약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 옷감과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잘 관찰되지 않

는다. 

돌좀목은 숲 속에서 낙엽, 나무껍질, 썩은 나무, 바위의 이끼 등에 서식하고 이끼나 썩

은 열매를 먹고 산다. 우리나라에는 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추가적인 분

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632  Ⅳ. 자연환경의 이해

[그림�1]�좀목과�돌좀목

  

(좀목 모식도 : 일반곤충학, 정행사 인용)

(2) 유시류(Pterygota) : 고시류(Paleoptera)

고시류는 날개를 뒤로 접지 못하여 휴식할 때 날개가 몸에 붙지 않으며 날개 시맥에 

세로맥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루살이목(Ephemeroptera)과 잠자리목(Odonata)

이 고시류에 해당된다. 나비목의 경우 날개를 몸통에 붙이지 못하는 것이 고시류와 유

사하지만 날개의 세로맥이 감소하여 단순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신시류의 날개를 지니고 

있다(그림 2). 하루살이목은 우리나라에 13과 79종이 알려져 있으며, 잠자리목은 실

잠자리아목에 4과 35종, 잠자리아목에 7과 88종이 알려져 있으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들이 확인되고 있다(Baek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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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고시류(왼쪽� :�하루살이목,�가운데� :�잠자리목)와

� �신시류(오른쪽� :�나비목)의�날개시맥�비교

[그림�3]�실잠자리아목(노란실잠자리,�위�왼쪽),�잠자리아목(날개띠좀잠자리,�위�오른쪽),�

하루살이목(무늬하루살이,�아래쪽)

(3) 유시류(Pterygota) : 신시류(Neoptera) : 외시류(Exopterygota)

신시류는 고시류에 해당하는 2목을 제외한 모든 날개를 지닌 곤충이 해당된다. 유충

(애벌레) 시기에 날개 또는 시포(날개주머니)가 관찰되는 외시류와 유충 시기에 날개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내시류로 구분된다. 외시류는 알에서 성충이 되는 발생 과정에서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고 유충(또는 약충)에서 탈피를 통해 바로 성충이 되는 불완전

변태를 한다(그림 5). 보통 완전변태하는 곤충의 유충(lavae)을 영(齡, instar)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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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변태하는 곤충의 유충을 약충(nymph)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두 유충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에는 12목(또는 16목)의 외시류에 해당하는 분류군이 기록되어 있다. 

※ 종의 수는 ‘한국 곤충 총목록, 2010’ 기준

바퀴목(Dictyoptera)은 사마귀목(Mantodea), 바퀴목(Blattaria), 흰개미목(Isopter

a)이 통합된 분류군으로 분류 및 계통관계에서 개별적인 목(order)으로 취급하는 학자들

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매미목(Homoptera)은 노린재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분리하여 취

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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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외시류(왕잠자리,�왼쪽)와�내시류(각다귀류,�오른쪽)의�유충

시포

[그림�5]�외시류의�불완전변태�과정

(4) 유시류(Pterygota) : 신시류(Neoptera) : 내시류(Endopterygota)

내시류는 알에서 성충이 되는 발생 과정에서 번데기(pupa) 과정을 거치는 완전변태를

하는 무리이다. 번데기 시기는 일종의 휴지기로 볼 수 있는데 겨울, 장마, 태풍 등 열악한

외부 환경 시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곤충에서 종의 수가 많은 

4대 주요 분류군인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이 모두 내시류에 속하는 완전변태를

하는 무리이다. 

우리나라에 10목이 알려져 있다. 10목 체계에서는 풀잠자리목에 예전의 뱀잠자리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자에 따라 풀잠자리목에 뱀잠자리목과 약대벌레목을 통합하여 9목

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풀잠자리목, 뱀잠자리목, 약대벌레목을 모두 별개의 목으로 분리

하여 11목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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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내시류의�완전변태�과정

※ 종의 수는 ‘한국 곤충 총목록, 20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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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머리�구조

3. 곤충의 형태

가. 곤충의 기본 형태

곤충은 몇 개씩의 외골격 마디들이 합쳐진 합체절화라는 진화 과정을 거쳐 머리, 가슴, 배

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위마다 특수 기능을 담당하는 부속기들이 위치해 있다. 

[그림�7]�벌목(왕바다리)의�구조 [그림�8]�딱정벌레목(길앞잡이)의�구조

나. 곤충의 머리

머리에는 감각을 느끼는 더듬이, 섭식작용에 관여하는 

구기, 시각을 담당하는 눈 등이 있다. 더듬이는 기본적으

로 밑마디(scape), 흔들마디(pedicel), 채찍마디(flagellu

m)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에 따라 톱니형(serrate type, 

방아벌레과 등), 판형(lamellate type, 풍뎅이과 등), 곤

봉형(clavate type, 나비목 등), 송곳형(aristate type, 

꽃등에과 등), 빗살형(pectinate type, 홍반디과 등), 관

절형(geliculate type, 개미과 등), 깃털형(plumose typ

e, 나방류 등), 채찍형(setaceous type, 맵시벌과 등) 

등 다양한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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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다양한�더듬이�종류(톱니형,�곤봉형,�곤봉형,�깃털형)

곤충의 눈은 겹눈(compound eye)과 홑눈(ocelli)이 있다. 겹눈은 많은 수의 낱눈(ste

mm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체의 모양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고 종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홑눈은 하나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3개가 있으나 두 개 또는 퇴화

되어 소실된 경우도 있다. 측면에 있는 홑눈은 색, 형태, 거리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고 중

앙에 있는 홑눈은 주로 빛에 대한 감각을 담당한다. 

곤충의 눈은 종에 따라 색을 느끼는 기작에서 차이가 있다. 야행성 노린재류는 색을 감

별하지 못하고, 흰나비류는 청색, 녹색, 노란색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꿀벌류는 노란색

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넓으나 빨간색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나비류와 반딧불이

등은 빨간색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곤충과 꽃 사이의 생태학적 관계를 규명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림� 11]�곤충의�다양한�겹눈(맵시벌과,�잠자리과,�물땡땡이과,�사슴벌레과)

다. 곤충의 가슴

가슴은 앞가슴, 가운데가슴, 뒷가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날개, 다리 등의 부속지가 

달려 있다. 딱정벌레목에서는 딱지날개에 가운데가슴과 뒷가슴이 덮여 있어 다리가 배에

달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형적인 곤충의 다리는 밑마디(coxa), 도래마디(trochante

r), 넓적다리마디(femur), 종아리마디(tibia), 발목마디(tarsus)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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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cx� :�밑마디,� tc� :�도래마디,� fm� :�넓적다리마디,

� � � � � � � � tb� :�종아리마디,� ts� :�발목마디

곤충의 다리는 서식환경 및 행동양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는데, 땅강아지의 앞

다리는 굴착형(digging type), 메뚜기의 뒷다리는 도약형(jumping type), 사마귀의 

앞다리는 포획형(grasping type), 물방개의 뒷다리는 유영형(swimming type) 등으로 

특수화되어 있다. 

날개는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곤충만의 특징이다. 앞다리가 변형된 박

쥐나 새의 날개와는 달리 체벽이 얇은 판상으로 분화되어 형성되었다. 구조적으로는 얇

은 막에 지지작용을 하는 시맥(veins)이 뻗어 있다. 분류군에 따라 가로맥과 세로맥의 위

치, 수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어 서로를 구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형질로 사용된다. 

날개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는데 나비목의 경우는 날개의 털이 변형된 비늘로 덮여 있고,

날도래목은 날개가 털로 덮여 있다. 파리목의 경우는 뒷날개가 평균곤이라는 구조물로 

변형되어 한 쌍의 날개만이 있으며, 부채벌레목은 앞날개가 퇴화되었고 뒷날개가 부채모양

으로 발달하였다. 총채벌레목의 날개는 매우 좁고 강모가 총채와 유사하게 나 있다. 노린

재목은 앞날개의 절반 부분이 가죽처럼 혁질로 되어 있고, 메뚜기목은 앞날개 전체가

혁질로 되어 있으며, 딱정벌레목은 앞날개 전체가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다. 

라. 곤충의 배

배마디는 머리와 가슴에 비해 구조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10~11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에 따라 변형되어 마디 수가 감소된 경우가 많으며 마지막 마디에 생식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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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부속지가 달려 있다. 배마디 말단에 발달한 부속기는 생식활동과 관계된 것과 생식

활동과 관계없는 종류로 구분된다. 벌은 모든 암컷이 생식활동을 위한 산란기를 가지고 있

으나 생식활동을 하지 않는 일벌들은 산란관이 공격 또는 방어용 침으로 변형되었다. 생

식활동과 관계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잠자리류의 유충은 배마디 말단에 호흡을 위한 아

가미가 있으며, 집게벌레는 공격과 방어를 위한 집게 형태의 미모가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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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niognatha�hirsti 화석

(scale=200㎛,�m=�큰턱)

(http://www.abdn.ac.uk/rhynie/faunbasic8.ht

m)

곤충의 진화와 번성

2

1. 곤충의 진화역사

가. 곤충의 시초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곤충의 화석은 

약 3억 6000만 년에서 4억 1000만 년 전의 고생

대 데본기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 중에 톡토기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화석(Rhyniognatha hirsti Till

yard, 1928)이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정설로 인정하고 있지만 척

추동물이나 식물들에 비해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면 

새로운 진화 역사가 탄생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곤충은 1억 9000만 년 전 중생대에 대

부분의 곤충류 목(order)들이 출현(나비목, 벌목

은 그 후에 출현)하였고, 곤충의 종 다양성은 중

생대 백악기(1억 2000만 년 전)의 현화식물의 

번성과 함께 폭발적인 분화와 진화를 거듭하였

다.

2. 곤충의 생존능력 진화

가. 단단한 외골격

외골격은 곤충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외골격은 몸속에 뼈를 가진 

내골격보다 효과적으로 내부 기관들을 보호할 수 있다. 집에 바퀴가 출몰하였을 때 빗자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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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공격과�수분을�지켜주는�
단단한�외골격(넓적사슴벌레)

그물등개미�집단

이동을�위해�날개를�펼치는

녹슬은방아벌레

책 등으로 때려도 상처 입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사

람은 더욱 공감할 것이다. 

또한 몸속에 있는 수분을 공기 중으로 빼앗기지 않아 몸

속에서 물질 대사활동에 필요한 물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비가 온 뒤 맑은 날 죽어 있는 것이 자주 보이는 

지렁이와 같은 환형동물들은 외골격이 없기 때문에 점액성 

물질로 몸을 보호하지만 강한 직사광선 등을 받으면 몸이 말

라버린다. 

나. 곤충의 작은 체구

작은 체구는 다른 대형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고, 바

람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대처가 힘들며, 몸의 표면적이 

넓어 체온이나 수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곤충은 외골격으로 체온과 수분 문제를 해결하

였고, 의태나 방어물질 등으로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처

할 수 있으며, 태풍 등 외적 환경이 불리할 경우 휴면 등으

로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 체구는 곤충에게 적은 양분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좁은 면적의 공간에서 충분히 번식할 수 있는 능력, 낙엽과 돌 틈 등 천적

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다는 점 등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 곤충의 날개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다. 새로

운 서식처 찾기, 적으로부터 도망가기, 이성 찾기, 먹이 찾기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곤충은 새나 박쥐 등의 앞다리를 변형시켜 날 수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리의 기능을 유지한 채 날개를 지니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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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비슷한�체중의�거미를�가볍게�

운반하고�있는�일본왕개미

라. 곤충의 특수한 능력

곤충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한 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 나비나 파리 등 자신의 몸을 변형시켜 적으

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의태, 호랑나비의 유충과 

같이 적이 공격할 때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방어하는 능

력 등 다양한 능력이 있다. 이 외에도 자신 체중의 200배 

이상도 들어 올리는 강한 힘을 가진 개미들, 몸길이가 

몇 mm밖에 되지 않지만 1m가 넘는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력을 지닌 벼룩, 야간에 불을 피우지 않고도 

빛을 낼 수 있는 발광능력을 지닌 반딧불이 등 상상을 초월한 곤충의 능력은 곤충이 지구상

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군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마. 짧은 생활사와 높은 번식력

곤충은 알부터 성충까지의 일생이 짧기 때문에 세대의 교체가 빠르게 일어난다. 빠른 세대

교체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한 변화를 그만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번식력은 이러한 변화 및 적응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인간은 유전자의 변화가 30년에 1회 일

어난다고 하면 초파리는 2주일에 한 번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세대가 2주일인 초

파리 한 마리가 평균 100개의 알을 놓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람의 1세대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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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초파리�1쌍이�25주간�번식할�경우(사망은�고려하지�않음)

주 마�리 비�교

2 

4 

6 

2

100

5,000

250,000

   1쌍

   50쌍

   2500쌍

   12만5000쌍

8

10

12

14

12,500,000

625,000,000

31,250,000,000

   * 1,562,500,000,000

지구에서 달까지 38만km이다. 이것을 

mm로 환산하면 3800억mm가 된다.

✱ 달까지 3800억mm이므로 1열로 

세운다면, 4배가 넘어 달을 2번 왕복할 

수 있다.

16

18

20

22

   78,125,000,000,000

* 3,906,250,000,000,000

195,312,500,000,000,000

    9,765,625,000,000,000,000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5000만km이다. 

이것을 mm로 환산하면 150조mm가 된다.

✱ 태양까지의 거리 150조mm로 1열로 

세운다면, 26배가 넘어, 태양까지 13번 

왕복할 수 있다.

24

25

488,281,250,000,000,000,000

24,414,062,500,000,000,000,000

  

바. 휴면

곤충의 휴면(dormancy)은 아열대에서 계절이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으로 서식처를 확장

하면서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건조한 시기 등 활동이 여의치 않은 계절을 극복하기 위해 획

득된 형질로 겨울을 넘기기 위한 것을 동면(hibernation)이라 하고 월동(wintering)이 

포함되며, 여름철에 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하면(estivation)이라 한다. 성장과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휴면은 곤충의 서식처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종에 따라 알, 애

벌레, 번데기, 성충의 다양한 단계에서 휴면을 한다. 

내시류의 변태 과정 중에 나타나는 번데기는 이러한 휴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 등 극히 일부 종을 제외하고 번데기 시기는 움직임

이 거의 없는 휴지기 상태이다. 호랑나비나 제비나비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 겨울철 혹한 시

기를 번데기 상태로 보내면서 최상의 활동시기를 기다린다. 

번데기의 종류는 고치나 나무속에서 번데기가 되므로 날개와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나용

(exarate pupae, 노출형), 날개와 다리가 뭉친 상태로 노출된 상태를 피용(obtect pup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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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형), 번데기의 형태는 나용과 비슷하지만 껍질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위용(coarctate 

pupae, 껍질형)이 있다. 

[그림� 13]�번데기�유형(나용,�피용,�위용)



646  Ⅳ. 자연환경의 이해

곤충의 동정과 명명법

3

1. 곤충의 동정(identification)

가. 동  정

동정(identification)은 해당 곤충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조사 결과물에 대한 동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표본과 문헌을 수집하여야 한다. 가볍게 시중에 판매되는 

도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전공 분야 도

서에 기록된 특징을 읽고 표본 또는 사진과 맞추어보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곤충에 대한 형태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문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

색표를 찾아 동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나. 검색표의 사용

검색표(key)라 함은 여러 상반되는 형질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양자택일하는 식으로

차례로 선택해나가도록 적당한 특징적인 형질, 즉 검색형질(key character)을 정리해놓은

표이다.

검색표의 종류에는 병렬식 검색표, 계단식 검색표, 취합식 검색표, 혼합식 검색표를 비

롯하여 그림검색표, box type key, branching key, 검색환 등이 있다. 작성하는 사람이

분류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 병렬식 검색표 : 상대적인 특징을 1쌍씩 병렬해가는 방법으로 비교하기 편리하고 지

면을 덜 차지하는 장점이 있다.

   예) 1. 날개가 1쌍 있다․․․․․ 파리목

- 날개가 2쌍 있다․․․․․․․․ 2

       2. 경화된 날개가 있다․․․․․ 딱정벌레목

- 경화된 날개가 없다․․․․․․ 4

• 계단식 검색표 : 하나의 특징을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결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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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 날개가 있다

b. 날개가 1쌍 있다․․․․․․ 파리목

c. 경화된 날개가 있다․․․․․․ 딱정벌레목

다. 곤충 목별 검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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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곤충 명명법

가. 곤충의 학명 

생물의 이름은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학명(scientific name)과 해당 국가의 언어로 통

속적으로 사용되는 일반명(common name)이 있다. 

학명(scientific name)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통용될 수 있어야 하

므로 일정한 룰에 따라 작명을 하게 된다. 이것을 ‘명명규약(Rule of Nomenclature)’이라 한

다. 명명규약은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국제

동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등 분류군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은 이명법을 따르는데 이명법이란 한 종의 이름을 ‘속명(Genus)+종소

명(Species)+명명자+출판연도’로 구성한다. 사용하는 언어는 현재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라

틴어나 그리스어 등의 사어(死語)를 사용한다(표 2).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복합어 또는 단일 

단어로 표기하며, 형태, 생태, 서식처 등의 특징을 살려 nigritarsus(nigri : 검은, tarsi : 발

목마디), koreanus(한국) 등과 같이 명명한다. 사람의 이름을 학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데 changwhani, choi 등과 같이 이름이나 성 뒤에 어미로 ‘-i'를 붙이게 된다. 

[표�2]�양봉�꿀벌의�학명으로�살펴본�명명법

속명 종소명 명명자 연도

Apis mellifera Linnaeus 1758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이탤릭으로 표기

또는 밑줄을 

긋는다.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

이탤릭으로 표기

또는 밑줄을 긋는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최초 발표 학명에서 속이

변경된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 

명명자 뒤에 

‘,’를 쓰고 

발표된 해의 

연도 표기

속과 종 사이 

단계인 아속은 

속명과 동일하게 

표기하며 괄호 

안에 표기

아종 표기는 종소명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종소명 뒤에 표기

예) Apis mellifera

Linnaeus, 1758

→ Nomada mellifera

(Linnaeus, 1758)

명명자가 괄호 

안에 표기 될 

경우 연도도 

함께 괄호 안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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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곤충의 일반명

국명은 특정 지역에서 통속적으로 불리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명에 해당하

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꿀벌’은 영어권에

서는 ‘honey bee’, ‘개미’는 ‘ant’ 등이 된다. 

학명의 경우는 모든 생물을 신종으로 보고할 때 필수적인 항목이지만 일반명의 경우는 필수 

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곤충들 중에서 국명이 없는 경우도 다수 나타

난다. 국명이라고 함부로 작명하지 않으며 학명과 마찬가지로 전문 학술지를 통해 출판(publ

ication)하는 과정을 통해 인정이 된다. 

이름의 작명은 상위 분류군(과명 또는 아과명)의 이름 앞에 최초 발견지, 형태적 특징,

사람 이름, 숙주의 이름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작명하게 된다. 

- 예) 애기 + 얼룩 + 명나방살이 + 맵시벌
        크기     색상        숙주         과(Family)명

이러한 예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분류학적 기술의 발달과 학자의 증가로 분류군의 

이동, 상위 분류군의 변동 등 분류학적 정보가 변하면서 끝부분의 분류군 공통명이 다소 달

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다수에 의해 통용되고 있는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어도 사용

된다. 

과거 먼지벌레과에 속해 있던 먼지벌레류의 경우 최근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딱정벌레과

로 통합되었지만 ‘-먼지벌레’로 사용하며, ‘뒤병기생파리’의 경우 ‘뒤영기생파리’의 오타로 

판명되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돼왔으므로 ‘뒤병기생파리’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어의 잔재, 저속한 느낌의 단어 등이 사용된 경우 개칭을 통해 국명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학명에서도 적용되고 있지만 접두어, 접미어 등을 사용하여 작명하는 경우도 있다. 

미리 알려진 종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크다’, ‘작다’ 등의 수식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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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명 어원

육각류(Hexapoda) Hexa : six ; poda : legs

내구강(Entognatha) Ento : in ; gnatha : jaw

곤충강(Insecta) In : into ; secta : 

무시류(Apterygota) A- : without ; pterygota : winged

유시류(Pterygota) Pterygota : winged

고시류(Paleoptera) Paleo- : ancient ; ptera : wings

신시류(Neoptera) Neo : new ; ptera : wings

외시류(Exopterygota) Exo : outer ; pterygota : winged

내시류Endopterygota) Endo : inner ; pterygota : winged

톡토기목(Collembola) coll : glue ; embola : a bolt or wedge

낫발이목(Protura) prot : firs t; ura : tail

좀붙이목(Diplura) di : two ; ura : tail

[표�3]�일반적으로�사용되는�접두어�및�접미어

접두어 의미

애-, 쇠-, 작은-, 꼬마-
- 크기가 작은 :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사 

또는 같은 분류군에 속한 종들에 비해 작은 경우

큰-, 장수-, 왕-, 말-
- 크기가 큰 :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사 또

는 같은 분류군에 속한 종들에 비해 큰 경우

어리-, 거짓-, 닮은-, 나도- - 형태가 유사한 : 뒤에 붙은 종과 형태가 유사할 경우

-붙이 - 형태가 유사한 : 앞에 붙은 종과 형태가 유사할 경우

다. 한국 곤충 상위 분류군 학명 어원

상위 분류군의 학명은 사마귀목(Mantodea), 바퀴목(Blattaria) 등 일부 단일어를 기반으

로 명명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명법의 기본을 

따라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표�4]�곤충�목(order)�이상�상위�분류군의�학명�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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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목(Thysanura) thysan : bristle or fringe ; ura : tail

돌좀목(Microcoryphia) micro : small ; coryphia : head

하루살이목(Ephemeroptera)
ephemera : for a day, short-lived ; ptera : wing

s  

잠자리목(Odonata) Odon : Greek, tooth

귀뚜라미붙이목

(Grylloblattodea)

gryllo : relating to crickets ; blattaria : relating 

to cockroaches

메뚜기목(Orthoptra) orthos : Greek, straight ; ptera : wings

대벌레목(Phasmatodea) Latin for apparition or spector

바퀴목(Dictyoptera) dictyon : Greek, network ; ptera : wing

바퀴목(Blattaria) blattaria : relating to cockroaches

사마귀목(Mantodea) Mantòdea : from the Greek, a soothsayer

흰개미목(Isoptera) iso : equal ; ptera : wings

집게벌레목(Dermaptera) derma : skin(texture) ; ptera : wing

흰개미붙이목(Embioptera) embid : lively ; ptera : wings

강도래목(Plecoptera) pleco : folded or pleated ; ptera : wings

민벌레목(Zoraptera) zor : pure ; aptera : wingless

다듬이벌레목(Psocoptera) psoco : rub small ; ptera : wing

이목(Phthiraptera) phthir : lice ; a : without ; ptera : wings

이목(Anoplura) anoplos : unarmed ; ura : tail

털이목(Mallophaga) mallos : Greek, hair ; phagein : eat

노린재목(Hemiptera) hemi : half ; ptera : wings

매미목(Homoptera) homo : alike, uniform ; ptera : wings

총채벌레목(Thysanoptera) thysano : fringe or tassel ; ptera : wings

풀잠자리목(Neuroptera) neuro : Greek, sinew ; ptera : wings

뱀잠자리목(Megaloptera) megal- : Greek, great ; ptera : wings

약대벌레목(Raphidoptera) raphid : Greek, needle ; ptera : wings

딱정벌레목(Coleoptera) koleos : Greek, sheath ; ptera ; 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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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벌레목(Strepsiptera) strepsi : twisted ; ptera : wings

벼룩목(Siphonaptera) siphon : pipe ; aptera : wingless

밑들이목(Mecoptera) meco : greek, long ; ptera, wings

파리목(Diptera) di : two ; ptera : wings

날도래목(Trichoptera) tricho : hair ; ptera : wings

나비목(Lepidoptera) lepido(s) : scaly ; ptera : wings

벌목(Hymenoptera) hymeno : Greek, god of marriage ; ptera : wings



곤충의 생태와 인간과의 관계

4

1. 유용자원으로 활용되는 곤충

가. 화분매개곤충

다양한 꽃에 모이는 곤충을 통틀어 방화곤충이라고 하며, 그중 곤충에 의해 화분을 옮

기는 충매화의 결실을 돕는 곤충을 화분매개곤충(insect pollinator)이라 한다. 이들은 식

물의 꽃에서 꽃가루와 꿀 등을 확보하여 양식을 마련하는 대신 이 꽃 저 꽃으로 꽃가

루를 이동시켜 식물의 수분을 돕기 때문에 충매화와 상호이익을 취하는 공생관계를 지닌

다.

화분매개곤충은 선사시대부터 이용돼왔으며, 과실을 생산하는 농경생활을 하면서 지

속적으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최근 화분매개곤충을 상업적으로 개발하

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거나 전 세계로 수출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

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사과 농가에서는 

인공수분보다 자연수분으로 생산된 과실이 당도와 질이 높다고 하여 화분매개곤충 발굴 및 

대량 사육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화분매개곤충은 벌목의 꿀벌류, 호박벌류, 가위벌류 등이 있으며, 파리목

에서는 배짧은꽃등에 등이 이용되고 있다. 

재래꿀벌 우수리뒤영벌 가위벌류 가위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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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용물질 생산 곤충

대표적인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꿀벌은 구약성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유용곤충이다.

꿀을 생산하는 꿀벌들 외에도 비단의 원료가 되는 누에의 고치, 천연염료를 생산하는

깍지벌레류 및 오배자면충 등 곤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곤충을 통해 확보할 수 있

는 유용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도 곤충에서 확보되는 물질은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꽃무지 및 풍뎅이류의

애벌레는 예부터 한방의 재료로 많이 활용되어왔다. 아프리카, 호주 등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주요 단백질원으로 섭취하기도 한다. 

약용물질에 대한 최근 연구를 통해 곤충의 외골격에서 얻어지는 키톤산 등을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 유충에서 추출한 물질이 항암제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양봉꿀벌 풍뎅이류�유충

다. 천적곤충

천적곤충 개발은 화학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병해충을 농약이 아닌 천적곤충의

습성을 이용하여 저감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을 생물농약이라 한다. 생물

농약은 포식성 및 기생성 곤충을 활용하여 병해충만을 저감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섭식하는 식식성 곤충을 활용하여 논밭의 잡초 및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활발히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곤충의 몸속에 기생하여 숙주곤충이 성충이 되기 전 숙주를 죽이고 빠져나오

는 포식성 기생곤충은 농업 분야와 더불어 산림 병해충을 관리하는 곳에서도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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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나방류를�공격하는

맵시벌류

목재�속의�유충에�산란하는�

맵시벌류

돼지풀을�섭식하는�

돼지풀잎벌레

라. 정서곤충

정서곤충이란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안정감 및 즐거움을 주거나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

는 곤충을 통칭한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귀뚜라미, 여치 등의 은은한 벌레 울음

소리를 반가워하고, 어린이들은 크고 멋있는 곤충을 사육하기를 좋아한다. 그 외에도 청정

지역을 나타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반딧불이, 역사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지닌 비단

벌레 등은 모두 정서곤충 또는 문화곤충에 해당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정서 및 문화곤충을 도심지 내에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서울, 울산 등 반딧불이 공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지역도 다수 있다.

늦반딧불이 장수풍뎅이 비단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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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과 충돌하는 곤충

가. 산림 가해 곤충

최근 숲 속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산림 가해 곤충은 참나무류를 주로 대상

으로 하는 도토리거위벌레와 광릉긴나무좀 등이 있다. 참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흔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는 자주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1) 도토리거위벌레

최근 우려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먹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종인 도토리거

위벌레는 다른 도토리를 섭식하는 종들과 달리 도토리가 성숙하기 전에 가지를 절단하기 

때문에 도토리가 야생동물의 먹이원으로 활용될 수 없게 만든다. 도토리거위벌레는 5월

에서 8월경 미성숙된 도토리에 산란하고 알을 산란한 나뭇가지를 잘라 땅으로 떨어

뜨린다. 도토리거위벌레가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

상의 성숙을 막아 도토리가 단단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충이 섭식하기 좋은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것과 도토리거위벌레 애벌레는 땅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는 습성이 있으므

로 유충이 먹이를 먹고 생장한 후 바로 땅으로 들어가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토리거위벌레에 의해 산란된 도토리는 야생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개체가 증가할 수 있다. 곤충에서 많은 개체가 발생할 경우 먹이경쟁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는 참나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토리거위벌레가 

번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정이다. 

[그림�14]�도토리거위벌레와�피해�현황



660  Ⅳ. 자연환경의 이해

도토리거위벌레는 화학적 방제를 통해 제어하기가 사실상 힘든 분류군에 해당된다. 

성급한 화학적 방제는 다양한 인근 종들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다른 종의 대발생을 유도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응 정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안정된 생태계 내에서 급증한 곤충은 어느 시기가 되면 천적의 밀도가 함께 증가하며 

적정 밀도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토리거위벌레의 천적이나 경쟁자 

등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수거하는 물리적 방제가 대

안이라 할 수 있다. 

5월경 산란한 도토리거위벌레는 5~8일 정도(약 일주일) 알 시기를 보내고 유충이 

된 후 20여 일(약 3주) 후 도토리를 다 먹고 땅으로 들어간다. 

[그림�15]�붉은색�화살표� :�수거기간

즉,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도토리를 빠져나오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

므로 한 달 내에 도토리를 수거할 수 있다면 다음 해에 발생하는 도토리거위벌레의 양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광릉긴나무좀

광릉긴나무좀(Platypus koryoensis)은 참나무시들음병을 유발하는 raffaelea 병원균

을 매개하는 딱정벌레목의 긴나무좀과에 속하는 종으로 암컷의 앞가슴등판에 균낭이 있어 

균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참나무 수관에 곰팡이를 증식시켜 나무를 시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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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국 고사하게 만든다. 

4월 초 성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우화하여 기존 나무를 빠져 나오며

새로운 기주를 찾아 나선다. 북한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서울, 경기 일대의 숲은 참나무

류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 시기에 광릉긴나무좀이 기주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급

격히 확산할 수 있다. 

광릉긴나무좀은 엽면적률이 높아 빛이 잘 들지 않고 하층 식생이 발달한 숲 속 지점보

다 빛이 잘 들고 넓은 활동 공간이 확보된 탐방로 인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숲 속보다 탐방로 인근에 있는 참나무 개체에서 더 많은 개체가 관찰된다. 

[그림� 16]�광릉긴나무좀(Platypus� koryoensis)�

[그림� 17]�광릉긴나무좀�암컷�앞가슴등판�균낭

[그림�18]�참나무시들음병�발병목의�단면�및�매개충�수직�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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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하는 방제법은 끈끈이 롤트랩을 감거나 벌목하는 것이 주로 사용된다. 끈끈이

롤트랩은 광릉긴나무좀 포획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다른 곤충도 함께 포획하여 전

반적인 산림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

제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가능한 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양성이 높은 숲을 구성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 후에야 숲의 진정한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19]�광릉긴나무좀�포획�장면 [그림�20]�기생파리과�포획�장면

나. 질병 매개 곤충

인간에게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야생 포유류와 사람을 

오가며 흡혈하는 모기류가 대표적이다. 곤충은 아니지만 진드기류도 이러한 유사한 습

성을 지니고 있어 최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파리목 모기과는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은 물론이고 극지

부근에서도 서식한다. 또한 지하터널, 깊은 탄광 내, 해발 4㎞ 높이에서도 발견된다. 

숲모기류, 집모기류 등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이며, 물 괸 하수구, 방화용수,

계곡 바위의 움푹한 곳에 괸 물 속, 바닷가 바위에 괸 물 속 등 빛이 잘 들고 온도가 적

당한 지표수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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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줄숲모기 참진드기류

모기는 암컷이 흡혈하며 인간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냄새에 이끌려 날아온다. 일

반적으로 발 냄새와 같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발과 발목,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은 얼굴 등

을 선호하고 사람의 땀에 유인된다는 보고도 있다. 성인이 어린이보다 모기의 유인력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냄새의 강도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은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 학질(Malaria), 피부

리슈마니아증, 아프리카수면증 등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은 일본뇌염과 말라

리아이다. 

일본뇌염은 JE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데 대부분 작은빨간집모기가 매개한다. 말, 소, 

돼지, 사람 등이 숙주이며, 사람이 최종 숙주에 해당된다. 한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발병한다. 

말라리아의 경우 해외여행을 갈 때 예방접종을 하지만 국내 여행의 경우 거의 예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던 시절이기는 하지만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바가 있는 열병이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하고 난 후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고, 쿨토시 등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을 착용하며, 수풀에 직접 닿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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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멸종 위기 곤충

가. 멸종 위기 야생동물 I급

멸종 위기 야생동물 I급은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의

미한다.

현재까지 지정된 멸종 위기 야생동물 I급에 해당하는 곤충은 4종이며, 두점박이사슴

벌레는 등급이 하향되어 II급으로 지정되었다. 

멸종�위기� I급�곤충

장수하늘소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나. 멸종 위기 야생동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의미한다. 



7. 생물자원의 이해Ⅰ(곤충)  665

현재까지 지정된 멸종 위기 야생동물 II급에 해당하는 곤충은 18종이며, 울도하늘소, 

고려집게벌레 2종은 기존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대모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창언조롱박

딱정벌레,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큰수리팔랑나비의 5종이 추가되었다. 

대표적�멸종�위기� II급�곤충�

물장군 큰자색호랑꽃무지 멋조롱딱정벌레 애기뿔소똥구리

왕은점표범나비 붉은점모시나비 쌍꼬리부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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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은�가볍고�튼튼하며�길이�

조절이�수월한�것이�좋다.�

[부록] 곤충 조사 장비 및 사용법

가. 육상곤충 조사도구

(1) 포충망(collecting net, insect net)

곤충 채집에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망(nets), 철사 테(ci

rcular wire, ring), 자루(pole)로 구성. 튼튼하고 사용이

간편해야 하며 천의 재료는 채집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

지만 질긴 나일론 망사를 택하며 눈이 조밀하게 직조된(0.5

mm 이하) 흰색 고급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털어잡기망

많은 곤충들이 큰 소리나 충격 또는 자기들이 서식하는 

나뭇잎 또는 풀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풀숲 밑으로 떨어지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습성을 가진 곤충들을 잡기 위해서 

사용된다. 

(3) 독병 및 채아병

독병(poison bottle)은 채집물을 살충시키는 장비로, 나방 등 액침할 수 없거나 단시간에 

살충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청산가리(KCN)의 위험성 때문에 에틸아세

테이트(ethyl acetate)를 주로 사용한다. 채아병(killing jar)은 벌류, 딱정벌레류 등의 액침

이 유리한 종류의 채집에 사용한다. 그러나 변색이 쉽게 일어나거나 비늘, 분, 체모가 많은 

종은 변형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독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로 70% 이상의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을 사용한다. 

(4) 흡충관(aspirator)

몸이 연약하고 크기가 작아 손이나 핀셋으로 채집하기가 

어려운 곤충을 조사할 때 사용한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에

의해 곤충이 통 속으로 빨려들어 온다. 최근에는 전동식 흡충관이

제작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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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각지와 삼각통

조사 시 나비류와 잠자리류 등 날개가 큰 곤충을 보관하기 위해 유산지를 삼각형으로

접은 것을 삼각지(butterfly envelope)라 한다. 채집물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든다. 삼각지를 운반 및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통을 삼각통(triangle container)이라 한다.

유산지 삼각지 삼각통

삼각지 접는 법

유산지를 사용하며, 채집물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든다.

12.5㎝� x�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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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털어잡기

나. 직접 채집 방법

(1) 쓸어잡기(sweeping)

포충망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곤충을 채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와 많은 수의 곤충을 채집할 수 있다. sweeping net은 나뭇가지나 돌에 부딪쳤을 때도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테와 내구성 강하고 두꺼운 주머니로 구성된다. 초지나 수풀 

혹은 나뭇가지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류를 채집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다.

(2) 채어잡기(brandishing)

빠르게 비행하거나 도망가는 곤충을 잽싸게 낚아채는 방법이다. 곤충은 각 종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임계점(critical point)과 임계거리(critical distance)가 있는

데 포충망으로 낚아채는 속도가 임계점으로부터 대상 곤충의 회피 속도보다 빨라야 채집

할 수 있다. 대부분 빠르게 나는 나비와 벌 등을 채집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쓸어잡기 채어잡기

(3) 털어잡기(beating)

비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나뭇가지에 매달려

서 생활하는 곤충 등을 채집하고자 할 때 사용된

다. 포충망을 휘두르지 않고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쓸어서 포충망 또는 털어잡기망 안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채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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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털어잡기(sifter)

낙엽 부스러기 등에서 작은 곤충을 채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낙엽 등

을 망 안으로 넣고 흔들어 체에 걸러지는 작은 곤충들을 채집하는 방법이다.

(5) 흡충관법(aspirator)

몸이 작고 연약한 곤충을 대상으로 흡충관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나무 틈, 토양 

등에 서식하는 미소 곤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나무�틈�곤충�조사 나무�틈의�흰개미 토양�곤충�조사

다. 트랩 채집 방법

(1) 야간 등화 채집(light trap)

야간에 활동하는 곤충을 채집할 때 곤충이 잘 유인될 수 있는 전등으로 유인하여 채집

하는 방법이다. 곤충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인 700~400nm의 파장보다 다

소 낮은 파장대이며, 곤충류를 가장 많이 유인하는 파장은 근자외선 영역인 350~400nm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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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 트랩(pit-fall trap)

지표면을 배회하는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함정 트랩을 설치하면 그 속에 곤충이 빠

져든다. 단기간 조사를 시행할 땐 주로 냄새가 강한 미끼를 이용한 유인법을 사용한다. 장

기간의 조사를 시행할 땐 유인액을 사용하지 않고 지표성 곤충이 주간에 돌 틈이나 낙엽 

아래에 몸을 숨기는 습성을 이용한다.

(3) 비행 간섭 트랩(flight interception trap)

두 개의 막대나 나무 사이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망에 부딪힌 곤충은 밑으로 떨어져 통에 있는 용액 

속에 보관된다. 후에 용액 속에 있는 곤충을 채집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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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레이즈 트랩(malaise trap)

비행 간섭 트랩을 변형한 조사법으로 곤충이 장애물을 만나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응

용하여 고안된 것으로 숲길이나 울창한 산림 가운데 텐트처럼 생긴 말레이즈 트랩을 설치

하여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이다. 트랩의 꼭대기에 용액이 담긴 통을 달아두면 곤충이 통 

속에 빠지게 된다. 용액으로는 에틸알코올 또는 혼합액(에틸렌글리콜 50% + 알코올 5

0%)을 사용하기도 한다.

말레이즈�트랩�모습과�꼭대기�채아병

(5) 끈끈이 및 당밀트랩(sticky and syrup trap)

• 나무나 널빤지 등에 접착성 용액이나 당밀을 발라서 곤충이 달라붙게 하여 채집하는

방법으로 끈끈이의 접착력보다 힘이 약한 작은 곤충류를 채집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접착성 종이를 이용한 상품이 판매된다. 

• 당밀트랩은 끈끈이 채집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액에 모이는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이

와 비슷한 액체를 만들어 사용한다. 유인제를 나무나 바위 등에 발라두면 곤충이 모

여들어 쉽게 채집할 수 있다.

(6) 황색수반채집(yellow-pan trap)

노란색의 물감을 칠한 판이나 간단한 종이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진딧물, 매미충, 노린재, 벌 등 주간에 비행하

는 곤충들 중에 황색 파장을 선호하는 곤충들의 유인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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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베를레스 깔때기(berlese funnel)

주로 토양성 곤충이나 부엽성 곤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

으로서 채집지의 부식토를 자루에 적당히 담아 집충기 속에 넣고 

전등불로 비추면 광선을 싫어하는 토양성 및 부엽성 곤충은 전부 

깔대기 모양의 바닥으로 모여 알코올이 담긴 채아병으로 떨어지

게 된다.

(8) 깔때기 트랩(funnel trap)

주로 하늘소, 나무좀 등의 딱정벌레류를 채집하

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딱정벌레류들이 수목으

로 착각하여 달려든 뒤 부딪히게 되면 바닥으로 떨

어지는 습성을 이용한 트랩이다. 가장 아래쪽 깔때

기에 채아병을 달아 대상을 채집한다. 최근 참나무

시들음병을 유발하는 광릉긴나무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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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Ⅱ) 수서곤충

정종철(국립공원관리공단)

담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1

1.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정의

‘저서성(Benthic)’이란 물 바닥을 의미하고, ‘대형(Macro)’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 ‘무척추동물(Invertebrate)’은 뼈가 없는 동물을 의미한다. 즉, 담수 저서성 대형 무

척추동물(Benthic macroinvertebrates)이란 바다가 아닌 육지의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수초나 하천 바닥을 기어다니는 육안으로 구분되는 뼈가 없는 동물을 말한다. 수서 곤충

류, 갑각류, 빈모류, 거머리류, 연체동물류 등 매우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

라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약 1000여 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을

절지동물이 차지하고, 절지동물에 포함되는 수서곤충류가 전체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

물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호수나 하천에서 주로 서식하며 일생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저서생활을 한다(Rosenberg and Resh, 1993). 하천생물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

부한 무리이며 하천생물의 종 다양성과 풍부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Ward, 199

2). 영양 단계에서 저차 소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이동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하천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하다(Hynes, 1970 ; Ward, 1992 ; 

Williams and Feltmate, 1992). 

매우 다양한 무리들로 구성된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종 다양성 변화를 연구하는 주

요 대상이 되기도 하며, 서식하는 환경의 많은 생물적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들에 대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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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민감도를 보이기 때문에 수환경의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이용되기도 한다(Ar

mitage et al., 1983; Rosenberg and Resh, 1993).

2.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분류

가. 분류학적 구분

우리나라의 담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을 분류학적(taxonomic) 단계(category)에 

따라 구분하면 유선형동물문(Nematomorpha), 편형동물문(Platyhelminthes), 환형동물

문(Annelida), 연체동물문(Mollusca), 절지동물문(Arthropoda)으로 구분된다(권, 201

3). 

(1) 편형동물문(Platyhelminthes)

편형동물은 흡충강(Trematoda), 촌충강(Cestoda), 와충강(Turbellaria)으로 구성된

다. 흔히 담수에서 서식하는 것은 와충강으로 영명으로 ‘flatworms’라고 불린다. 납작하고 

좌우 대칭인 가장 단순한 동물로서 장 외의 체강이 없으며, 항문이 없어 음식을 먹고 

내보내는 곳이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플라나리아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플라나리아류는 작은 동물 또는 죽은 동물을 먹고 살며, 자웅동체로서 교미를 통해 번

식하는 유성생식과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 무성생식을 함께 한다. 먹이를 섭식하는 입(인

두)이 배 표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섭식과 배설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2과에 3종

이 알려져 있다(부록 2). 플라나리아류는 대체로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 서식하지만 플라

나리아는 비교적 평지 하천 등 하류 수계에서도 확인되어 환경질 점수 3에 해당되며, 산

골플라나리아는 주로 산간 계류, 장님플라나리아는 동굴 지역에 서식하는 매우 청정한 지

역을 선호하는 환경질 점수 4에 해당되는 종들이다. 산골플라나리아는 살아 있을 때 머

리 양 옆으로 뾰족한 돌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삼각형 화살촉 머리 모양의 플라나리아와 구

분되지만 죽은 표본의 경우 구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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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나리아(Planaria)의�재생(regeneration)

플라나리아는 영양분이 많으면 몸이 분열되어 무성생식을 한다. 이렇게 스스로 분열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이 절단되어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도 각 조각들이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생 능력을 가진 플라나리아는 학생들의 좋은 실험 재료로 활용된다. 

         

플라나리아�재생�실험�

(2) 유선형동물문(Nematomorpha)

유선형동물은 기생 생활을 하는 가늘고 수센티미터서 수미터까지 긴 철사모양을 하고

있는 벌레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의 새우나 게 등에 기생하는 무리(Nectonematoidea)와 

메뚜기류, 사마귀류, 바퀴류, 딱정벌레류, 수서곤충 등 육상 절지동물에 기생하는 무리(연

가시강, Gordiaceae)로 구분된다(Hanelt et al., 2005). 

전 세계적으로 326종 이상이 기록되어 있으며(Poinar, 2008), 국내에 약 5종이 기록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 분류와 동정이 매우 어렵다(부록 2). 국내에서 알려

진 종들은 일반적으로 연가시, 철사벌레 등으로 불리고 있다.

계류, 평지 하천 등에서 관찰되고, 환경질 점수는 3으로 비교적 청정수역에 서식한다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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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형동물(Gordiaceae)의�생활사

유선형동물의 생활사는 육상환경과 수서환경을 오가며 진행되는데, 성충은 호수, 강, 하

천 등 물속에서 자유생활을 하다가 교미를 하고 암컷은 1000만 개 이상의 알을 산란한

다. 알은 약 2~4주 내에 유충으로 부화하고, 유충은 천천히 기는 듯이 물속으로 이동한

다. 유충은 몸이 무거워 유영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물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먹히길 

기다린다. 유충은 다른 동물에게 먹힐 때 포낭을 형성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최소 1년 이

상을 몸 안에서 버티며 육상으로 이동시켜줄 2차 숙주를 기다린다. 

그러나 물달팽이, 물고기 등에게 먹힌 포낭들은 물 밖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물속에서 

유충 시기를 보내고 성충으로 우화해 물 밖으로 나가는 수서곤충에게 먹힌 포낭은 물 밖

에서 귀뚜라미류, 메뚜기류, 사마귀류 등의 포식 곤충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이때 유선형

동물은 새로운 3차 숙주(difinitive host)의 몸속에서 장을 뚫고 들어가 4주에서 20주간 

성숙기를 거친다. 성숙이 된 성충은 숙주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게 하는 등의 행동

을 유발하여 물속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연가시�일종

유선형동물의 생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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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동물문(Mollusca)

담수에 서식하는 연체동물은 복족강(Gastropoda)과 이매패강(Bivalvia)의 두 강(Clas

s)으로 구성된다. 복족강은 다슬기류, 달팽이류, 삿갓조개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매

패강은 조개류, 담치류 등이 해당된다. 몸에 체절화된 마디가 없고 근육질로 된 위족이 

있으며, 석회질의 껍데기로 몸을 보호한다. 복족강은 연체동물 중 가장 다양한 종을 

보유한 분류군으로 전 세계의 담수와 해수에서 약 7만 50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매패강은 약 9200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Huber, 2010).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을 제외

한 기수역과 담수역에 복족강은 38종, 이매패강은 2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환경질 점수는 1에서 4까지 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부록 2). 

복족강� :�다슬기과,�물달팽이과,�왼돌이물달팽이과,�또아리물달팽이과

이매패강� :�말조개류,�재첩류

(4) 환형동물문(Annelida)

환형동물은 몸이 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둥근 관 모양의 몸을 가지고 있다. 입과 

항문이 잘 발달된 소화계를 지니고 있고, 암수가 한 몸에 있어 서로 교차로 생식활동을 

하거나 무성생식을 한다. 우리나라의 담수에 서식하는 주요 환형동물은 기수역에서 다모

강(Polychaeta)이 소수 확인되고, 담수역에서는 주로 빈모강(Oligochaeta)과 거머리강(H

irudinea)이 확인되고 있다. 담수 빈모강은 육상 빈모강(지렁이류)과 매우 흡사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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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으며, 주로 유기물 조각을 섭식하고 일부는 부착조류를 먹거나 포식활동을 하기도 한다. 

용존산소가 매우 낮은 오염지역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환경질 점수는 1 또는 2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거머리강은 대부분 다른 동물을 흡혈하며, 일부 기생생활을 한다. 이들은 구기부분에 

빨판이 있어 먹이동물에게 강하게 밀착할 수 있으며, 입에는 이빨이 있어 동물에게 상

처를 입혀 피가 나게 한다. 거머리는 침 속에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먹이동물을 물 

때 아픔을 없애는 마취성분과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하는 항응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Davies, 1991). 동양의학에서는 이러한 거머리의 특징을 이용하여 염증이 생긴 상처 

부위의 나쁜 피를 빨아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실지렁이류�군체 거머리류와�빨판

(5) 절지동물문(Arthropoda)

절지동물문은 수생생물 중에서 가장 다양한 종을 보유한 분류군으로 수생태계의 핵심적

인 구성원이다. 몸은 마디로 구분되어 있으며, 키톤 성분으로 구성된 외골격이 있고 다양

한 부속기들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담수 절지동물은 갑각강(Crustacea), 거

미강(Arachnida), 톡토기강(Collembola), 곤충강(Insecta) 등이 있다. 

(가) 갑각강(Crustacea)

전 세계적으로 약 4000여 종의 담수 갑각류가 알려져 있으며, 수서 생태계의 먹이

그물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Covich and Thorp, 1991). 갑각강은 두 쌍의 

더듬이와 대부분의 체절에 부속기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는 무갑목(Ano

straca), 배갑목(Notostraca), 극미목(Spinicaudata), 활미목(Laevicaudata), 등각목(Is

opoda), 단각목(Amphipoda), 십각목(Decapoda) 등 7개의 분류군이 담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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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각목� :�물벌레과 단각목� :�옆새우과

십각목� :�가재과 십각목� :�새뱅이과 십각목� :�징거미새우과

(나) 거미강(Arachnida)

전 세계적으로 담수에 서식하는 거미강에 속하는 수생 진드기는 5000여 종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담수에 서식하는 거미는 

거미목(Araneae)에 속하는 물거미 1종이 알려져 있다. 물거미는 물속에 거미줄로 집을 

짓고 작은 곤충 등을 사냥하며 생활한다. 육상 거미와 형태학적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곤

충강의 물방개 등과 유사하게 배 꽁무니에 공기주머니를 형성하여 물속에서 호흡한다. 유

속이 거의 없는 정수 지역을 선호하므로 주로 습지에서 관찰된다. 

(다) 톡토기강(Collembola)

톡토기강은 예전에는 곤충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톡토기강으로 분리되었다. 이

들은 작고 눈과 날개가 없으며, 배 말단에 도약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곤충강과

매우 유사하지만, 배마디가 여섯 마디이고 구기가 볼이나 입 속으로 함입되어 있는 내구류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Dodds, 2002). 우리나라의 담수 톡토기는 정수성의 얕은 물속

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라) 곤충강(Insecta)

곤충강은 담수 생태계에서 가장 다양하므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류군이다. 전 

세계적으로 곤충강 중 11개의 목(order)에 포함된 종들이 수서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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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그중 하루살이목(Ephemeroptera), 잠자리목(Odonata), 강도래목(Plecoptera), 

뱀잠자리목(Megaloptera), 날도래목(Trichoptera) 등은 소속 분류군의 모든 종이 수서

생활을 하고, 노린재목(Hemiptera), 딱정벌레목(Colecoptera), 파리목(Diptera), 나비목(L

epidoptera), 풀잠자리목(Neuroptera), 벌목(Hymenoptera) 등은 일부 종류만 수서생활

을 한다.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만큼 정수역(lentic)과 유수역(lotic) 모두에 서식하고 생

태적 특징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수서 생태계 먹이그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 

● 하루살이목(Ephemeroptera) : 몸의 형태는 유속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종은 납

작하고, 느린 유속이나 정수에 서식하는 종은 원통형으로 생겼다. 2개 또는 3개의

긴 꼬리를 지니고 있으며, 각 배마디 측면에 기관아가미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우화 시기가 다가온 종령 유충은 날개주머니가 검게 보여서 쉽게 구분된다. 1

1과 80여 종 이상이 보고되어 있다. 영어로는 ‘Mayflies’라고 한다. 

갈래하루살이과 강하루살이과

알락하루살이과 납작하루살이과

꼬마하루살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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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목(Odonata) : 실잠자리아목과 잠자리아목으로 구분되며, 모두 포식성으로 

주걱 모양의 아랫입술이 발달되어 있다. 실잠자리아목은 가늘고 긴 원통형을 하고 

있으며, 배마디 끝에 3개의 꼬리 기관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잠자리아목은 긴 유선

형 또는 타원형, 납작한 나뭇잎 모양, 곤봉 모양 등을 하고 있다. 대부분 정수 또는 

유속이 느린 지역에 서식하며, 일부 종만이 유속이 빠른 곳에 서식한다. 9과 84종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영어로는 잠자리아목을 ‘Dragonflies’, 실잠자리아목을 ‘Dam

selflies’라고 한다. 

물잠자리과 방울실잠자리과

측범잠자리과

왕잠자리과 잠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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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래목(Plecoptera) : 강도래목은 더듬이가 길고 가슴 3마디가 뚜렷하게 구분

되며, 배 끝에 2개의 긴 꼬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종들이 유속이 

빠른 냉수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산간 계류에서 주로 확인된다. 가운데가슴과 뒷가슴에 

날개주머니가 발달하고 종령이 되면 날개주머니가 검게 변해 우화 시기를 알 수 있다. 1

0과 30여 종 이상이 보고되어 있다. 영어로는 ‘Stoneflies’라고 한다. 

넓은가슴강도래과 강도래과

그물강도래과 큰그물강도래과

녹색강도래과 민강도래과

● 뱀잠자리목(Megaloptera) : 뱀잠자리목은 각 배마디 측면에 기관아가미가 발달해 있

어 지네와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 큰 턱이 잘 발달되어 무는 힘이 강하다. 2과 5

종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로는 ‘Fishflies’ 또는 ‘Alderflies’라고 

한다. 

뱀잠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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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래목(Trichoptera) : 날도래목은 줄날도래과를 제외하고 머리, 앞가슴등판, 다

리, 꼬리다리 일부가 경화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막질로 되어있다. 줄날도래과는 강

도래목처럼 앞가슴, 가운데가슴, 뒷가슴등판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다. 날도래목은 크

게 3가지 유형의 생활을 하는데, 물날도래과처럼 자유생활을 하며 작은 수생동물을 포

식하고 종령이 되어서 작은 돌을 엮어 번데기 방을 만드는 종류, 줄날도래과와 깃날도

래과 등과 같이 물살이 빠른 여울의 바위에 입에서 나온 실을 이용해 그물을 치고 유

기물을 걸러 먹는 종류, 나뭇잎이나 작은 돌을 이용해 몸 크기의 집을 짓고 집과 함께 

이동하며 낙엽 등을 썰어먹는 생활을 하는 종류가 있다. 20과 60여 종 이상이 기록

되어 있다. 영어로는 ‘Caddisflies’라고 한다. 

각날도래과 물날도래과 줄날도래과

광택날도래과 날도래과 네모집날도래과

우묵날도래과

바수염날도래과 애날도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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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린재목(Hemiptera) : 노린재목은 일부 분류군이 수서생활을 하며, 유충과 성충이

모두 물속에서 생활하는 종류와 소금쟁이와 같이 물 표면에서 생활하는 종류가 

있다. 형태적으로는 육상 노린재류와 유사하고 게아재비, 장구애비 등과 같이 호

흡을 위한 꼬리를 가진 종류도 있다. 대부분 작은 동물을 사냥하여 체액을 빨아 먹

는다. 14과 65종 이상이 서식한다. 영어로는 ‘Bugs’라고 한다. 

물장군과 물벌레과 송장헤엄치게과 장구애비과

● 딱정벌레목(Colecoptera) : 딱정벌레목은 분류군 중 일부가 수서생활을 하는 분류군

으로 반딧불이과, 잎벌레과 등은 유충 시기만을 물속에서 보내고 물방개, 물땡땡이 등 

대부분의 종들은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일생을 물속에서 생활한다. 다양한 습성과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10과에 11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영어로는 ‘Water bee

tles’라고 한다.

물방개과

물땡땡이과 물삿갓벌레과

물진드기과 잎벌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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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목(Diptera) : 파리목은 물가 인근이나 물기가 있는 곳에 서식하는 반수서와 물속

에서 유충 시기를 보내는 진수서 생활을 하는 종류가 있다. 다른 수서곤충과 달리 파리

목의 유충은 다리가 없는 ‘구더기’ 형태를 하고 있다. 깔따구과 등 일부 분류군에서 다

리와 유사하게 보이는 ‘위족(pseudopod)’을 가진 종류도 있다. 15과 60여 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Flies’, 깔따구나 각다귀류를 ‘Midges’라고 한다. 

각다귀과

개울등에과 깔따구과

꽃등에과 동애등에과 등에과

모기과 먹파리과

● 나비목(Lepidoptera) : 명나방과의 일부 분류군이 수서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수생식물의 잎을 잘라 날도래처럼 집을 짓고 생활하기도 한다. 완전히 물속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수생식물 잎이나 줄기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어로는 ‘A

quatic caterpillar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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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잠자리목(Neuroptera) : 수서 딱정벌레류의 유충과 유사하게 생겼으나 꼬리가 

없고 배마디에 강모가 많다. 민물해면잠자리류(Sisyra sp.)가 알려져 있으며, 민물

해면이 많은 장소에서 포식활동을 한다. 영어로는 ‘Spongillaflies’라고 한다. 

● 벌목(Hymenoptera) : 수서 벌목은 우리나라에 물벌 1종이 보고되어 있다. 날도래목 

중 광택날도래과, 바수염날도래과 등 번데기가 물 밖으로 자주 노출되는 종들에게 산

란하여 기생생활을 한다. 기생당한 날도래 번데기에는 긴 끈 모양의 호흡관이 생겨 쉽

게 알아볼 수 있다. 직접적인 수서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반수서로 보거나 수서곤충으

로 취급하지 않기도 한다. 

나. 서식 형태 및 먹이 습성에 따른 구분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기능적 또는 형태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을 달

리하여 전략적으로 생존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여 각 분류군을 서식 형태(Habit 

categories)와 섭식기능군(functional feeding groups)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서식 형

태는 서식 위치와 움직임의 방식에 따라 지치는 무리(skaters), 부유하는 무리(planktonic),

잠수하는 무리(divers), 헤엄치는 무리(swimmers), 붙는 무리(clingers), 기는 무리(spr

awlers), 굴 파는 무리(burrowers)로 구분한다. 섭식기능군에 따른 구분법은 섭식전략에 

따라 썰어 먹는 무리(shredders), 주워 먹는 무리(collectors-gatherers), 걸러 먹는 무

리(collectors-filterers), 긁어 먹는 무리(scrapers), 잡아먹는 무리(predators), 기생하는 

무리(parasites)로 구분한다. 영양 동태(trophic dynamics)에 따라서는 식식자(herbivore

s), 육식자(carnivores), 잡식자(omnivores), 부식자 또는 잔사식자(detritivores)로 구

분된다(Merritt et al., 1996; 권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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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서식처 섭식전략 영양�동태 서식�형태

편형동물문

(플라나리아과)
유수 Sc, Cg, Pr Cv, Dv Sp, Cl

유선형동물(연가시과) 유수 Pa Pa

연체동물문

갈고둥과 유수(하구) Sc, Cg Dv Sp, Cl

논우렁이과,

쇠우렁이과
정수, 유수(평지, 강) Sc, Cg Dv Sp, Cl

사과우렁이과 정수, 유수(평지, 강) Sc, Cg Hv, Dv Sp, Cl

다슬기과 유수(계류, 평지, 강) Sc, Cg Hv(algae), Dv Sp, Cl

물달팽이과 정수, 유수(평지, 강) Sc, Cg Ov Sp, Cl

왼돌이물달팽이과 정수, 유수(평지, 강) Cg Ov Sp, Cl

또아리물달팽이과, 

민물삿갓조개과, 

쨈물우렁이과

정수, 유수(평지, 강) Cg Hv(algae), Dv Sp, Cl

홍합과 정수, 유수(평지, 강) Cf Dv Cl

석패과, 재첩과 정수, 유수(평지, 강) Cf Hv(algae), Dv Cl

산골조개과
정수(산지습지),

유수(계류, 평지)
Cf Hv(algae), Dv Cl

환형동물문

실지렁이과 정수, 유수 Cg Dv Bu:

넓적거머리과 유수(평지, 강) Pr Cv Cl

거머리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Cl

절지동물문

가지머리풍년새우과 정수 Cf Hv(algae), Dv Sw

투구새우과 정수 Pr, Cg Ov Sw

조개벌레류 정수 Cg Dv(?) Sp, Sw

등각목 정수, 유수(평지, 강) Cg Dv Sp

옆새우과 정수, 유수(계류) Sh, Cg Dv Sp

새뱅이과,

징거미새우과
정수, 유수(평지, 강) Cg Ov Sp

가재과 정수(산지습지), Pr, Cg Ov Sp

[표 1]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서식 형태 및 섭식기능군에 따른 분류(권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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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서식처 섭식전략 영양�동태 서식�형태

유수(계류)

바위게과 유수(하구) Cg Dv Sp

곤충강

하루살이목

갈래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강) Cg Dv Sp, Cl

흰하루살이과 유수(평지, 강) Cg Dv Bu

강하루살이과 유수(평지, 강) Cg Dv Cl, Bu

하루살이과
정수(산지습지),

유수(계류, 평지)
Cg Dv Bu

알락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강) Sc, Cg Hv(algae), Dv Sp, Cl

등딱지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강) Sc, Cg Hv(algae), Dv Sp, Cl

방패하루살이과 유수(평지, 강) Cg Dv Sp, Cl

빗자루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Cf Dv Sw, Cl

납작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강) Sc, Cg Hv(algae) Sp, Cl

피라미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Sc, Cg Hv(algae), Dv Sw, Cm

꼬마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강) Cg Dv
Sw, Cl, 

Cm

(연못하루살이,

입술하루살이)
정수, 유수(평지, 강) Cg Dv Sw, Cl

옛하루살이과 유수(계류, 평지) Sc, Cg Hv(algae), Dv Sw, Cm

잠자리목

물잠자리과  유수(계류, 평지) Pr Cv Cm

실잠자리과,

방울실잠자리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Cm

청실잠자리과 정수 Pr Cv Cm

왕잠자리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Cm

(개미허리왕잠자리) 유수(계류) Pr Cv Sp, Cm

측범잠자리과  유수(계류, 평지, 강) Pr Cv Bu

장수잠자리과 유수(계류) Pr Cv Cm

청동잠자리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Sp, Cm

잔산잠자리과

잠자리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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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서식처 섭식전략 영양�동태 서식�형태

강도래목

민날개강도래과
정수(산지습지),

유수(계류)
Sh Dv Sp

메추리강도래과,

흰배민강도래과, 

꼬마강도래과

유수(계류) Sh Dv Sp, Cl

민강도래과
정수(산지습지)

유수(계류, 평지)
Sh Dv Sp, Cl

넓은가슴강도래과,

큰그물강도래과
유수(계류) Sh, Sc Dv Sp, Cl

그물강도래과

강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Pr Cv Cl

녹색강도래과 유수(계류) Pr Cv Cl

뱀잠자리목

좀뱀잠자리과
정수(산지습지),

유수(계류, 평지)
Pr Cv Cm, Bu

뱀잠자리과 유수(계류, 평지, 강) Pr Cv Cm, Bu

풀잠자리목

민물해면잠자리과 정수, 유수(평지) Pr Cv Cl, Bu

날도래목

물날도래과, 

긴발톱물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Pr Cv Cl

입술날도래과,

각날도래과, 

줄날도래과,

곰줄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Cf Dv Cl

깃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Cf, Pr Ov Cl

별날도래과 정수, 유수(평지, 강) Cf Dv Cl

통날도래과 정수, 유수(평지, 강) Sc, Sg Hv(algae), Dv Cl

애날도래과 유수(평지, 강) Sc Hv(algae) Cl

광택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Sc Hv(algae), Dv Cl

날도래과 유수(평지, 강) Sh, Cg, Pr Ov Sp, Cm

둥근날도래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강)
Sh, Cg Dv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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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얼굴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Sh, Cg Dv Sp, Cl

우묵날도래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Sh, Cg Dv Sp, Cm

가시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강) Sc Hv(algae) Cl

가시우묵날도래과 유수(계류) Sc Hv(algae) Cl

애우묵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Sc Hv(algae), Dv Sp, Cl

네모집날도래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강)
Sh, Cg Dv Sp, Cl

털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Sh Dv Sp

날개날도래과 유수(평지, 강) Sc, Cg Dv Sp, Cl

바수염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Sc, Cg Hv(algae), Dv Sp

채다리날도래과 유수(계류) Sh Dv Sp

나비날도래과 유수(계류, 평지) Sc, Cg Ov Sp, Cm

노린재목

물벌레과 정수 Pr, Cg Ov Sw, Cm

송장헤엄치게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Sw

둥글물벌레과 정수, 유수(평지) Pr Cv Sw, Cm

물둥구리과 정수 Pr Cv Sw, Cl

물빈대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Sp, Sw

물장군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Sw, Cm

장구애비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Cm

소금쟁이과 정수 Pr Cv Sk

딱정벌레목

물방개과,

자색물방개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Di, Sw, 

Cm

물맴이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Pr Cv Di, Sw

물진드기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Cl, Sw, 

Cm

물땡땡이과 정수, 유수(평지, 강) Cg Hv
Di, Sw, 

Cm

알꽃벼룩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Sh, Sc, Cg Dv Sp,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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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서식처 섭식전략 영양�동태 서식�형태

여울벌레과 유수(계류, 평지, 강) Sc, Cg Hv(algae), Dv Cl

물삿갓벌레과 유수(계류, 평지, 강) Sc Hv(algae), Dv Cl

반딧불이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Pr Cv Sp, Cl

잎벌레과 정수, 유수(평지, 강) Sh Hv Sp

파리목

각다귀과 유수(계류, 평지) Pr Cv Cl

(Antocha속) 유수(계류, 평지, 강) Cg Dv Cl

(Tipula속) 유수(계류, 평지, 강) Sh, Cg Dv Sp, Bu

나방파리과 정수, 유수(평지, 강) Cg Dv Bu

애모기과 정수, 유수(평지) Cg Dv Sw, Cm

털모기과 정수, 유수(평지, 강) Pr Cv Sp

먹파리과 유수(계류, 평지, 강) Cf Dv Sp, Cl

등에모기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강)
Cg, Pr Dv, Cv Sp, Bu

깔따구과 정수, 유수 Cg, Cf, Pr Dv, Cv Sp, Bu

멧모기과,

어리멧모기과
유수(계류, 평지) Sc Hv Cl

개울등에과 유수(계류, 평지) Pr Cv Sp, Bu

동애등에과 정수, 유수(평지, 강) Cg, Pr Ov Sp, Bu

들파리과 정수, 유수(평지) Pr, Pa Cv Bu

춤파리과, 등에과
정수, 유수

(계류, 평지)
Pr Cv Sp, Bu

꽃등에과 정수, 유수(평지, 강) Cg Dv Bu

물가파리과 정수, 유수 Sh, Cg, Pr Ov Sp, Bu

모기과 정수, 유수 Cg, Cf Ov Sw

벌목 유수(계류) Pa Cv

나비목 정수, 유수(평지, 강) Sh, Sc Hv Cm

※ 섭식전략- Sc: 긁어 먹는 무리, Cg: 주워 먹는 무리, Cf: 걸러 먹는 무리, Sh: 썰어 먹는 무리, Pr: 잡아먹는 무리, 
Pa: 기생하는 무리

※ 영양 동태- Hv: 식식자, Cv: 육식자, Ov: 잡식자, Dv: 부식자 또는 잔사식자
※ 서식 형태- Sk: 지치는 무리, Pl: 부유하는 무리, Di: 잠수하는 무리, Sw: 헤엄치는 무리, Cl: 붙는 무리, Sp: 
기는 무리, Bu: 굴 파는 무리, Cm: 기어오르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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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을 활용한 수질 평가

2

1.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을 활용한 수질 판정

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을 활용한 수질 판정

물속에 사는 생물들 중에서 어떤 환경의 상태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생물을 지표종(indi

cator species)이라 한다. 다양한 생물이 지표종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종류가 많고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으므로 지표종으로 활용하기 

적당한 생물이다. 

이러한 지표종들은 하천의 오염도를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지수로 표현하고 

서식 형태나 서식처의 특성에 따라 군을 나누어 수질 판정에 활용하기도 한다. 수질 판정은 

일반적으로 BOD, COD 등 화학적 수질 판정을 떠올리지만 2006년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 조건과 유기물질의 종합적인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수

환경 평가를 위해 생물학적 수질 평가 기준을 신규로 추가하여 물환경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  

[표�2]�수질�평가�방법의�장단점�비교

구분� 이화학적�방법� 생물학적�방법�

수질의 반영 제한적 종합적

수질 항목의 상승작용 반영불가능 반영 가능

수질항목 평가치의 이질성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과거 오염 영향 추적 불가능 가능

오염 영향의 평가 간접적 직접적

평가의 신속성 항목에 따라 다름 신속

오염물질의 정량 직접적 간접적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수질환경 지표종’ 자료 인용(http://www.nibr.go.kr/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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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지수(Biological index)

생물지수는 지표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수질 평가가 진행된 내용을 수치로 나타낸 값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생물지수를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오수생물지수(Yoon-Kong's SI), 종합생물점수(Total biotic score, TBS), 군오

염도지수(Group Pollution Index, GPI),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 우점생

물지수(Dominant Species Index, DSI), 한국오수생물지수(Korean Saprobic Index, KS

I) 등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생물지수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환경부, 2004). 여기에

서는 주로 계류형 생태계에 적용하는 한국오수생물지수를 제외하고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생태점수, 군오염도지수, EPT 분류군 풍부도 등을 제시하였다. 

(1) 저서 무척추동물 생태점수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ESB지수는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서 이용되는 수환경 평가방법이다. 간단한 산출

방법으로 연구자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사용되어왔다. 출현한 모든 생물종의 환경질 점

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산출된 점수는 환경질 평가표에 의해 최우선보호수역, 우선보호수역, 

보호수역, 개선수역, 우선개선수역, 최우선개선수역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 상태를 제시

한다. 

  
  



 Kong(1997)

Qi= 개별 분류군 환경질 점수

[표�3]�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환경질�점수를�활용한�생태등급�평가�기준

ESB 지수 환경�상태 지역�구분 수질�등급

81이상 매우 양호 최우선보호수역
I

61~81미만 양호 우선보호수역

41~61미만 다소 양호 보호수역
Ⅱ

26~41미만 다소 불량 개선수역

13~26미만 불량 우선개선수역 Ⅲ

13 미만 매우 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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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오염지수(GPI)를 이용한 수질 판정

군오염지수는 저서동물을 어느 정도까지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쉽게 수질

을 판정할 수 있는 간이 수질 판정법으로 최근까지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하천의 수질을 고도의 청정수(1급수), 청정수(2급수), 다소의 오염수(3급수), 오염수(4급

수), 고도의 오염수(5급수)로 구분하고 환경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저서동물을 29군으로 분

류하여 수질을 판정하고자 하였다(표 4). 

산출방법은 출현한 생물군은 출현군(○)으로 표시하고, 다른 군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수

가 나타난 2개 정도의 군은 고출현군(●)으로 표시한다(다른 군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가 

나타난 군이 없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출현군(○)의 각 등급별로 세로 합을 구해 

‘출현군의 계급치 총합’을 산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고출현군(●)만을 한 번 더 계산해 ‘고출

현군의 계급치 합’을 산출한다. 산출된 값을 군오염지수 계산식에 대입하여 지수를 구한다

(표 6). 

[표�4]�군오염지수와�수질과의�관계

수질등급 군오염지수(GPI)

1 급수 1.0 이하

2 급수 1.0 초과 ~ 1.7 이하

3 급수 1.7 초과 ~ 2.3 이하

4 급수 2.3 초과 ~ 3.0 이하

5 급수 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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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이용한�수질�판정표

번호 지표�생물군

V(4) IV(3) III(2) II(1) I(0) 출

현

도
고도의�

오염수
오염수

다소의�

오염수
청정수

고도의�

청정수

1 플라나리아류 1 3

2 선충류 2 3

3 실지렁이류 3 2 1

4 거머리류 1 2 3 1

5 복족류 2 3 1

6 부족류 1 2 2

7 옆새우류 1 3
8 등각류, 새뱅이류 2 3 1
9 톡톡이류 2 3

10
꼬마하루살이류, 등딱지하루살이, 

외날개꼬마하루살이
2 3 2 1

11
강하루살이류, 동양하루살이류, 

민하루살이, 납작하루살이, 알락하루살이
1 3 1

12 하루살이류(기타) 1 2 3

13 고려측범잠자리, 쇠측범잠자리 1 2 2

14 잠자리류(기타) 2 3 1 1

15 강도래류 1 3

16 뱀잠자리류 1 2 2

17 물날도래류, 광택날도래, 입술날도래 1 3

18 날도래류(기타) 1 3 2

19 여울벌레, 물삿갓벌레류 1 3 2

20 딱정벌레류(기타) 1 2 1 1

21 각다귀류 1 2 2

22 등에류 1 3 1

23 나방파리류 3 2 1

24 먹파리류 1 2 2

25 깔다구류(붉은색) 3 2

26 깔다구류(흰색) 1 1 3 2

27 멧모기류 3

28 개울등에류 2 3

29 꽃등에류 3 2

수질�

판정

출현군의 계급치 총합 (A)
( )

급

수

고출현군의 계급치 총합 (B) 

최종 계급치 총합 (A + B) a ( ) b ( ) c ( ) d ( ) e ( )

군 오염 지수 GPI (4a+3b+2c+1d)/(a+b+c+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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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이용한�수질판정표�작성�예시

예> 3군 10마리, 4군 15마리, 26군 50마리가 출현하였을 때

번호 지표�생물군

V(4) IV(3) III(2) II(1) I(0)

출현도고도의�

오염수
오염수

다소의�

오염수
청정수

고도의�

청정수

1 플라나리아류 1 3

2 선충류 2 3

3 실지렁이류 3 2 1 ○

4 거머리류 1 2 3 1 ○

5 복족류 2 3 1

6 부족류 1 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나방파리류 3 2 1

24 먹파리류 1 2 2

25 깔다구류(붉은색) 3 2

26 깔다구류(흰색) 1 1 3 2 ●

27 멧모기류 3

28 개울등에류 2 3

29 꽃등에류 3 2

수질�

판정

출현군의 계급치 총합 (A) 4 5 5 4 2

( )

급

수

고출현군의 계급치 총합 (B) 1 1 3 2

최종 계급치 총합 (A + B) a= 4 b= 6 c= 6 d= 7 e= 4

군 오염 지수 GPI
(4×4 + 6×3 + 6×2 + 7×1) / 

(4+6+6+7+4) = 1.96

(3) 분류군 풍부도(Taxa Richness)를 이용한 수질 판정

출현한 분류군의 종류로 수질의 상태를 파악하는 판정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수환경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출현한 EPT 분류군의 종류만을

확인하여 수질을 판단하는 방법과 전체 출현한 분류군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EPT 분류군은 하루살이류(Ephemeroptera), 강도래류(Plecoptera), 날도래류(Trich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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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지칭하는데, 이 분류군들은 청정수역의 대표적 분류군으로 인식되고 있다(Lenat, 19

87). 따라서 EPT 분류군이 다량 출현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청정수역이라 

할 수 있다. 

출현한 전체 분류군을 이용하는 방법은 종의 풍부도를 통해 수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 일반적으로 하천이 오염되면 물속 환경이 단순해지고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생

물만이 살아남게 되므로 많은 종류의 저서동물이 출현하면 청정수역이고, 적은 수의 종

류가 출현하면 오염수역이 되는 것이다. 

EPT 분류군에 포함되는 하루살이류와 날도래류는 5개의 군(group)으로 강도래류는 

3개의 군(group)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분류군들은 39개의 군(group)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 출현한 군의 수와 수질과의 관계는 <표 7>와 같다.

[표�7]�군의�풍부도와�수질과의�관계

구� � �분 EPT 분류군의�군(group)의�수 전체�출현�군(group)의�수

청정수역 8군 이상 출현 14군 이상 출현

다소의 오염수역 3군 이상  7군 이하 출현 10군 이상  13군 이하 출현

오염수역 1군 이상  2군 이하 출현 7군 이상  9군 이하 출현

고도의 오염수역 0 6군 이하



702  Ⅳ. 자연환경의 이해

[표�8]� EPT�분류군�구분표

하루살이목(Ephemeroptera)

몸이 납작하다 앞다리에 빗자루 같은 털이 나 있다 몸에 가시가 나 있다

납작하루살이과 빗자루하루살이과 알락하루살이과

작고 원통형이다 기타 하루살이류

꼬마하루살이과
하루살이과, 옛하루살이과, 피라미하루살이과, 

강하루살이과, 등딱지하루살이과

날도래목(Trichoptera)

앞, 가운데, 뒷가슴에 각각 

경판이 있고, 그물형태로 

집을 짓는다

돌로 집을 짓는다
낙엽을 잘라 사각형의 

집을 짓는다

줄날도래과 광택날도래과, 바수염날도래과 네모집날도래과

가슴등판에 1개의 경판이 

있고, 집을 짓지

않는다

기타 날도래류

물날도래과,

각날도래과

애날도래과, 날도래과, 우묵날도래과, 날개날도래과,

나비날도래과

강도래목(Plecoptera)

육식성 초식성 기타 강도래류 

강도래과, 그물강도래과,

녹색강도래과

민강도래과,

큰그물강도래과,

넓은가슴강도래과

민날개강도래과, 꼬마강도래과, 

메추리강도래과, 흰배민강도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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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EPT�분류군을�제외한�나머지�분류군�구분표

딱정벌레목

물삿갓벌레과 여울벌레과 물방개과

물맴이과 물진드기과 기타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소금쟁이과 물장군과 장구애비과

송장헤엄치게과, 물둥구리과 물벌레과 기타 노린재목

파리목

깔따구과 먹파리과 각다귀과

모기과 개울등에과 기타 파리목

잠자리목

부채장수잠자리과 북방잠자리과 왕잠자리과

실잠자리과 물잠자리과 기타 잠자리목

뱀잠자리목

좀뱀잠자리과 뱀잠자리과

갑각류

옆새우류 가재류 물벌레류 기타 갑각류 - 새우류

연체동물문

또아리물달팽이과 물달팽이과 왼돌이물달팽이과

이매패강 기타 연체동물

환형동물문

실지렁이류 거머리류 거머리류

편형동물문 기타

플라나리아류 연가시류(철사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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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군오염지수를 위한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검색표

<1>

물속에서 나뭇가지, 낙엽, 돌 등으로 집을 짓고 산다 2번으로

집을 짓지 않는다 3번으로

<2>

작은 돌을 이용해 거북이 모양의 집을 짓고 물살이 빠른 곳에 산다 광택날도래 (17군)

거북이 모양의 집을 짓지 않는다 기타 날도래류 (18군)

<3>

분명한 다리가 있다 4번으로

분명한 다리가 없다 25번으로

<4>

3쌍보다 더 많은 다리가 있다 5번으로

3쌍의 다리가 있다 8번으로

<5>

새우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동작이 빠르다 6번으로

쥐며느리와 유사하며, 몸은 높이보다 폭이 더 넓다 물벌레류 (8군)

<6>

새우 형태이며, 꼬리가 부채형이다 7번으로

새우 형태이며, 몸이 옆으로 납작하다 옆새우류 (7군)

<7>

새우 형태이고 집게발이 크고 몸은 매우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다 가재류 (7군)

새우 형태이고, 몸은 속이 보이는 얇은 껍질로 덮여 있다. 새우, 새뱅이류 (8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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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몸이 곤봉 모양이고 배 끝부분에 도약기를 가지고 있다 톡토기류 (9군)

몸은 곤봉형이 아니고 도약기가 없다 9번으로

<9>

몸은 넓이보다 길이가 더 길다 10번으로

몸은 납작하고 원반형 또는 계란형이다 물삿갓벌레류 (19군)

<10>

꼬리가 없거나 긴 필라멘트로 된 하나의 꼬리를 가진다 11번으로

노처럼 넓거나 머리카락 같은 꼬리가 둘 또는 셋이다 17번으로

<11>

배마디가 부드러운 막질로 되어 단단하지 않다 12번으로

배마디가 경화되어 단단하다 15번으로

<12>

배 측면에 신장된 긴 실 모양의 부속기를 가지지 않는다 13번으로

배 측면에 신장된 실 모양의 부속기를 가진다 14번으로

<13>

가슴 등판에 3개의 단단한 딱지(경판)가 있다. 

번데기가 되면 무덤 모양의 집을 짓지만 앞뒤가 막혀있어 광택날도래류와 차이가 있다

날도래류 기타(줄날도래류) (18군)

가슴 등판에 1개의 단단한 딱지(경판)가 있다 물날도래류, 입술날도래 (17군)

<14>

각 배마디 아래에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네와 유사하다 뱀잠자리류 (16군)

배마디 끝에 실 모양이거나 뾰족한 하나 이상의 된 꼬리를 가진다 기타 딱정벌레류 (20군)

<15>

큰 눈과 넓은 배마디를 가진다 16번으로

몸은 단단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유충은 배마디 끝에 미세한 갈고리와 덮개판를 가진다        

여울벌레류 (19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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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더듬이가 짧고 곤봉 모양 또는 둥근 자루 모양이다 고려측범잠자리, 쇠측범잠자리 (13군)

더듬이는 실 모양이다. 기타 잠자리류 (14군)

<17>

배마디 옆면에 아가미가 없다 24번으로

배마디 옆면에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아가미가 있다 18번으로

<18>

배마디 옆면에 넓은 잎 모양의 아가미가 있고 몸이 현저하게 납작하다 납작하루살이류 (11군)

몸은 현저하게 납작하지 않다 19번으로

<19>

몸은 긴 원통형이고 각 배마디 등판에 줄무늬가 있다 동양하루살이류 (11군)

각 배마디 등판에 줄무늬가 없다 20번으로

<20>

큰 턱이 뿔처럼 길게 나 있다 강하루살이류 (11군)

큰 턱이 뿔처럼 길게 나 있지 않다 21번으로

<21>

몸은 작고 원통형이고 머리, 가슴, 배의 넓이가 비슷하다 꼬마하루살이류 (10군)

몸은 긴 직사각형이고 납작하다 22번으로

<22>

몸은 매우 작고, 배마디 등판에 커다란 딱지 모양의 아가미가 있다 등딱지하루살이류 (10군)

배마디 등판에 커다란 딱지 모양의 아가미가 없다 23번으로

<23>

아가미가 넓게 배마디에 밀착해 있다 알락하루살이류 (11군)

앞의 모양과 같지 않다 기타 하루살이류 (1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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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 개의 넓은 꼬리를 가진다 실잠자리, 물잠자리 유충 (14군)

두 개의 실 모양의 꼬리를 가진다 강도래류 (15군)

<25>

단단한 껍데기가 있다 37번으로

단단한 껍데기가 없다 26번으로

<26>

명확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27번으로

명확한 머리를 가진다 35번으로

<27>

몸에 마디가 없다 28번으로

몸이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29번으로

<28>

몸이 편평하고 삼각형의 머리 부분에 점으로 된 눈이 있다 플라나리아류 (1군)

몸은 길고 철사 모양이다. 선충류 (2군)

<29>

지렁이 형태의 벌레이고 어떠한 부속지도 없다 30번으로

몸에 부속지와 돌기가 있다 31번으로

<30>

길고 마디로 되어 있으며, 실 모양이다 실지렁이류 (3군)

마디로 되어 있으며 끝부분에 흡반을 가지고 있다 거머리류 (4군)

<31>

몸 길이의 2, 3배에 달하는 긴 호흡관이 있다 꽃등에류 (29군)

긴 호흡관이 없다 3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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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몸에 흡반이 있다 33번으로

흡반이 없다 34번으로

<33>

배 끝부분에 별 모양의 흡반이 있다 각다귀류 (21군)

몸의 각 마디에 흡반이 있으며, 각 마디의 연결 부위는 잘록하다 멧모기류 (27군)

<34>

몸의 1~7배마디에 각 3, 4쌍의 돌기 모양의 헛다리가 있다 등에류 (22군)

몸의 1~7마디에 각 1쌍의 헛다리가 있으며 배 끝부분에 털이 난 돌기가 있다 개울등에류 (28군)

<35>

몸의 뒤쪽 끝부분이 넓다 먹파리류 (24군)

몸의 양쪽의 넓이가 같다 36번으로

<36>

앞가슴 부위에 한 쌍의 헛발이 있고 흰색이다 흰색 깔따구류 (26군)

붉은색이다 붉은 깔다구류 (25군)

몸에 헛발이 없고 몸의 마디가 2차적으로 2 또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등판에 경화된 부분이 있다 

나방파리류 (23군)

<37>

두 장으로 구성된 껍질을 가지고 있다 부족류 (6군)

나선형으로 꼬인 껍질을 가지고 있다 복족류 (5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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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및�국명 Qi

             Phylum Platyhelminthes 편형동물문

          Class Turbellaria 와충강

       Order Tricladida 삼기장목

    Family Planariidae 플라나리아과

Dugesia japonica Ichikawz and Kawakatsu 플라나리아 3

Phagocata vivida (Ijima and Kaburaki) 산골플라나리아 4

    Family Kenkiidae 통통플라나리아과

Schalloplana coreana Kawakatsu and Kim 장님플라나리아 4

             Phylum Nematomorpha 유선형동물문

          Class Gordioida 연가시강

       Order Gordea 연가시목

    Family Gordiidae 연가시과

Gordius aquaticus Linnaeus 연가시 3

Gordius liniatus Baek and Noh 가는줄연가시 3

Gordius robustus Leidy 털연가시 3

       Order Chordidea 흑연가시목

    Family Chordodidae 흑연가시과

Chordodes korrensis Baek 오디흑연가시 3

Chordodes japonensis Inoue 긴털흑연가시 3

             Phylum Mollusca 연체동물문

          Class Gastropoda 복족강

       Order Archaeogastropoda 원시복족목

    Family Neritidae 갈고둥과

Clithon retropictus (v Martens) 기수갈고둥 3

       Order Mesogastropoda 중복족목

    Family Viviparidae 논우렁이과

Cipangopaludina chinensis malleata (Reeve) 논우렁이 2

Cipangopaludina chinensis laeta (Martens) 둥근논우렁이 ?

Cipangopaludina chinensis (Gray) 긴논우렁이 ?

Cipangopaludina japonica (v Martens) 큰논우렁이 2

Sinotaia quadrata (Benson) 강우렁이 ?

    Family Ampullariidae 사과우렁이과

Pomacea canaliculata (Lamarck)

    Family Hydrobiidae 동굴우렁이과

Bithynella coreana Kwon 참동굴우렁이 3

Akiyoshia coreana Kwon 흰동굴우렁이 3

[부록 2]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목록 및 환경질 점수(E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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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Bithyniidae 쇠우렁이과

Parafossarulus manchouricus (Böurguignat) 쇠우렁이 2

Gabbia misella (Gredler) 염주쇠우렁이 2

Gabbia kiusiuensis (S Hirase) 작은쇠우렁이 ?

    Family Stenothyridae 둥근입기수우렁이과

Stenothyra glabra (A Adams) 둥근입기수우렁이 2

Stenophyra edogawaensis (Yokoyama) 흑색반점기수우렁이 ?

    Family Assimineidae 기수우렁이과

Assiminea japonica v Martens 기수우렁이 3

Assiminea lutea A Adams 좀기수우렁이 3

Assiminea latericea (H & A Adams) 빨강기수우렁이 3

Angustassiminea castanea Westerlund 밤색기수우렁이 3

    Family Pleuroceridae 다슬기과

Semisulcospira libertina (Gould) 다슬기 4

Semisulcospira gottschei (Martens) 곳체다슬기 2

Semisulcospira forticosta (Martens) 주름다슬기 3

Semisulcospira tegulata (Martens) 좀주름다슬기 3

Semisulcospira coreana (Martens) 참다슬기 3

Semisulcospira paucicincta (Martens) 주머니다슬기 3

Koreanomelania nodifila (Martens) 염주다슬기 3

Koreoleptoxis globus (Martens) 구슬다슬기 3

Koreoleptoxis globus ovalis Burch and Jung 띠구슬다슬기 3

       Order Archaeopulmonata 원시유폐목

    Family Ellobiidae 대추귀고둥과

Ellobium chinense (Pfeiffer) 대추귀고동 3

       Order Basommatophora 기안목

    Family Lymnaeidae 물달팽이과

Lymnaea auricularia (Linnaeus) 물달팽이 1

Lymnaea palustris ovata (Draparnaud) 알물달팽이 ?

Austropeplea ollula (Gould) 애기물달팽이 2

Fossaria truncatula (Müller) 긴애기물달팽이 2

    Family Physidae 왼돌이물달팽이과

Physa acuta Draparnaud 왼돌이물달팽이 1

    Family Planorbidae 또아리물달팽이과

Gyraulus chinensis (Dunker) 또아리물달팽이 2

Gyraulus illibatus (Westerlund) 일본또아리물달팽이 ?

Hippeutis cantori (Benson) 수정또아리물달팽이 2

Indoplanorbis exustus (Deshayes) 인도또아리물달팽이 ?

Polypylis hemisphaerula (Benson) 배꼽또아리물달팽이 2

    Family Ancylidae (Ferrisidae) 민물삿갓조개과

Laevapex nipponicus (Kuroda) 민물삿갓조개 3

    Family Succineidae 뾰족쨈물우렁이과

Oxyloma hirasei (Pilsbry) 뾰족쨈물우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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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Pelecypoda : Bivalvia 부족강 : 이매패강

       Order Mytiloida 담치목

    Family Mytilidae 홍합과

Limnoperna fortunei (Dunker) 민물담치 3

       Order Unionoida 석패목

    Family Unionidae 석패과

Unio douglasiae Griffith and Pidgeon 말조개 2

Unio douglasiae sinuolatus (Martens) 작은말조개 3

Inversidens japanensis (Lea) 일본말조개 ?

Lanceolaria grayana (Lea) 칼조개 3

Cristaria plicata (Leach) 귀이빨대칭이 3

Pletholophus discoidea (Lea) 원반대칭이 ?

Anodonta arcaeformis Heude 대칭이 2

Anodonta arcaeformis flavotincta Martens 작은대칭이 3

Anodonta woodiana (Lea) 펄조개 2

Solenaia triangularis (Heude) 도끼조개 3

Lamprotula coreana (Martens) 두드럭조개 3

Lamprotula leai (Griffith and Pidgeon) 곳체두드럭조개 3

Lamprotula microstricta (Heude) 빗두드럭조개 ?

Shistodemus lampreyanus (Baird et A Adams) 예쁜두드럭조개 ?

       Order Veneroida 백합목

    Family Trapeziidae 돌고부지과

Trapezium liratum (Reeve) 돌고부지 ?

    Family Corbiculidae 재첩과

Corbicula japonica Prime 일본재첩 3

Corbicula fluminalis (Müller) 대륙재첩 ?

Corbicula corolata Martens 공주재첩 3

Corbicula felnouilliana Heude 콩제첩 3

Corbicula fluminea (Müller) 재첩 3

Corbicula insularis Prime 섬재첩 ?

Corbicula leana Prime 참재첩 3

Corbicula papyracea Heude 엷은재첩 3

Corbicula portentosa Heude 점박이재첩 3

    Family Sphaeriidae 산골과

Pisidium coreanum Kwon and Park 산골조개 4

Sphaerium lacustre japonicum (Westerlund) 삼각산골조개 4

       Order Myoida 우럭목

    Family Corbulidae 쇄방사늑조개과

Potamocorbula amurensis (Schrenck) 쇄방사늑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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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lum Annelida환형동물문

          Class Polychaeta 다모강

       Order Phyllodocida 부채발갯지렁이목

    Family Nereidae 참갯지렁이과

Neanthes japonica (Izuka) 참갯지렁이 2

Perinereis nuntia (Savigny) 눈썹참갯지렁이 2

Tylorrhynchus heterochaetus (Quatrefages) 실참갯지렁이 2

          Class Oligochaeta 빈모강

       Order Archioligochaeta 물지렁이목 2

    Family Naididae 물지렁이과

Chaetogaster limnaei Baer 물지렁이 3

    Family Tubificidae 실지렁이과

Limnodrilus gotoi Hatai 실지렁이 1

Branchiura sowerbyi Beddard 아가미지렁이

          Class Hirudinea 거머리강

       Order Rhynchobdellida 부리거머리목

    Family Glossiphoniidae 넙적거머리과

Alboglossiphonia heteroclita (Linnaeus) 달팽이넙적거머리 2

Alboglossiphonia lata (Oka) 조개넙적거머리 2

Batracobdella paludosa (Carena) 연두넙적거머리 2

Glossiphonia complanata (Linnaeus) 갈색넙적거머리 2

Glossiphonia weberi Blanchard 회색넙적거머리 2

Helobdella stanalis (Linnaeus) 민물넙적거머리 3

Hemiclepsis japonica Oka 곤봉넙적거머리 2

Hemiclepsis marginata (Muller) 녹색넙적거머리 2

Toryx tagoi (Oka) 개구리넙적거머리 2

       Order Arhynchobdellidae 턱거머리목

    Family Hirudinidae 거머리과

Hirudo nipponica Whitman 참거머리 2

Whitmania acranulata Whitman 갈색말거머리 2

Whitmania edentula Whitman 녹색말거머리 2

Whitmania pigra Whitman 말거머리 2

    Family Erpobdellidae 돌거머리과

Erpobdella lineata Muller 돌거머리 1

             Phylum Arthropoda 절지동물문

          Class Arachnida 거미강

       Order Araneae 거미목

    Family Argyronetidae 물거미과

Argyroneta aquatica (Clerck) 물거미 3

          Class Crustacea 갑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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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Anostraca 무갑목

    Family Thamnocephalidae 가지머리풍년새우과

Branchinella kugenumaensis (Ishikawa) 풍년새우 2

       Order Notostraca 배갑목

    Family Triopidae 투구새우과

Triops longicaudatus (LeConte) 긴꼬리투구새우 2

       Order Spinicaudata 극미목

    Family Cyzicidae 참조개벌레과

Caenestheriella gifuensis (Ishikawa) 털줄뾰족코조개벌레

    Family Limnadiidae 혹머리조개벌레과

Eulimnadia braueriana Ishikawa 밤가시혹머리조개벌레

       Order Laevicaudata 활미목

    Family Lynceidae 민무늬조개벌레과

Lynceus biformis (Ishikawa) 이형민무늬조개벌레

       Order Isopoda 등각목

    Family Sphaeromalidae 잔벌레과

Gnorimosphaeroma anchialos Jang and Kwon 기수잔벌레

Gnorimosphaeroma naktongense Kwon and Kim 낙동잔벌레

Gnorimosphaeroma ovatum (Gurjanova) 개펄잔벌레

    Family Asellidae 물벌레과

Asellus hilgendorfii Bovalius 물벌레 2

       Order Amphipoda 단각목

    Family Anisogammaridae 아니소옆새우과 3

Jesogammarus ilhoii Lee and Seo 빗살무늬가시예소옆새우 3

Jesogammarus koreaensis Lee and Seo 민가시예소옆새우 3

    Family Pseudocrangonyctidae 동굴옆새우과

Pseudocrangonyx asiaticus Uéno 아시아동굴옆새우 4

    Family Gammaridae 옆새우과

Gammarus galgosensis Lee and Kim 짧은털옆새우 4

Gammarus hoonsooi Lee 짧은꼬리다리옆새우 4

Gammarus kyonggiensis Lee and Seo 털보옆새우 4

Gammarus longisaeta Lee and Seo 긴털옆새우 4

Gammarus odaensis Lee and Kim 가시다리옆새우 4

Gammarus sobaegensis Uéno 보통옆새우 4

Gammarus wangbangensis Lee and Seo 긴깃털옆새우 4

Gammarus zeongogensis Lee and Kim 칼세오리옆새우 4

Gammarus soyoensis Lee and Kim 민손옆새우 4

       Order Decapoda 십각목

    Family Atyidae 새뱅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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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dina denticulata denticulata De Haan 새뱅이 2

Caridina denticulata keunbaei Kim 제주새뱅이 2

Caridina denticulata koreana (Kubo) 한국새뱅이 2

Caridina denticulata sinensis Kemp 중국새뱅이 2

Caridina japonica De Man 왜생이 2

Caridina leucosticta Stimpson 얼룩생이 2

Paratya compressa (De Haan) 생이 2

    Family Palaemonidae 징거미새우과

Macrobrachium formosense Bate 긴발징거미새우 2

Macrobrachium japonicum (De Haan) 왕징거미새우 2

Macrobrachium koreana Kim and Han 두두럭징거미새우 2

Macrobrachium nipponense (De Haan) 징거미새우 3

Palaemon miyadii (Kubo) 미야디새우 2

Palaemon modestus (Heller) 각시흰새우 2

Palaemon paucidens De Haan 줄새우 2

    Family Cambaridae 가재과

Cambaroides dauricus (Pallas) 만주가재 ?

Cambaroides similis (Koelbel) 가재 4

    Family Grapsidae 바위게과

Eriocheir japonicus De Haan 동남참게 2

Eriocheir sinensis Edwards 참게 2

Sesarma dehaani Edwards 말똥게 2

    Family Ocypodidae 달랑게과 2

Ocypodes stimpsoni Ortmann달랑게 2

          Class Insecta 곤충강

       Order Ephemeroptera 하루살이목

    Family Leptophlebiidae 갈래하루살이과

Choroterpes altioculus Kluge 세갈래하루살이 3

Paraleptophlebia japonica (Matsumura) 두갈래하루살이 4

Thraulus gradis Gose 여러갈래하루살이

Thraulus grandis Gose 4

    Family Polymitarcyidae 흰하루살이과

Ephoron shigae (Takahashi) 흰하루살이 4

    Family Potamanthidae 강하루살이과

Potamanthus formosus Eaton 작은강하루살이 3

Potamanthus yooni Bae & McCafferty 금빛하루살이 3

Potamanthus luteus oriens Bae & McCafferty 가람하루살이 3

Rhoenanthus coreanus (Yoon & Bae) 강하루살이 3

    Family Ephemeridae하루살이과

Ephemera orientalis McLachlan 동양하루살이 3

Ephemera separigata Bae 가는무늬하루살이 4

Ephemera sachalinensis Matsumura 사할린하루살이 4

Ephemera strigata Eaton 무늬하루살이 4

    Family Ephemerellidae 알락하루살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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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cticostella levanidovae (Tshernova) 민하루살이 4

Cincticostella tshernovae (Bajkova) 먹하루살이 4

Drunella aculea (Allen) 뿔하루살이 4

Drunella latipes (Tshernova) 알통하루살이 4

Drunella lepnevae (Tshernova) 쌍혹하루살이 4

Drunella solida (Bajkova) 얼룩뿔하루살이 4

Drunella triacantha (Tshernova) 삼지창하루살이 4

Ephacerella longicaudata (Uéno) 긴꼬리하루살이 4

Ephemerella aurivillii (Bengtsson) 다람쥐하루살이 4

Ephemerella dentata Bajkova 알락하루살이 4

Ephemerella imanishii Gose 칠성하루살이 4

Ephemerella kozhovi Bajkova 흰등하루살이 4

Ephemerella setigera Bajkova 범꼬리하루살이 4

Serratella ignita (Poda) 쇠꼬리하루살이 4

Serratella zapekinae (Bajkova) 굴뚝하루살이 4

Uracanthella punctisetae (Matsumura) 등줄하루살이 3

Uracanthella chinoi (Gose) (국명미정) 3

Torleya japonica (Gose) (국명미정)

    Family Caenidae 등딱지하루살이과

Brachycercus tubulatus Tshernova 세뿔등딱지하루살이 2

Caenis moe Hwang & Bae 뫼등딱지하루살이

Caenis nishinoae Malzacher 등딱지하루살이 2

Caenis tuba Hwang & Bae 나팔등딱지하루살이

    Family Neoephemeridae 방패하루살이과

Potamanthellus chinensis Hsu 방패하루살이 3

    Family Isonychiidae 빗자루하루살이과

Isonychia japonica (Ulmer) 빗자루하루살이 4

Isonychia ussurica Bajkova 깃동하루살이 4

    Family Heptageniidae 납작하루살이과

Bleptus fasciatus Eaton 맵시하루살이 4

Cinygmula grandifolia Tshernova 봄처녀하루살이 4

Cinygmula hirasana (Imanishi) 봄총각하루살이 4

Cinygmula kurenzovi (Bajkova) 산처녀하루살이 4

Cinygmula KUa 봄처녀하루살이 KUa

Ecdyonurus abracadabrus Kluge 미리내하루살이 4

Ecdyonurus baekdu Bae 백두하루살이 4

Ecdyonurus bajkovae Kluge 몽땅하루살이 4

Ecdyonurus dracon Kluge 참납작하루살이 4

Ecdyonurus joernensis Bengtsson 꼬리치레하루살이 4

Ecdyonurus kibunensis Imanishi 두점하루살이 4

Ecdyonurus levis (Navás) 네점하루살이 3

Ecdyonurus scalaris Kluge 가락지하루살이 4

Ecdyonurus yoshidae Takahashi 나도네점하루살이 4

Epeorus aesculus Imanishi 중부채하루살이 3

Epeorus maculatus Tshernova 긴부채하루살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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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orus curvatulus Matsumura 흰부채하루살이 4

Epeorus pellucidus (Brodsky) 부채하루살이 4

Heptagenia guranica Belov 배점하루살이 4

Heptagenia flava Rostock (국명미정) 4

Heptagenia kihada Matsumura 햇님하루살이, 햇살하루살이 4

Heptagenia kyotoensis Gose 총채하루살이 4

Rhithrogena binotata Sinitshenkova 깊은골하루살이 4

Rhithrogena japonica Uéno 골짜기하루살이 4

Rhithrogena lepnevae Brodsky 깊은산하루살이 4

    Family Ameletidae 피라미하루살이과

Ameletus costalis (Matsumura) 피라미하루살이 4

Ameletus montanus Imanishi 멧피라미하루살이 4

    Family Baetidae 꼬마하루살이과

Acentrella gnom Kluge 깨알하루살이 3

Acentrella sibirica Kazlauskas 콩알하루살이 3

Alainites muticus (Linnaeus) 길쭉하루살이 2

Baetiella tuberculata (Kazlauskas) 애호랑하루살이 4

Baetis fuscatus Linnaeus 개똥하루살이 2

Baetis pseudothermicus Kluge 나도꼬마하루살이 4

Baetis silvaticus Kluge 감초하루살이 3

Baetis ursinus Kazlauskas 방울하루살이 3

Cloeon dipterum (Linnaeus) 두날개하루살이, 연못하루살이 2

Labiobaetis atrebatinus (Eaton) 입술하루살이 3

Nigrobaetis acinaciger (Kluge) 흰줄깜장하루살이 3

Nigrobaetis bacillus (Kluge) 깜장하루살이 3

Procloeon halla Bae and Park 한라하루살이 3

Procloeon maritimum (Kluge) 작은갈고리하루살이 3

Procloeon pennulatum (Eaton) 갈고리하루살이 3

    Family Siphlonuridae 옛하루살이과

Siphlonurus chankae Tshernova 옛하루살이 4

Siphlonurus immanis Kluge 이만하루살이

Siphlonurus palaearcticus Tshernova 표범하루살이 4

Siphlonurus sanukensis Takahashi 수리하루살이 4

    Family Metretopodidae 발톱하루살이과

Metretopus borealis Eaton 발톱하루살이 4

       Order Odonata 잠자리목

    Family Calopterygidae 물잠자리과

Mnais pruinosa Selys 담색물잠자리 ?

Calopteryx atrata Selys 검은물잠자리 3

Calopteryx japonica Selys 물잠자리 3

    Family Lestidae 청실잠자리과

Cercion melanotum (Selys) 작은등줄실잠자리

Indolestes pregrinus (Ris) 가는실잠자리 2

Lestes sponsa (Hansemann) 청실잠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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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s japonicus Selys 좀청실잠자리 2

Lestes Temporalis Selys 큰청실잠자리

Sympecma paedisca (Brauer) 묵은실잠자리 2

    Family Coenagrionoidae 실잠자리과

Aciagrion migratum (Selys) 작은실잠자리

Ceriagrion melanurum Selys 노란실잠자리 2

Ceriagrion auranticum Fraser 새노란실잠자리

Coenagrion concinnum (Johansson) 실잠자리

Coenagrion ecornutum (Selys) 시골실잠자리

Coenagrion lanceolatum (Selys) 북방청띠실잠자리

Ceriagrion nipponicum Asahina

Enallagma cyathigerum (Charpentier) 알락실잠자리 2

Nehalenia speiciosa (Charpentier) 청동실잠자리 2

Paracercion calamorum (Ris) 등검은실잠자리 2

Paracercion hieroglyphicum (Brauer) 등줄실잠자리 2

Paracercion plagiosum (Needham) 큰등줄실잠자리

Paracercion v-nigrum (Needham) 지나등줄실잠자리

Ischnura asiatica (Brauer) 아시아실잠자리 2

Ischnura elegans (Van der Linden) 북방아세아실잠자리

Ischnura senegalensis (Rambur) 푸른아시아실잠자리

Mortonagrion selenion (Ris) 황등색실잠자리 2

    Family Platycnemididae 방울실잠자리과

Copera annulata (Selys) 자실잠자리 3

Copera tokyoensis Asahina 큰자실잠자리

Platycnemis phillopoda Djakonov 방울실잠자리 3

Pseudagrion pilidorsum (Brauer) 비도실잠자리

    Family Aeshnidae 왕잠자리과

Aeschnophlebia anisoptera Selys 큰무늬왕잠자리 2

Aeschnophlebia longistigma Selys 긴무늬왕잠자리 2

Anax parthenope Sely 왕잠자리 2

Anax nigrofasciatus Oguma 먹줄왕잠자리 2

Anax guttatus (Burmeister) 남방왕잠자리 2

Aeshna crenata Hagen 참별박이왕잠자리 2

Aeshna coerulea (Strön) 애별박이왕잠자리 2

Aeshna juncea (Linnaeus) 별박이왕잠자리 2

Anaciaeschna martini (Selys) 도깨비왕잠자리

Gynacantha japonica Bartenef 잘룩허리왕잠자리 2

Boyeria maclachlani Selys 개미허리왕잠자리 2

Polycanthagyna melanictera (Selys) 황줄왕잠자리

    Family Gomphidae 측범잠자리과

Anisogomphus maacki Selys 마아키측범잠자리 3

Asiagomphus coreanus (Doi & Okumura) 노란배측범잠자리

Anisogomphus melanopsoides (Doi) 산측범잠자리 3

Asiagomphus pryeri (Sely) 노란측범잠자리

Burmagomphus collaris Needham 자루측범잠자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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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ius lunatus Bartenef 쇠측범잠자리 3

Gomphidia confluens Selys 어리부채장수잠자리 2

Sinictinogomphus clavatus (Fabricius) 부채장수잠자리 2

Lamelligomphus ringens (Needham) 노란측범잠자리 4

Nihonogomphus KUa 고려측범잠자리 KUa 4

Nihonogomphus ruptus (Selys) 고려측범잠자리

Nihonogomphus minor Doi 꼬마측범잠자리

Ophiogomphus obscura (Bartenef) 측범잠자리 2

Shaogomphus postacularis epophthalmus (Selys) 어리측범잠자리 2

Sieboldius albardae Selys 어리장수잠자리 3

Stylurus annulata (Djakonov) 호리측범잠자리 2

Stylurus occultus (Selys) 안경잡이측범잠자리

Trigomphus citimus (Needham) 가시측범잠자리 2

Trigomphus melampus (Selys) 애측범잠자리 2

Trigomphus nigripes (Selys) 검정측범잠자리 2

    Family Cordulegastridae 장수잠자리과

Anotogaster sieboldii Selys 장수잠자리 2

Chlorogomphus brunneus Oguma 독수리잠자리

    Family Corduliidae 북방잠자리과

Epitheca marginata (Selys) 언저리잠자리 3

Epophthalmia elegans (Brauer) 산잠자리 2

Macromia daimoji Okumura 노란잔산잠자리 2

Macromia amphigena Selys 잔산잠자리 2

Macromia manchuria Asahina 만주잔산잠자리 2

Cordulia aenea amurensis Selys 청동잠자리 2

Somatochlora arctica (Zatt) 밀노란잠자리붙이 2

Somatochlora clavata Oguma 백두산북방잠자리

Somatochlora graeseri Selys 밀노란잠자리 2

Somatochlora alpestris (Selys) 북방잠자리 2

    Family Libellulidae잠자리과

Nannophya pygmaea Rambur 꼬마잠자리 2

Pantala flavescens (Fabricius) 된장잠자리 2

Crocothemis servilia (Drury) 고추잠자리 2

Orthetrum lineostigma (Selys) 홀쪽밀잠자리 2

Orthetrum albistylum (Selys) 밀잠자리 2

Orthetrum melania (Selys) 큰밀잠자리 2

Orthetrum KUa 밀잠자리 KUa 2

Lyriothemis pachygastra (Selys) 배치레잠자리 2

Libellula angelina Selys 대모잠자리 2

Libellula quadrimaculata Linnaeus 넉점박이잠자리 2

Sympetrum uniforme (Selys) 진노란잠자리 2

Sympetrum croceolum (Selys) 노란잠자리 2

Sympetrum danae Sulzer 검정좀잠자리 2

Sympetrum vulgatam imitans (Selys) 만주좀잠자리 2

Sympetrum flaveolum (Linnaeus) 붉은좀잠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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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etrum parvulum Bartenef 애기좀잠자리 2
Sympetrum infuscatum (Selys) 깃동잠자리 2
Sympetrum depressiusculum (Selys) 고추좀잠자리 2
Sympetrum darwinianum (Selys) 여름좀잠자리 2
Sympetrum baccha (Selys) 깃동잠자리붙이 2
Sympetrum eroticum (Selys) 두점박이좀잠자리 2
Sympetrum pedemontanum (Allioni) 날개띠좀잠자리 2
Sympetrum striolatum (Charpentier) 대륙좀잠자리 2
Sympetrum cordulegaster Selys 대마도좀잠자리 2
Sympetrum kunckeli (Selys) 흰얼굴좀잠자리 2
Sympetrum risi Bartenef 들깃동고추잠자리

Sympetrum speciosum Oguma 하나고추잠자리

Pseudothemis zonata (Burmeister) 노란허리잠자리 2
Rhyothemis fulignosa Selys 나비잠자리 2
Deielia phaon (Selys) 밀잠자리붙이 2
Leucorrhinia dubia orientalis Selys 진주잠자리 2
Tramea virginia (Rambur) 날개잠자리 2
Tholymis tillarga (Fabricius) 점박이잠자리

       Order Plecoptera 강도래목

    Family Scopuridae 민날개강도래과

Scopura gaya Jin & Bae 가야산민날개강도래

Scopura Jiri Jin & Bae 지리산민날개강도래

Scopura laminata Uchida 민날개강도래 4
Scopura scorea Jin & Bae 한국민날개강도래

    Family Taeniopterygidae 메추리강도래과

Taenionema japonicum (Okamoto) 왜메추리강도래 4
    Family Nemouridae Newman 민강도래과

Nemoura brevicercia Zhiltzova 민강도래

Nemoura espera Ham & Lee 꽃민강도래

Nemoura gemma Ham & Lee 꽈리민강도래

Nemoura tau Zwick 토우민강도래 4
Nemoura jezoensis (Okamoto) 꼬마민강도래 4
Nemoura phasianusa Ham 꿩의머리민강도래

Nemoura rugosa Zwick (국명미정)

Nemoura tripotini Zwick (국명미정)

Nemoura despinosa Zhiltzova (국명미정)

Nemoura geei Wu (국명미정)

Nemoura jilinensis Zhu & Yang (국명미정)

Nemoura jejudoensis Zwick & Baumann (국명미정)

Nemoura aquila Muráanyi (국명미정)

Nemoura KUa 민강도래 KUa 4
Nemoura KUb 민강도래 KUb 4
Amphinemura baei Ham & Lee 제주아가미민강도래

Amphinemura coreana Zwick 총채민강도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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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hinemura rai Ham & Lee 아가미민강도래

Amphinemura steinmanni Zwick 얼룩민강도래 4
Amphinemura verrucosa Zwick 둥근꼬리민강도래 4
Amphinemura denstigris Zwick (국명미정)

Protonemura villosa Ham & Lee 삼새민강도래

Protonemura KUa 삼새민강도래 KUa 4
    Family Capniidae Klapalek 흰배민강도래과

Eucapnopsis stigmatica Okamoto 짧은꼬리민강도래 4
Paracapnia recta Zhiltzova 애강도래 4

    Family Leuctridae Klapalek 꼬마강도래과

Leuctra fusca (Linnaeus) 집게강도래 4
Megaleuctra saebat Ham and Bae 새밭강도래

Paraleuctra cercia Okamoto 꼬리강도래 4
Paraleuctra malaisei Zwick (국명미정)

Despaxia asiatica Zwick (국명미정)

Rhopalopsole mahunkai Zwick 꼬마강도래 4
Perlomyia mahunkai (Zwick) (국명미정)

Perlomyia levanidovae (Zhiltzova) (국명미정)

    Family Peltoperlidae Claassen 넓은가슴강도래과

Yoraperla han Stark and Nelson 뭉퉁강도래 4
Yoraperla uchidai Stark and Nelson 넓은가슴강도래 4
Yoraperla KUa 넓은가슴강도래 KUa

    Family Pteronarcyidae Smith 큰그물강도래과

Pteronarcys macra Ra, Baik, and Cho 한국큰그물강도래 4
Pteronarcys sachalina Klapalek 큰그물강도래

    Family Perlodidae Klapalek 그물강도래과

Isoperla flavescens Zhiltzova and Potikha 삼줄강도래 4
Isoperla lunigera (Klapálek) (국명미정)

Isoperla sowerbyi (Wu & Claassen) (국명미정)

Isoperla KUa 줄강도래 KUa 4
Megarcys ochracea Klapalek 그물강도래 4
Megarcys teslenkonis Zwick (국명미정)

Perlodes stigmata Ra, Kim, Kang, and Ham 점등무늬강도래 4
Perlodes kippenhani Stark (국명미정)

Stavsolus japonicus (Okamoto) 그물강도래붙이 4
Stavsolus KUa 그물강도래 KUa

Archynopteryx polaris Klapalek (국명미정)

Archynopteryx KUa 큰등그물강도래 KUa 4
    Family Perlidae Latreille 강도래과

Kamimuria coreana Ra, Kim, Kang, and Ham 한국강도래 4
Kamimuria zwicki Stark & Sivec (국명미정)

Neoperla coreensis Ra, Kim, Kang, and Ham 두눈강도래 4
Neoperla ussurica Sivec & Zhiltzova (국명미정)

Oyamia nigribasis Banks 진강도래 4
Paragnetina flavotincta (McLachlan) 강도래붙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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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netina tinctipennis (McLachlan) 얼룩강도래붙이 4
Kiotina decorata (Zwick) 무늬강도래 4

    Family Chloroperlidae Okamoto 녹색강도래과

Alloperla joosti Zwick 애민무늬강도래 4
Alloperla rostellata (Klapalek) 민무늬강도래 4
Alloperla mediata (Navas) 등줄민무늬강도래

Kathroperla doma Stark (국명미정)

Sweltsa illiesi Zhiltzova & Levanidova 얼룩녹색강도래

Sweltsa lepnevae Zhiltzova 여린녹색강도래 4
Sweltsa nikkoensis (Okamoto) 녹색강도래 4
Sweltsa zhiltzovae Zwick (국명미정)

Sweltsa colorata Zhiltzova & Levanidova (국명미정)
Sweltsa KUa 녹색강도래 KUa

       Order Hemiptera 노린재목

    Family Corixidae 물벌레과

Hesperocorixa distanti (Kirkaldy) 물벌레 2
Hesperocorixa kolthoffi (Lundbald) 왕물벌레 2
Hesperocorixa mandshurica Jaczewski 닮은물벌레 2
Sigara (Pseudovermicorixa) septemlineata (Paiva) 어리방물벌레 2
Sigara bellula (Horváth) 진방물벌레 2
Sigara formosana (Matsumura) 대만물벌레 2
Sigara weymarni Hungerford 꼭지방물벌레 2
Sigara nigroventralis (Matsumura) 검정배물벌레 2
Sigara substriata (Uhler) 방물벌레 2
Cymatia apparens (Distant) 각시손톱물벌레 2
Micronecta sahlbergii (Jakovlev) 동쪽꼬마물벌레 2
Micronecta sedula Horváth 꼬마물벌레 2
Micronecta guttata Matsumura 꼬마손자물벌레 2

    Family Notonectidae 송장헤엄치게과

Notonecta amplifica Kiritshenko 북방송장헤엄치게 2
Notonecta reuteri Hungerford 노랑송장헤엄치게 2
Notonecta kiangsis Kirkaldy 나도송장헤엄치게 2
Notonecta triguttata Motschulsky 송장헤엄치게 2
Anisops ogasawarensis Matsumura 애송장헤엄치게 2
Anisops kuroiwae Matsumura 남쪽애송장헤엄치게

    Family Pleidae 둥글물벌레과

Paraplea indistinguenda (Matsumura) 꼬마둥글물벌레 2
Plea japonica (Horváth) 둥글물벌레 2

    Family Naucoridae 물둥구리과

Ilyocoris cimicoides (Linnaeus) 빈대물둥구리 2
Ilyocoris exclamationis (Scott) 물둥구리 2

    Family Aphelocheiridae 물빈대과

Aphelocheirus nawae Nawa 물빈대 2
    Family Belostomatidae 물장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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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nychus esakii Miyamoto and Lee 각시물자라 2
Lethocerus deyrollei (Vuillefroy) 물장군 2
Appasus japonicus Vuillefroy 물자라 2
Appasus  major (Esaki) 큰물자라 2

    Family Nepidae 장구애비과

Laccotrephes japonensis Scott 장구애비 2
Nepa hoffmanni Esaki 메추리장구애비 2
Ranatra chinensis Mayr 게아재비 2
Ranatra unicolor Scott 방게아재비 2

    Family Ochteridae 딱부리물벌레과

Ochterus marginatus Latreille 딱부리물벌레 2
    Family Mesoveliidae 물노린재과

Mesovelia vittigera Horvath 물노린재 2
Mesovelia egorovi Kanyukova 극동물노린재

    Family Hydrometridae 실소금쟁이과

Hydrometra albolineata (Scott) 실소금쟁이 2
Hydrometra procera Horvath 애실소금쟁이 2
Hydrometra okinawana Drake 제주실소금쟁이 2

    Family Mebridae 깨알물노린재과

Hebrus nipponicus Horvath 깨알물노린재 2
    Family Veliidae 깨알소금쟁이과

Microvelia reticula (Burmeister) 얼룩깨알소금쟁이 2
Microvelia douglasi Scott 긴깨알소금쟁이 2
Microvelia horvathi Lundbald 호르바드깨알소금쟁이 2
Pseudovelia tibialis tibialis Esaki and Miyamoto 털깨알소금쟁이 2
Pseudovelia tibialis sexseta Miytamoto and Lee 낙동털깨알소금쟁이 2
Pseudovelia koreana Miyamoto and Lee 강깨알소금쟁이 2

    Family Gerridae 소금쟁이과

Aquaris paludum (Fabricius) 소금쟁이 2
Aquaris elongatus (Uhler) 왕소금쟁이 2
Gerris gracilicornis (Horváth) 등빨간소금쟁이 2
Gerris insularis (Motschulsky) 섬소금쟁이 2
Gerris nepalensis Distant 엿소금쟁이 2
Gerris latiabdominis Miyamoto 애소금쟁이 2
Gerris angulatus Lundblad 모소금쟁이 2
Gerris lacustris (Linnaeus) 참소금쟁이 2
Gerris odontogaster (Zetterstedt) 북방소금쟁이 2
Rhyacobates chinensis Hungerford & Matsuda 어리광대소금쟁이 2
Halobates matsumurai Esaki 바다소금쟁이 2
Metrocoris histrio (White) 광대소금쟁이 2
Asclepios shiranui coreanus Esaki 황해소금쟁이 2

    Family Saldidae 갯노린재과

Chartoscirta elegantula (Fallén) 멋쟁이갯노린재 2
Macrosaldula koreana (Kiritshenko) 우리큰갯노린재 2
Macrosaldula rivularia (Sahlberg) 큰갯노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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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da kiritshenkoi Cobben 별갯노린재 2
Salda splendens Jakovlev 참갯노린재 2
Saldula saltatoria (Linnaeus) 갯노린재 2
Saldula pallipes (Fabricius) 다리갯노린재 2
Saldula ornatula (Reuter) 좀갯노린재 2
Chiloxanthus pilosus pilosus (Fallén) 털갯노린재 2

       Order Megaloptera 뱀잠자리목

    Family Sialidae 좀뱀잠자리과

Sialis KUa 좀뱀잠자리 KUa 3
    Family Corydalidae 뱀잠자리과

Protohermes grandis Thunberg 뱀잠자리 4
Protohermes xanthodes Navás 노란뱀잠자리 4
Parachauliodes continentalis Weele 대륙뱀잠자리 4
Parachauliodes asahinai Hayashi and Yang 뱀잠자리붙이 4

       Order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Dytiscidae 물방개과

Laccophilus difficilis Sharp 깨알물방개 2
Laccophilus kobensis Sharp 동쪽깨알물방개 2
LLaccophilius lewisioides Brancucci 무늬깨알물방개 2
Laccophilus minutus (Linnaeus) 대륙깨알물방개 2
Laccophilius sharpi Régimbart 샤아프깨알물방개 2
Hyphydrus japonicus Sharp 알물방개 2
Hydroglyphus japonicus (Sharp) 꼬마물방개 2
Allodesus megacephalus (Gschwendtner) 테물방개 3
Leiodytes frontalis (Sharp) 머리테물방개 3
Hygrotus chinensis Sharp 가는줄물방개 2
Hygrotus impressopunctatus (Schaller) 북쪽물방개 3
Oreodytes kanoi Kamiya 동해물방개 2
Oreodytes natrix (Sharp) 노랑무늬물방개 2
Nebrioporus simplicipes (Sharp) 외줄물방개 2
Nebrioporus hostilis (Sharp) 혹외줄물방개 2
Copelatus japonicus Sharp 섬등줄물방개 3
Copelatus koreanus Mori 등줄물방개 3
Copelatus weymarni Balfour-Browne 애등줄물방개 3
Copelatus zimmermanni Gschwendtne 맵시등줄물방개 3
Platambus fimbriatus fimbriatus Sharp 노랑테콩알물방개 2
Platambus pictipennis Sharp 콩알물방개 2
Platambus koreanus (Nilsson) 우리콩알물방개 2
Platambus ussuriensis (Nilsson) 산수콩알물방개 2
Agabus adpressus Aube 땅콩물방개붙이 2
Agabus amoenus Solsky 애땅콩물방개 2
Agabus congener (Thunberg) 북쪽땅콩물방개 2
Agabus conspicuus Sharp 검정머리땅콩물방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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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bus regimbarti Zaitzev 땅콩물방개 2
Agabus browni Komiya 큰땅콩물방개 2
Ilybius apicalis Sharp 모래무지물방개 2
Ilybius chishimanus Kôno 섬모래무지물방개 2
Ilybius lateralis Gebler 닮은모래무지물방개 2
Rhantus suturalis (Macleay) 애기물방개 2
Rhantus yessoensis Sharp 제주애기물방개 2
Eretes griseus (Fabricius) 잿빛물방개 3
Hydaticus bowringi Clark 줄무늬물방개 2
Hydaticus grammicus Germar 꼬마줄물방개 2
Hydaticus satoi Wewalka 줄물방개 2
Hydaticus conspersus Régimbart 큰알락물방개 2
Hydaticus rhantoides Sharp 남쪽알락물방개 2
Hydaticus thermonectoides Sharp 알락물방개 2
Graphoderus adamsii (Clark) 아담스물방개 2
Dytiscus czerskii Zaitsev 배물방개붙이 2
Dytiscus dauricus Gebler 물방개붙이 2
Cybister brevis Aube 검정물방개 2
Cybister chinensis Motschulsky 물방개 2
Cybister lewisianus Sharp 동쪽애물방개 2

    Family Noteridae 자색물방개과

Noterus japonicus Sharp 자색물방개 2
Noterus angustulus Zaitsev 고구려자색물방개 2
Canthydrus politus (Sharp) 노랑띠물방개 2

    Family Gryinidae 물맴이과

Orectochilus (Orectochilus) villosus (Muller) 긴꼬리물맴이 3
Orectochilus (Orectochilus) regimbarti Sharp 꼬리물맴이 3
Gyrinus japonicus francki Ochs 물맴이 3
Gyrinus curtus Motschulsky 꼭지물맴이 3
Gyrinus gestroi Régimbart 참물맴이 3
Gyrinus pullatus Zaitzev (국명미정)

Dineutes orientalis (Modeer) 왕물맴이 3
    Family Haliplidae 물진드기과

Peltodytes sinensis (Hope) 중국물진드기 2
Peltodytes koreanus Takizawa 노랑물진드기 2
Peltodytes intermedius (Sharp) 물진드기 2
Haliplus simplex Clark 알락물진드기 2
Haliplus ovalis Sharp 애물진드기 2
Haliplus eximius Clark 큰물진드기 2
Haliplus basinotatus Zimmermann 극동물진드기 2
Haliplus sharpi Wehncke 샤아프물진드기 2

    Family Hydrophilidae 물땡땡이과

Agraphydrus narusei (Satô) 주왕물땡땡이

Ametor scabrosus (Horn) 톱니물땡땡이

Amphiops mater Sharp 알물땡땡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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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osus punctipennis Harold 점박이물땡땡이 2
Berosus japonicus Sharp 새가슴물땡땡이 2
Berosus pulchellus MacLeay 남쪽점박이물땡땡이 2
Berosus lewisius Sharp 뒷가시물땡땡이 2
Crenitis apicalis (Reitter) 샘물땡땡이

Coelostoma orbiculare (Fabricius) 잔등볼록물땡땡이 2
Coelostoma stultum (Walker) 등볼록물땡땡이 2
Coelostoma wui d’rchymont (국명미정)

Cercyon aptus Sharp 모래톱물땡땡이 2
Ceryon olibrus Sharp 갈색물땡땡이 2
Ceryon quisquilius (Linnaeus) 소똥물땡땡이 2
Ceryon vagus Sharp 끝빨간말똥물땡땡이 2
Ceryon laminatus Sharp 노랑테똥물땡땡이 2
Cryptopleurum subtile Sharp 잔털물땡땡이 2
Enochrus umbratus (Sharp) 넓적물땡땡이 2
Enochrus simulans (Sharp) 애넓적물땡땡이 2
Enochrus esuriens Walker 꼬마넓적물땡땡이 2
Enochrus subsignatus Harold 둥글넓적물땡땡이 2
Enochrus uniformis Sharp 한일넓적물땡땡이 2
Helophorus auriculatus Sharp 투구물땡댕이

Helochares nipponicus Hebauer 좀물땡땡이 2
Helochares pallens (MacLeay) 꼬마좀물땡땡이 2
Hydrobius fuscipes (Linnaeus) 참점물땡땡이 2
Hydrophilus accuminatus Motschulsky 물땡땡이 2
Hydrophilus bilineatus cashimirensis Redtenbache 남방물땡땡이 2
Hydrochara affinis (Sharp) 잔물땡땡이 2
Hydrochara libera (Sharp) 북방물땡땡이 2
Hydrochara vicina Bameul (국명미정)

Hydrochus japonicus Sharp 곰보물땡땡이

Laccobius bedeli Sharp 점물땡땡이 2
Laccobius binotatus d'Orchymont 두점물땡땡이 2
Laccobius fragilis Nakane 꼬마점물땡땡이 2
Laccobius oscillans Sharp 무늬점물땡땡이 2
Sternolophus rufipes Fabricius 애물땡땡이 2
Regimbartia attenuata (Fabricius) 콩알물땡땡이 2
Pachysternum haemorrhoum (Motschulsky) 털물땡땡이 2
Sphaeridium scarabaeoides (Linnaeus) 톱물땡땡이 2

    Family Helodidae 알꽃벼룩과

Cyphon sanno Nakane 검정길쭉알꽃벼룩

Scirtes japonicus Kiesenwetter 알꽃벼룩

Helodes KUa 알꽃벼룩 KUa 2
Scirtes KUa 다색알꽃벼룩 KUa 2

    Family Heteroceridae 진흙벌레과

Heterocerus fenestratus Thunberg 알락진흙벌레

Heterocercus japonicus Kôno 일본진흙벌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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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Elmidae 여울벌레과

Stenelmis vulgaris Nomura 긴다리여울벌레 4
Stenelmis nipponica Nomura 곰보긴다리여울벌레 4
Stenelmis koreanus Sato 검정긴다리여울벌레 4
Heterlimnius hasegawai (Nomura) 노란무늬여울벌레

Zaitzevia nitida Nomura 애여울벌레 3
    Family Psephenidae 물삿갓벌레과

Mataeopsephus japonicus (Matsumura) 물삿갓벌레

Psephenoides KUa 물삿갓벌레 KUa 4
Malacopsephenoides japonicus (Matsuda) 개울물삿갓벌레

Mataeopsephus KUa 넓은물삿갓벌레 KUa 3
Eubrianax KUa 둥근물삿갓벌레 KUa 4

    Family Lampyridae 반딧불이과

Luciola lateralis Motschulsky 애반딧불이

    Family Chrysomelidae 잎벌레과

Galerucella nipponensis Laboissiere 일본잎벌레 2
Galerucella KUa 딸기잎벌레 KUa 2

       Order Hymenoptera 벌목

    Family Agriotypidae 물벌과

Agriotypus gracilis Waterston 물벌 4

       Order Diptera 파리목

    Family Tipulidae 각다귀과

Tipula bubo Alexander 좀잠자리각다귀

Tipula coquilletti Enderlein 잠자리각다귀

Tipula koreana Alexander 우리각다귀

Tipula taikun Alexander 줄각다귀

Tipula nipponensis Alexander 섬각다귀

Tipula moiwana (Matsumura) 산맵시각다귀

Tipula nodicornis longicauda Matsumura 배각다귀

Tipula aino Alexander 아이노각다귀

Tipula nova Walker 애잠자리각다귀

Tipula patagiata Alexander 어리아이노각다귀

Pedicia variinervis hokkaidoensis Alexander 날개장수각다귀

Pedicia daimio (Matsumura) 장수각다귀

Pedicia subtransversa subtransversa Alexander 닮은장수각다귀

Pedicia diaphanoides Alexander 산장수각다귀
Antocha bifida Alexander 멋애기각다귀

Nephrotoma bifusca Alexander 쌍황나각다귀

Nephrotoma cornicina (Linnaeus) 황나각다귀

Nephrotoma daisensis Alexander 산황나각다귀

Nephrotoma flammeola Alexander 해동황나각다귀

Nephrotoma hirsuticauda Alexander 동쪽황나각다귀

Nephrotoma microcera Alexander  멋황나각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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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hrotoma parvirostra Alexander 주둥이황나각다귀

Nephrotoma pullata (Alexander) 큰황나각다귀

Nephrotoma repanda (Alexander) 발해황나각다귀

Nephrotoma saghalinensis Alexander 사할린황나각다귀

Nephrotoma virgata (Coquillett) 황각다귀

Tipula KUa 각다귀 KUa 3
Tipula latemarginata Alexander 애아이노각다귀 3
Tipula KUc 각다귀 KUc 3
Tipula KUf 각다귀 KUd 3
Tipula KUe 각다귀 KUe 3
Tipula KUf 각다귀 KUf 3
Tipula KUg 각다귀 KUg 3
Tipula KUh 각다귀 KUh 3
Tipula KUi 각다귀 KUi 3
Tipula KUj 각다귀 KUj 3
Tipula KUk 각다귀 KUk 3
Tipula KUl 각다귀 KUl 3
Tipula KUm 각다귀 KUm 3
Tipula KUn 각다귀 KUn 3
Tipula KUo 각다귀 KUo 3
Tipula KUp 각다귀 KUp 3
Pedicia KUa 장수각다귀 KUa 4
Hexatoma KUa 검정날개각다귀 KUa 3
Hexatoma KUb 검정날개각다귀 KUb 3
Hexatoma KUc 검정날개각다귀 KUc 3
Antocha KUa 명주각다귀 KUa 4
Dicranota KUa 애기각다귀 KUa 4
Dicranomyia KUa 무늬애기각다귀 KUa 4
Nephrotoma KUa 황나각다귀 KUa 3
Nephrotoma KUb 황나각다귀 KUb 3

    Family Psychodidae 나방파리과

Psychoda KUa 나방파리 KUa 2
Telmatoscopus KUa 털나방파리 KUa 2

    Family Dixidae 애모기과

Dixa KUa 애모기 KUa 4
    Family Chaoboridae 털모기과

Chaoborus KUa 털모기 KUa 2
    Family Simuliidae 먹파리과

Simulium uchidai (Takahashi) 뿔먹파리 4
Simulium subcostatum (Takahashi) 애뿔먹파리 4
Simulium malyshevi Dorogostajskij et al 어깨무늬먹파리 4
Simulium nacojapi Smart 꼬마먹파리 4
Simulium suzukii Rubzov 얼룩다리먹파리 4
Simulium quinquestriatum Shiraki 꼬마무늬먹파리 4
Simulium japonicum Matsumura 줄무늬먹파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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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um KUa 남방먹파리 KUa 4
    Family Ceratopogonidae 등에모기과

Ceratopogonidae sp. 등에모기류 3
    Family Chironomidae 깔따구과

Chironomus salinarius (Kieffer) 짠물깔따구 1
Chironomus yoshimatsui Martin and Sublette 요시마쯔깔따구 1
Chironomus plumosus (Linnaeus) 장수깔따구 1
Chironomus nipponensis Tokunaga 닙폰깔따구 1
Chironomus dorsalis Meigen 등깔따구 2
Chironomus flaviplumus Tokunaga노랑털깔따구 1

    Family Blepharoceridae 멧모기과

Philorus KUa 멧모기 KUa 4
Philorus KUb 멧모기 KUb 4
Bibiocephala KUa 물멧모기 KUa 4

    Family Athericidae 개울등에과

Atherix KUa 개울등에 KUa 4
Suragina KUa 긴개울등에 KUa 4
Suragina KUb 긴개울등에 KUb 4

    Family Stratiomyiidae 동애등에과

Stratiomyia KUa 줄동에등에 KUa 2
    Family Empididae 춤파리과

Empididae sp. 춤파리류 3
    Family Dolichopodidae 장다리파리과

Dolichopodidae sp. 장다리파리류 2
    Family Tabanidae 등에과

Tabanus kinoshitai Kono and Takahasi 여린황등에

    Family Syrphidae 꽃등에과

Eristalis KUa 흰줄꽃등에 KUa 1
    Family Ephydridae 물가파리과

Ephydridae sp. 물가파리류 2
    Family Muscidae 집파리과

Muscidae sp. 집파리류 2
    Family Culicidae 모기과 

Culex sp. 집모기류 1

       Order Trichoptera 날도래목

    Family Stenopsychidae 각날도래과

Stenopsyche griseipennis McLachlan 수염치레각날도래 4
Stenopsyche bergeri Martynov 연날개수염치레각날도래 4
Stenopsyche coreana (Kuwayama) 고려각날도래

Stenopsyche marmorata Navás (국명미정) 4
    Family Philopotamidae 입술날도래과

Chimarra tsudai Ross (국명미정)

Dolophilodes distinctus (Walker) (국명미정)

Dolophilodes mroczkowskii Botosaneanu (국명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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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ophilodes KUa 넓은입술날도래 KUa 4
Kisaura aurascens (Martynov) (국명미정)

Kisaura tsudai (Botosaneanu) (국명미정)

Wormaldia coreana Kumanski 입술날도래

Wormaldia longicerca Kumanski 긴꼬리입술날도래

Wormaldia KUa 입술날도래 KUa 4
    Family Psychomyiidae 통날도래과

Metalype uncatissima (Botosaneanu) (국명미정)

Psychomyia minima (Martynov) (국명미정)

Psychomyia forcipata Martynov (국명미정)

Psychomyia KUa 통날도래 KUa 4
Psychomyiella cruciata Kumanski (국명미정)

Psychomyiella myohyanganica Kumanski 묘향산통날도래

Paduniella amurensis Martynov (국명미정)

Paduniella martynovi Kumanski 마르티노프통날도래

    Family Polycentropodidae 깃날도래과

Plectrocnemia baculifera Botosaneanu 깃날도래

Plectrocnemia kusnezovi Martynov 용추깃날도래

Plectrocnemia KUa 깃날도래 KUa 3
Paranyctiophylax hjangsanchonus (Botosaneanu) 고리깃날도래

Polyplectrops nocturnus Arefina 그물깃날도래

    Family Ecnomidae 별날도래과

Ecnomus tenellus (Rambur) 별날도래 2
Ecnomus tsudai Kumanski (국명미정)

Family Arctopsychidae 곰줄날도래과

Arctopsyche ladogensis Kolenati 곰줄날도래 4
Arctopsyche palpata Martynov (국명미정)

    Family Hydropsychidae 줄날도래과

Aethaloptera KUa 흰줄날도래 KUa 3
Diplectrona KUa 산골줄날도래 KUa 4
Macronema radiatum McLachlan 큰줄날도래 3
Hydropsyche kozhantschikovi Martynov 줄날도래 4
Hydropsyche KUb 줄날도래 KUb

Hydropsyche valvata Martynov 흰점줄날도래 3
Hydropsyche KUd 줄날도래 KUd 4
Hydropsyche orientalis Martynov 동양줄날도래 4
Hydropsyche setensis Iwata (국명미정)

Hydropsyche KD 줄날도래 KD 4
Cheumatopsyche albofasciata (McLachlan) 흰띠꼬마줄날도래

Cheumatopsyche brevilineata Iwata 꼬마줄날도래 3
Cheumatopsyche infascia Martynov 물결꼬마줄날도래

Cheumatopsyche KUa 꼬마줄날도래 KUa 4
Cheumatopsyche KUb 꼬마줄날도래 KUb 4
Potamyia chinensis (Ulmer) 강줄날도래

Potamyia czekanowskii Martynov 검은강줄날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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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Hydrobiosidae 긴발톱물날도래과

Apsilochorema sutshanum Martynov 긴발톱물날도래

Apsilochorema KUa 긴발톱물날도래 KUa 4
    Family Rhyacophilidae 물날도래과

Himalopsyche japonica (Morton) (국명미정)

Rhyacophila angulata Martynov 그물무늬물날도래

Rhyacophila articulata Morton 주름물날도래 4
Rhyacophila bilobata Ulmer 두잎물날도래 4
Rhyacophila brevicephala Iwata 넓은머리물날도래 4
Rhyacophila clemens Tsuda 클레멘스물날도래 4
Rhyacophila confissa Botosaneanu 덕유산물날도래

Rhyacophila coreana Tsuda 고려물날도래

Rhyacophila hokkaidensis Iwata 북해도물날도래

Rhyacophila impar Martynov 거친물날도래 4
Rhyacophila jirisana Kobayshi 지리산물날도래

Rhyacophila kawamurae Tsuda 카와무라물날도래

Rhyacophila kumgangsanica Kumanski 금강산물날도래

Rhyacophila kuramana Tsuda 계곡물날도래 4
Rhyachophila lata Martynov 올챙이물날도래

Rhyachophila manuleata Martynov 사랑무늬물날도래

Rhyachophila maritima Levanidova (국명미정)

Rhyachophila mroczkowskii Botosaneanu 톱가지물날도래

Rhyacophila narvae Navas 무늬물날도래 4
Rhyacophila nigrocephala Iwata 검은머리물날도래 4
Rhyacophila niwae Iwata (국명미정)

Rhyacophila retracta Martynov 용수물날도래 4
Rhyacophila riedeliana Botosaneanu 꼬마물날도래

Rhyacophila shikotsuensis Iwata 민무늬물날도래 4
Rhyacophila sibirica MaLachlan 시베리아물날도래 4
Rhyacophila singularis Botosaneanu 검은줄물날도래

Rhyacophila tonneri Mey (국명미정)

Rhyacophila uchidai Kobayashi 우찌다물날도래

Rhyacophila vicina Botosaneanu (국명미정)

Rhyacophila yamanakensis Iwata 곤봉물날도래 4
Rhyacophila KUa 물날도래 KUa 4
Rhyacophila KUb 물날도래 KUb 4

    Family Glossosomatidae 광택날도래과

Agapetus japonicus Tsuda (국명미정)

Agapetus sibiricus Martynov 시베리아큰광택날도래

Agapetus KUa 큰광택날도래 KUa 4
Glossosoma altaicum (Martynov) 알타이광택날도래

Glossosoma ussuricum (Martynov) 우수리광택날도래

Glossosoma boltoni Curtis (국명미정)

Glossosoma KUa 광택날도래 KUa 4
    Family Hydroptilidae 애날도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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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tila asymmetrica Kumanski (국명미정)

Hydroptila botosaneanui Kumanski (국명미정)

Hydroptila coreana Kumanski (국명미정)

Hydroptila hubenovi Kumanski (국명미정)

Hydroptila moselyi Ulmer (국명미정)

Hydroptila phenianica Botosaneanu (국명미정)

Hydroptila KUa 애날도래 KUa 3
Oxyethira josifovi Kumanski (국명미정)

    Family Phryganeidae 날도래과

Agrypnia czerskyi (Martynov) (국명미정)

Agrypnia pagetana Curtis 단발날도래

Agrypnia picta Kolenati (국명미정)

Agrypnia sordida (McLachlan) (국명미정)

Agrypnia ulmeri (Martynov) (국명미정)

Eubasilissa signata Wiggins (국명미정)
Oligotricha lapponica (Hagen) (국명미정)

Phryganea japonica McLachlan, (국명미정)

Phryganea sinensis McLachlan (국명미정)

Semblis atrata (Gmelin) (국명미정)

Semblis phalaenoides Linne 굴뚝날도래 3
    Family Phryganopsychidae 둥근날개날도래과

Phryganopsyche latipennis Banks 둥근날개날도래 3
    Family Brachycentridae 둥근얼굴날도래과

Micrasema hanasense Tsuda 둥근얼굴날도래 3
    Family Goeridae 가시날도래과
Goera curvispina Martynov 방동가시날도래

Goera interrogationis Botosaneanu 알록가시날도래

Goera japonica Banks 일본가시날도래 3
Goera parvula Martynov 그물가시날도래

Goera jaewoni Park & Bae 재원날도래

Goera pilsoa (Fabricius) (국명미정)

    Family Uenoidae 가시우묵날도래과

Neophylax ussuriensis Martynov 가시우묵날도래 4
    Family Apataniidae 애우묵날도래과

Apatania KUa 애우묵날도래 KUa 4
Apatania aberrans (Martynov) (국명미정)

Apatania maritima Ivanov & Levanidova 큰애우묵날도래 4
Apatania sinensis Martynov 애우묵날도래

    Family Limnephilidae 우묵날도래과

Dicosmoecus jozankeanus (Matsumura) (국명미정)

Ecclisomyia kamtshatica (Martynov) 캄차카우묵날도래
Brachypsyche schmidi Choe et al. 슈미드우묵날도래

Hydatophylax formosus Schmid 우리큰우묵날도래

Hydatophylax grammicus (McLachlan) 무늬날개우묵날도래

Hydatophylax magnus Martynov 큰우묵날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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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atophylax nigrovittatus McLachlan 띠무늬우묵날도래 4
Asynarchus amurensis (Ulmer) 아무르검은날개우묵날도래

Asynarchus KUa 검은날개우묵날도래 KUa 4
Limnephilus correptus McLachlan 모시우묵날도래
Limnephilus fuscovittatus Matsumura 검정모시우묵날도래

Limnephilus orientalis Martynov 동양모시우묵날도래

Limnephilus KUa 모시우묵날도래 KUa 4
Nemotaulisu admorsus (McLachlan) 우묵날도래

Nemotaulisu mutatus (McLachlan) 어리우묵날도래

Nemotaulius brevilinea (McLachlan) 줄우묵날도래
Nothopsyche ruficollis (Ulmer) (국명미정)

Nothopsyche speciosa Kobayashi (국명미정)

Nothopsyche bilobata Park & Bae 두잎우묵날도래

Nothopsyche nigripes Martynov 붉은가슴갈색우묵날도래

Nothopsyche pallipes Banks 큰갈색우묵날도래

Nothopsyche KUa 갈색우묵날도래 KUa 4
Nothopsyche KUb 갈색우묵날도래 KUb 4
Pseudostenophylax amurensis (McLachlan) (국명미정)

    Family Lepidostomatidae 네모집날도래과
Lepidostoma albardanum (Ulmer) 네모집날도래

Lepidostoma coreanum (Kumanski & Weaver) 털머리날도래

Lepidostoma elongatum (Martynov) 흰점네모집날도래

Lepidostoma itoae (Kumanski & Weaver) (국명미정)

Lepidostoma japonicum (Tsuda) (국명미정)

Lepidostoma sinuatum (Martynov) 굽은네모집날도래

Lepidostoma orientale (Tsuda) (국명미정)

Goerodes KUa 네모집날도래 KUa 3
Goerodes KUb 네모집날도래 KUb 3

    Family Sericostomatidae 털날도래과

Gumaga orientalis Martynov 동양털날도래

Gumaga KUa 털날도래 KUa 4
    Family Odontoceridae 바수염날도래과

Psilotreta kisoensis Iwata 바수염날도래 4
Psilotreta locumtenens Botosaneanu 수염치레날도래
Psilotreta falcula Botosaneanu 멧바수염날도래

    Family Molannidae 날개날도래과

Molanna moesta Banks 날개날도래 3
    Family Helicopsychidae 달팽이날도래과

Helicopsyche yamadai Iwata 달팽이날도래 3
    Family Calamoceratidae 채다리날도래과

Anisocentropus minutus Martynov (국명미정)

Ganonema extensum Martynov 채다리날도래

Ganonema nigripenne (Kuwayama) (국명미정)

Ganonema KUa 채다리날도래 KUa 4
    Family Leptoceridae 나비날도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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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lea armata Kumanski 청나비날도래

Ceraclea lobulata (Martynov) 잎사귀날도래

Ceraclea shuotsuensis (Tsuda) 길주나비날도래

Ceraclea sibirica (Ulmer) 시베리아나비날도래

Ceraclea gigantea Kumanski 장수나비날도래

Ceraclea morsei Kumanski 모르스날도래

Ceraclea KUa 나비날도래 KUa 4
Ceraclea KUb 나비날도래 KUb 4
Ceraclea KUc 나비날도래 KUc 4
Leptocerus valvatus (Martynov) (국명미정)

Mystacides dentatus Martynov 청동나비날도래

Mystacides azureus (Linnaeus) (국명미정)

Mystacides KUa 청나비날도래 KUa 4
Triaenodes pellectus Ulmer (국명미정)

Triaenodes unanimis McLachlan 연나비날도래

Oecetis nigropunctata Ulmer (국명미정)

Oecetis testacea kumanskii Yang & Morse (국명미정)
Oecetis yukii Tsuda (국명미정)

Setodes crossotus Martynov (국명미정)

Setodes furcatulus Martynov (국명미정)

Setodes pulcher Martynov (국명미정)

       Order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Pyralidae 명나방과

Elophila turbata Butler 얼룩애기물명나방

Elophila fengwhanalis (Pryer) 벼물명나방
Elophila interruptalis (Pryer) 연물명나방

Elophila sinicalis (Hampson) 흰점노랑물명나방

Eoophyla conjunctalis (Willemann & South) 뒷눈무늬물명나방

Neoshoenobia testacealis Hampson 황갈물명나방

Nymphicula saigusai Yoshiyasu 뒷무늬노랑물명나방

Nymphula enixalis (Swinhoe) 얼룩물명나방

Parapoynx ussuriensis (Rebel) 우수리물명나방

Parapoynx vittalis (Bremer) 애벼물명나방

Parthenodes bifurcalis Wileman 흰눈물명나방

Potamomusa midas (Butler) 네점노랑물명나방

Cataclysta KUa 노란물명나방 KU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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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고등균류)

김양섭(세종데이타해석연구원) / 석순자(농촌진흥청)

버섯이란?

1

버섯은 균류(fungi) 중에서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자실체를 크게 형성하는 

균류를 말하며, 일명 고등균류(higher fungi)라 한다. 버섯의 형태는 종류에 따라 실로 

엄청나게 다르며, 색 또한 매우 다양하다. 발생 장소나 생장하는 양상이 매우 복잡하여 

‘음지의 꽃’, ‘천의 얼굴’이라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버섯은 한대, 온대, 열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인간에게 매우 신비스럽고 흥미를 끄는 생물 가운데 

하나이다.

버섯은 중국에서는 菌, 蕈, 蘑, 耳이라 불리며, 일본에서는 キノコ, 영국과 미국에선 m

ushroom, 독일에선 pilze, 스페인에선 hongo, 프랑스에선 champignon, 이탈리아에선 fu

ngo, 러시아에서는 Rриб이란 명칭을 갖고 있다.

한편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버섯을 식용과 약용으로 썼으며, 고대 샤머니즘의 종

교의식에도 이용했다. 치명적인 독버섯을 먹고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등 인류생활과 매

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나라마다 버섯에 얽힌 많은 설화와 전설이 전해오고 있

다.

고대 인도에서는 광대버섯을 불멸의 버섯 소마(soma)라 하였으며, 제사장이 소마(광대

버섯)를 음료수로 만들어 복용한 후 제사를 지냈다. 이는 소마가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하여 매우 신성시해왔다는 증거이다. 시베리아의 코리악족은 광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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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을 와팍(wapaq)이라 하여 오줌 마시는 의식에 사용했다. 와팍을 먹은 사람의 오줌을 마

시면 아플 때 병의 원인을 알려주고, 꿈을 해몽해주며, 천상계나 지하 세계를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해준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평민이 

버섯을 먹는 것을 금지했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버섯을 먹을 수 있는 계층을 제한하였다. 

고대 로마시대의 네로 황제는 달걀버섯을 진상하면 그 무게만큼 황금으로 하사하였다 한

다(furst, 1976). 

불로장수의 비법을 서술한 중국의 도교서적 ‘포박자’에 따르면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기

전에 버섯을 복용하였다. 중국의 사슴설화에서는 사슴이 사람에게 신성한 버섯인 ‘영지’가

있는 곳을 인도한다고 전해오고 있다. 한서 ‘무제기’는 불로초(영지버섯)를 불로불사의 신

약으로 숭상하였고, 진시황제는 선인이 되기 위해 불로초(ganoderma lucidum)를 찾기 위

하여 선남선녀 3000명을 파견하였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부식(1145)의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버섯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33대 성덕왕 3년 정월에 ‘능천주진금지’하고 7년 정월에 ‘사벌주진서

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능천주는 현재 충남 공주, 사벌주는 경북 상주를 뜻하며 이들 지

방에서 금지 또는 서지를 나라에 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버섯이 오늘날에는 무

슨 버섯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금지는 나무에 나는 목균, 서지는 땅 위에 솟는 지상균

인 것으로 추정된다. 

허준(1613)의 ‘동의보감’에는 저령, 목이, 불로초(영지), 말똥진흙버섯(상황), 표고, 

송이, 석이, 곰보버섯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한의서에는 특히 불로초(영지)를 적지, 흑지, 

자지, 백지, 황지 등 자실체의 색깔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상약 중에 상약이라 하여 

진귀한 약재로 여겼다. 홍만선(1715)의 ‘산림경제’에는 복령, 저령, 표고를 한방요법으

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돼 있고, 홍덕주(1799)의 ‘시용약방균보’에는 버섯 117종의 이

름을 수록하여 버섯의 형태, 재배, 요리, 채집 및 독버섯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였

다고 하나 안타깝게도 그 원본은 찾아볼 수 없다.  

민간요법으로서 능이버섯을 말려 방에 두고 그 향이 온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도록 하

는 데 사용했으며 육류를 먹고 체하였을 때도 능이를 이용하였다. 표고버섯은 말려두었다

가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을 구

별하여 이용해왔다. 

광복 이후 한국의 많은 버섯 전문가들이 열성적으로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류 1650여 종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식용버섯은 약 350종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

내에서 잘 알려진 야생 식용버섯은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 30종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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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제1 능이, 제2 송이, 제3 표고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3종의 

버섯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귀중한 식용버섯으로 여겨왔다. 그 다음으로 싸리버섯, 

느타리(미루나무버섯), 팽나무버섯(팽이), 갓버섯(말똥버섯), 꾀꼬리버섯(오이꽃버섯), 기

와버섯(청버섯), 밤버섯 등이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었고, 그 외에 까치버섯(먹버섯), 휜굴

뚝버섯(굽드더기), 자주방망이버섯(가지버섯) 등이 있다.

독버섯은 국내에 150여 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맹독버섯인 독우

산광대버섯은 유럽에서는 ‘죽음의 천사(destroying angel)’라 불리며, 자실체 1개에 담긴 

독이 성인 치사량에 이를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붉은사슴뿔버

섯은 독우산광대버섯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한다. 이 버섯은 말렸다가 달여 먹거나 술에 

담가 사용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붉은사슴뿔버섯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흔히 약용으로 이용하거나 식용하는 나무 주변에서 나는 버섯류는 모두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독버섯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맹

독성 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과 독우산광대버섯 같은 광대버섯류는 도토리가 열리는 참

나무 숲에서 자생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독버섯은 기주의 식용 여부와 상관없이 발

생하고 있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독성분이 각각 다르다. 1개만 먹어도 죽음에 

이르는 아마톡신 버섯류가 있는가 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와 같은 위장관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준독버섯류도 다양하다. 정신신경계 독소를 함유하여 환각이나 수면을 일으키는 

미치광이버섯류, 환각버섯류, 검은쓴맛그물버섯 등도 있다. 한편 독버섯인 파리버섯은 

밥에 넣고 비벼놓으면 파리가 먹고 죽기 때문에 살충제가 나오기 전까지 농촌에서 파리를 

잡는 데 사용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식용버섯은 식용으로, 독버섯은 살충제로 이용해왔으나 실제 

버섯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버섯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독버섯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소수의 식용버섯 외에는 거의 먹지 못하는 

버섯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섯은 여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며, 장마철 특히 소나기가 온 후 숲속이나 들, 목장, 

두엄 위 심지어는 초가지붕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돋아난다. 공원이나 잔디밭에 서서 주위를

잘 살펴보거나 눈만 돌리면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버섯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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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에서 버섯의 역할

2

생태계는 3개의 생물계(동물계, 식물계, 미생물계)와 1개 무생물계 등 4개의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적절히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연계의 조화가 유지된다

(E. P. Odum 1971).

제1 단위는 기초적 무기물질을 합성하여 복잡한 유기물질, 원형질 등을 만드는 녹색식

물로서 생산자라 한다. 제2 단위는 식물(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진 복잡한 유기화합물체인

식물을 섭식하는 동물, 곤충, 어류 등으로서 소비자라 한다. 

제3 단위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물질 등의 복잡한 화합물을 단순한 화합물로 

분해해 무기물로 환원하는 가능을 수행하는 세균, 진균 등 미생물로서 분해자 또는 환원

자라 한다. 제4 단위는 무생물적 환경으로서 물, 탄산가스, 산소, 아미노산 등 기초적 

무기물 및 유기화합물로서 무생물적 물질을 말한다. 특히 산림에는 담자균류인 버섯류

가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기후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산림 내의 연간 ha당 낙엽량은 한랭지역은 1t, 

적도열대지역에서는 7t(최대 10t), 열대강우림에서는 12t(최대 23t)에 이를 정도로 많

은 낙엽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1]�생태계와�물질의�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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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낙엽 퇴적물은 균류에 의해 분해되며 식물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유기물층으

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린다(Kendrick 1959). 낙엽버섯류의 낙엽 

분해력은 다른 균에 비해 강력하다. 대부분의 분해균은 주로 리그닌을 분해하여 셀룰로스와

식이섬유인 헤미셀룰로스를 남게 해 목재를 백색화시키는 백색부후균이고, 일부는 셀룰로

스와 헤미셀룰로스를 분해하여 리그닌은 남게 해 목재를 갈색화시키는 갈색부후균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구 자연생태계에서 버섯류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낙엽이나 목재를 썩게 만드는 분해자(환원자)로서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식물 뿌리에 공생하여 기주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무기양료와 수분을 흡수하여 

기주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주의 생육을 돕고, 반면에 균은 자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

을 기주로부터 공급받아 상호 공생하는 공생균으로서의 역할이다. 세 번째는 식물과 곤충

에 기생하며, 특히 곤충의 급격한 창궐을 조절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생성 역할이다.

자연계에서 버섯이 없다면 낙엽이 썩지 않고 쌓이고, 식물의 광합성작용의 원료인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결

과가 초래되고, 작게는 곤충들이 급격하게 증식을 할 것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구 생태

계는 식물, 동물, 곤충, 균류 간에 상호 안정되고 조화로운 물질 순환(합성→소비, 분해→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은 버섯류(균류)가 자연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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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의 생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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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생식 방법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으로 구분된다.

무성생식 세대(Anamorphic stage)는 담자포아가 발아하여 1차 균사 +형과 1차 균사 

-형의 2가지 균사로 성장하다가 서로 융합하여 2차 균사(n++n-)가 된다. 2차 균사는 

백색의 미세한 실 모양의 균사로서 토양, 나무, 낙엽, 우분 등의 기질 내에서 기질을 분해

할 수 있는 효소를 세포 밖으로 유출시켜 기질을 분해하여 영양원으로 흡수하면서 성장을 

계속한다.

유성생식 세대(Teleomorphic stage)는 성장을 계속하던 2차 균사체가 영양원이 충분

하고 온도, 습도 등의 외적 환경요인이 불량해지거나 다를 때에 버섯이란 자실체를 형성

한다. 버섯은 포자를 만들기 위해 자실층(hymenium layer ; 주름살, 관공, 침, 주름 

등 다양함)이란 기관을 만들고, 담자기와 포자를 형성한다. 이때 담자기 내에서 핵 n+와 

핵 n-, 두 개의 핵이 융합하는 감수분열(meiosis)에 의해 핵(2n)으로 된다. 이어서 2번

의 동형분열(mitosis)이 일어나고 n+와 n- 핵이 각각 2개씩 형성되어 4개의 담자포자

가 형성된다. 자실체 형성에서부터 포자를 만드는 시기까지를 유성생식 세대라 한다. 

이러한 균류의 생활사 중에서 무성세대인 균사체가 균류(버섯)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균류와 식물을 비교하면 균류의 균사체는 나무에 해당하고, 자실체인 버섯은 꽃에 

해당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는 식물의 씨앗에 해당한다. 이러한 균사체는 대부분 기

주인 그루터기, 고사목, 낙엽층, 떨어진 가지, 퇴비 더미 속이나 땅속에서 자라고 있다. 실

제로 균사체의 실체 유무에 대해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버섯 동호인 또는 아마추어들은 버섯을 정확하게 동정(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버섯의 종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종의

동정에 필수적인 형태적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각각의 버섯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라 할 포자, 담자기, 시스티디아, 균사조직 등 미세구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현미

경(배율 400~1000)으로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생물자원의 이해(고등균류)  743

[그림�2]�버섯류의�생활사(유성세대와�무성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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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의 분류학적 위치 

4

균류는 형태적 분류, 생태적 분류 등의 기준으로 분류돼왔으나 근래에 분자생물학이 발

전하면서 이들의 유연관계가 여러 가지 DNA, RNA의 염기서열 구조를 통해 좀 더 명

확해지고, 점차 그들의 소속들이 바뀌고, 때로는 묶여가고 있다. 

균류의 분류 개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어떤 질서에 따라 정리하여 종별로 묶어서 순서대

로 배열하는 것을 ‘분류(classification)’라고 하고, 그 분류된 종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

로 보편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을 ‘명명(nomenclature)’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명명에 의

한 생물명(동물, 식물, 균류)을 인용할 때는 특징이 되는 성질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

다. 또 어떤 생물을 자연계로부터 수집하였을 때 그 생물을 분류의 질서에 따라서 검색하

면 그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어느 생물종에 속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다. 이와 같은 수단을 ‘동정(identification)’이라고 한다.

균분류학(mycological toxonomy)은 균류의 분류, 명명과 동정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는

생물과학의 한 분야로서 균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생물과학 및 관련 분야의 진

보와 더불어 발전돼오고 있으며, 또 계통발생학적 관계(phylogenetic relationships)가 

반영된 분류체계로 개혁되고 있다.

균류의 특징 중에는 식물과 비슷한 점이 있는 반면에 동물과 유사한 점도 있다. 일부 

학자는 조류가 엽록소를 상실하고 진화한 생물이 균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학자는 균

류는 편모를 가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Wittaker(1969)는 생물계를 식물계(kingdom plantae), 균계(kingdom fun

gi), 동물계(kingdom animalia), 원생생물계(kingdom protista), 원핵생물계(kindom m

onera) 등으로 분류하는 5계설(five kingdom system)을 주장하였다. 버섯류가 포함된 

균계(Kingdom Fungi)는 식물계, 동물계와 동등한 생물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균류는 균사성 진핵생물로 광합성을 하지 않으며, 균사벽에 키틴질이 있는 분류군으로 균



9. 생물자원의 이해(고등균류)  745

계에 속한다. 분류학적으로 균계(kingdom fungi)는 운동성 포자를 만드는 물곰팡이류(o

omycetes, chytridiomycetes), 접합자를 생성하는 접합균류(zygomycetes), 자낭 안에 

자낭포자를 만드는 자낭균류(ascomycetes), 담자기에 외생적으로 담자포자를 만드는 담

자균류(basidiomycetes)와 자낭포자나 담자포자를 생성하지 않고 일반 무성생식 포자만

으로 생활하는 불완전균류(deutromycetes)로 대별하고 있다

균류 및 식물의 분류계급

階         級 植 物 名 語 尾 菌 類 名 語 尾

문       (Division, Divisio)

아문     (Subdivision, Subdivisio)

강       (Class, Classis)

아강     (Subclass, Subclassis)

목       (Order, Ordo)

아목     (Suborder, Subordo)

과       (Family, Familia)

아과     (Subfamily, Subfamilia)

연 (족)  (Tribe, Tribus)

아연(족)  (Subtribe, Subtribus)

속       (Genus, Genus)

아속     (Subgenus, Subgenus)

절       (Section, Sectio)

아절     (Subsection, Subsectio)

열       (Series, Series)

아열     (Subseries, Subseries)

종       (Species, Species)

아종     (Subspecies, Subspecies)

변종     (Variety, Varietas)

       -phyta

       -phytina

-opsida,  -phyceae

-ideae,   -phycidae

-ales

-ineae

-aceae

-oideae

-eae

-inae

-mycota

-mycotina

-mycetes

-mycetidae

-ales

-ineae

-aceae

-oideae

-eae

-inae

(Ainsworth & Bisb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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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섯의 정의 

버섯은 균류 중에서 유성생식을 위하여 특수하게 발달된 자실체(carpophores 또는 

sporophores)를 형성하고, 그 일부 자실층에서 자낭포자 또는 담자포자와 같은 유성포자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실체를 버섯이라 한다. 버섯류는 주로 담자균 버섯류와 자낭균 

버섯류를 말한다.

2. 버섯의 형태학적 특징 

버섯을 분류, 동정, 명명하기 위해서는 자실체의 형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나 이를 관찰하는 데는 식물이나 동물 등 다른 생물과 비교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점들

이 있다. 

첫째, 버섯은 형태적으로 어린 시기는 물론 성숙한 자실체라도 그 모양, 크기, 색깔 등

이 매우 다양하다. 둘째, 버섯은 수목을 분해하는 분해균, 수목과 공생하는 공생균, 식물 

또는 곤충에 기생하는 기생균 등으로 이뤄져 생활양상이 각기 다르다. 셋째, 버섯의 자실체

는 육안으로 특징을 관찰할 수 있으나 포자, 담자기, 시스티디아 등의 미세구조는 현미경

으로만 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넷째, 대부분의 버섯은 자실체가 발생하고 수 시간

에서 2, 3일 이내에 부패하여 사라진다. 정확한 생육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그 장소에 어떤 

종이 발생했는지 종의 실체조차 파악할 수 없다. 버섯을 조사하고 관찰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섯의 형태학적 특징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버섯은 주름버섯목 광대버섯이

다. 광대버섯의 어린 시기는 달걀 모양이며, 원기는 외피막(universal veil)으로 싸여 있

다. 외피막 안에 갓(pileus, cap), 주름살(lamellae, gills), 대(stipe, stalk), 내피막(inn

er veil)이 싸여 있다. 분화가 끝나고 성숙해진 자실체의 형태는 갓(균모), 주름살, 대(자

루), 턱받이(annulus, ring), 대주머니(volva) 등 5개 부위로 이뤄져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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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광대버섯�자실체의�부위와�명칭

3. 버섯 분류

담자균문(basidiomycota)

담자균문은 담자균강(basidiomycetes), 깜부기병균강(teliomycetes),  녹병균강(usto

mycetes) 등 3강(class), 41목(order), 165과(family), 1428속(genus), 2만 2244

종(species)이 알려져 있다. 깜부기병균강과 녹병균강은 버섯이란 자실체를 형성하지 않

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고 담자균강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갓버섯, 능이, 송이, 싸리버섯, 꾀꼬리버섯 등 일반적인 식용버섯과 광대버섯,

독우산버섯, 화경버섯, 환각버섯 등 독버섯이 담자균강에 속하며 표고, 느타리, 양송이, 팽

이 등 인공으로 재배하는 버섯도 이에 속한다.

가. 이담자균강(heterobasidiomycetes) 

자실체는 젤라틴질(jelly fungi), 담자기는 Y자형 또는 횡벽 또는 +형벽에 의 해 2실 또

는 4실로 갈라진다.

• 목이목(auricular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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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기에 가로로 3개의 격막이 생기며 그 측면이 담자뿔 모양으로 길게 늘어나고 그 

위에 4개의 담자포자가 형성된다.

• 흰목이목(tremellales) 

구형의 담자기에 세로로 +자형의 격막이 생기며 갈라져 정단 부위가 길게 늘어나며 

그 위에 4개의 담자포자가 형성된다.

• 붉은목이목(dacromycetales) 

담자기는 Y자형으로 갈라지며 그 양끝에 2개의 담자포자가 형성된다.

목이목 흰목이목 붉은목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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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담자균강(homobasidiomycetes)

자실체는 육질, 목질, 가죽질, 연골질 등이며, 담자기는 곤봉형 1개이고, 정단부에 2~4

개의 포자가 형성된다.

(1) 복균아강(gasteromyctidae) 

자실층(hymenium, 포자를 만드는 기관)은 성장 후에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며, 

포자를 스스로 담자기로부터 사출할 수 없다. 

① 말뚝버섯목(phallales) <사진 1, 2>

자실체는 초기에 지하생이나 성장하면 지상생이다. 어린 버섯은 작은 메추리알 모양

이고 기부에 근상균사속(rhizomorphs)이 있다. 점차 위쪽이 갈라지며 자실탁(receptaculum)

이 나오며 자실탁은 1개이거나 2가닥, 3가닥 또는 그 이상으로 갈라지는데 아취형(arc

h) 또는 꽃바구니버섯형(clathroid)이다. 포자는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는 끈끈한 올리브갈

색의 점액질 속에 형성된다.

② 말불버섯목(lycoperdales) <사진 3, 4>

기본체(gleba)는 초기에 백색이고 성숙하면 분질상이다. 탁실균사 (capillitium) 또는 

위탁실균사(paracapillitium)가 있으며 소피자(peridioles)는 없다. 포자는 구형이고 뭉툭

한 돌기가 있다.  

③ 어리알버섯목(sclerodermatales) <사진 5, 6>

기본체는 어린 시기에 자색, 자갈색, 갈색을 띠며 소피자는 불분명하거나 분명한 소피

자가 있거나 무수한 챔버로 되어 있다. 포자는 구형이며 침상돌기, 사마귀상돌기, 망목상

이다. 

④ 찻잔버섯목(nidulariales) <사진 7, 8>

자실체는 지상생이며 초기에 단지, 항아리모양이고 성장하면 윗면이 열개되어 절구 

모양이 된다. 내부에 바둑알 모양의 소피자(peridiole)를 형성하고 소피자 안에 포자를 

형성한다. 소피자 아랫면은 소피자병삭(funicular cor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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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버섯목�>�

세발버섯�1 노랑망태버섯�2�

<�말불버섯목�>�

비늘말불버섯�3 말불버섯�4� �

<�어리알버섯목�>

어리알버섯�5 모래밭버섯�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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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버섯목�>

좀주름찻잔버섯�7 방귀버섯�8

(2) 균심아강(hymenomycetidea)

자실층(hymenium ; 주름살형, 관공형, 침상돌기형, 주름형 등)은 성장 초기 또는 성장 

후에 외부에 나출되며 포자를 담자기로부터 스스로 방출할 수 있다.

① 민주름버섯목(aphyllophorales) 

주로 나무 위에 발생하는 분해균이다. 일부는 지상에 발생하며 공생균이다. 자실체의 

조직은 대부분 제2균사형(일반균사 +결합균사 또는 일반균사 +골격균사)과 제3균사형

(일반균사 +결합균사 +골격균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실체가 질기고 가죽질이거나 

단단하며 목질화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는 지상에 발생하며 제1균사형(일반균사)으로 구성

되어 있어 조직이 부드럽고 육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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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균사형

노란국수버섯 까치버섯

제2균사형

긴송곳버섯 갈색꽃구름버섯

제3균사형

말굽버섯 잔나비불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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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름버섯목(agaricales) 

주로 지상에 발생하며 낙엽 위, 잔가지 위, 나무껍질, 고사목에서도 발생한다. 자실체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등이 매우 다양하며 분해균도 공생균도 있다. 자실층은 대부분 주름

살(lamellae, gills)로 되어 있으며 그물버섯류는 관공형으로 되어 있다.

포자문 색에 의한 주름버섯목의 과 분류

① 포자문색  백색 - 황백색

○ 자실체는 육질형이고, 주름살은 떨어진 주름살이 아니며, 주로 나무 위에 발생한다.

········································································ 느타리버섯과(family pleurotaceae)

○ 주름살은 떨어진 주름살(free)이고, 대기부에 대주머니가 있고, 대에 턱받이가 있다.  

············································································ 광대버섯과(family amanitaceae)

○ 주름살은 떨어진 주름살이고, 대기부에 대주머니가 없고, 대에 턱받이가 있다....

················································································ 갓버섯과(family lepiotaceae) 

○ 주름살은 떨어진 주름살이 아니고, 이형조직(heteromerous)이며, 포자의 표면은 평활

하지 않다. 멜저용액에서 청색으로 변한다.

············································································ 무당버섯과(family russulaceae) 

○ 주름살을 문지르면 왁스를 문지르는 것과 같으며, 담자기가 담자포자 길이의 6~8배로 

길다. ····························································· 벚꽃버섯과 (family hygophoraceae) 

○ 위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송이과 (family tricholomataceae)

② 포자문색  분홍색

○ 포자는 다면체이거나 표면에 잔주름이 있거나 종으로 홈선이 있다. 자실체는 지상에 발

생한다. 수목 뿌리와 공생하는 공생균이다.

······································································ 외대버섯과(family rhodophyllaceae)

○ 포자는 타원형 또는 구형이고, 표면은 평활하다. 고사목, 퇴비 더미 위, 또는 그 주위에 

발생하고 분해균이다. ················································ 난버섯과(family pluteaceae)

③ 포자문색 갈색․흑색

○ 포자에 발아공(germ pore)이 있고, 갓 표피는 풍선형 세포(cellular)로 되어 있다. 포

자는 흑색이다. 지상에 부식질이 풍부한 곳에 발생하는 분해균이다.

············································································ 먹물버섯과(family coprin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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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자에 발아공이 있고, 갓표피는 풍선형세포로 되어 있다. 포자는 갈색 또는 녹갈색이

고 분해균이다. ······················································ 소똥버섯과(family bolbitaceae)

○ 포자에 발아공이 있고, 갓 표피는 섬유질 세포(filamentous)로 되어 있다. 포자는 자갈

색을 띤다. 포자에 분명한 발아공이 있으며, 주로 수목에 발생하는 분해균이다.

········································································ 독청버섯과(family strophariaceae)

○ 포자에 발아공이 있고, 갓표피는 섬유질 세포로 되어 있다. 포자는 초콜릿색을 띤다. 포

자에 발아공이 작으며, 지상의 부식질이 풍부한 곳에 발생하는 분해균이다.

············································································ 주름버섯과(family agaricaceae) 

○ 포자에 발아공이 없고, 긴 방추형으로 그물버섯형(boleti-type)이다. 흑색을 띠며 내

린 주름살이다. 지상에 발생하고 수목 뿌리에 공생하는 공생균이다.

··········································································· 못버섯과(family gomphidiaceae)

○ 포자에 발아공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다. 담갈색이며 내린주름살이다. 고사목에 발생하

는 분해균이다. ······················································ 우단버섯과(family paxillaceae)

○ 포자에 발아공이 없고, 포자는 혹상돌기 사마귀상돌기가 있으며, 포자는 녹갈색이며,  

내피막은 거미줄형이고, 지상에 발생하는 공생균이다.

········································································· 끈적버섯과(family cortinariaceae)

○ 포자에 발아공이 없고, 포자는 갈색으로 구형을 이룬다. 평활하고 미세한 돌기가 있다. 

자실체는 귀모양이고 대는 없거나 작다. 고사목에 발생하는 분해균이다.

············································································· 귀버섯과(family crepidot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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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의 대부분은 포자를 담자기로부터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으나 일부 버섯류는 포

자를 담자기로부터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빗방울 또는 바

람 등의 물리적 힘이나 심지어 동물, 곤충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포자(자손)를 멀리 퍼

뜨린다. 버섯이 포자를 이처럼 전파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버섯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1. 바람에 의한 전형적인 포자 전파 

대부분의 버섯은 포자를 형성한 후에 바람이 불면 포자가 날아가기 쉽도록 자실체가 진

화하였다. 담자균 버섯류는 담자기에 외생적으로 포자를 형성한다. 포자가 성숙될 때까지 

노출된 상태에서는 비바람에 상처를 입거나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담자균류는 

갓이 있어 빗방울이 떨어질 때 막아주고 있다. 그 아랫면에 담자기와 포자를 만드는 기

관인 자실층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땅에서 발생하는 담자균 버섯류는 대가 갓을 받치고 있어 포자가 날아가기 쉽게

진화하였다. 만약 땅에서 나오는 버섯이 대가 없다면 갓 아랫면에 있는 자실층으로부터 

포자가 날아가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나무 위에 발생한 버섯은 대부분 대가 없다. 높은 데 발생한 버섯은 대가 없어도 

포자를 퍼뜨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는 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버섯은 발생 지역, 장소, 위치에 따라 자실체의 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진

화한 것으로 보인다. 

가. 빗방울에 의한 물리적 포자 전파

방귀버섯류는 외각피(exoperidium)가 갈라져 성상을 이루고, 공 모양의  내각피(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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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dium) 속에 포자를 형성한다. 상부에 소개공(ostiole)이 있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소

개공을 통해 포자가 날아간다. 

말불버섯류는 외각피는 없고 내각피만 있어서 상부의 소개공을 통해 포자를 날려보

낸다. 어리알버섯, 찹살떡버섯 등이 있다.

나. 곤충 매개에 의한 포자 전파

포자는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는 끈끈한 올리브 갈색의 점액질 속에 형성된다. 포자가

성숙하면 파리 등을 유인하여 파리 몸에 포자를 묻혀 멀리 분산시킴으로써 포자를 전파한

다. 말뚝버섯, 세발버섯, 새주둥이버섯, 오징어버섯, 망태버섯류 등이 있다.

다. 초식동물에 의한 포자 전파

일부 버섯류는 포자벽이 3~5중 막으로 매우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포자는 

풀잎에 떨어져 소, 말, 염소 등 초식동물이 먹고 장기를 통해 분을 누면 포자 발아가 

잘된다. 큰갓버섯(macrolepiota procera, 제주도에서는 말똥버섯으로 알려져 있다.)과 

말똥버섯(genus panaeolus)이 있다.

라. 멧돼지(설치류)에 의한 포자 전파

일부 버섯류는 포자가 발아하면 균사는 땅속으로 들어가 땅속에서 감자와 비슷한 버섯을

형성한다. 포자가 성숙하면 멧돼지 등 땅을 파서 먹고사는 동물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발산한다. 멧돼지 등이 이 버섯을 파먹고 돌아다니며 분을 누면 포자는 발아하여 다시 

땅속으로 들어간다. 지중해에서는 해마다 이러한 버섯이 나올 때쯤이면 돼지를 끌고 가서 

이 버섯을 찾았으나 최근에는 사냥개를 이용해 이 버섯을 수집한다고 한다. 

버섯류 중에서 가장 비싼 버섯으로 최고급 요리에 슬라이스로 잘라 올라간다고 한다. 

알버섯(rhizopogon sp., 복균류), 덩이버섯(Tuber sp., 자낭균) 등이 이런 방식으로 포자

를 퍼뜨린다.

마. 공기압 또는 수압에 의한 포자 전파

자실체는 둥근 공 모양이며 1, 2㎜로 매우 작다. 성장하면 외각피가 성상으로 갈라진다.



9. 생물자원의 이해(고등균류)  757

진주 모양의 내각피는 포자를 내부에 형성하며, 포자가 성숙하면 4000㎜ 높이까지 날려 

보낸다. 소리를 내며 날아가기 때문에 대포알(cannon ball)이라 불리고 있다. 진주버섯

(spaerobolus stellatus).

바. 용수철 작용에 의한 포자 전파

자실체가 성숙하면 빗방울이 떨어짐과 동시에 용수철의 작용(furnicular cord, 용수철

처럼 팽대해짐)에 의해 내부에 포자가 들어 있는 소피자(periciole)를 튕겨 올려 떨어져

나간다. 찻잔버섯, 흰털찻잔버섯, 좀주름찻잔버섯 등이 있다.

사. 흰개미가 사육하는 버섯

흰개미는 땅속에 검불, 나뭇가지, 초본과 식물 등 다양한 재료를 땅속 굴에 옮겨놓고 

그 속에 든 흰개미버섯 포자나 균사가 버섯이 되어 나오면 양식으로 사용한다. 흰개미

버섯은 흰개미의 집 근처에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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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의 채집 관찰

7

1. 자실체의 특징관찰 및 기술(육안 조사)

많은 종류의 버섯은 버섯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 부드러운 육질로 되어 있어 쉽게 썩

거나 변질이 잘된다. 또한 표본을 만들기 위해 건조시키면 자실체의 모양이 변하고, 대

부분 크기가 작아지고, 색깔이 탈색되어 원래의 버섯 형태와 매우 다르다. 따라서 버

섯 자실체의 형태나 색깔이 변하기 전에 버섯의 형태적 특징을 우선 육안으로 기록하

여야 한다.

가. 갓 

성장기별(어린 시기, 성숙기, 노숙기) 갓의 크기와 모양, 표면의 색, 망목, 주름, 털, 방사

상의 선, 갓 끝의 상태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 특징들을 기록한다. 

나. 주름살

대에 부착 상태, 크기, 색깔과 변색, 모양, 주름살 날의 상태(거치상, 치상, 분질상, 평활)

와 색깔, 짧은 주름살형 등을 기록한다.

다. 대

크기, 모양, 갓에 부착된 상태(중심형, 편심형, 측형), 표면의 색깔, 색변화, 평활, 분질,

종선, 인피, 젤라틴질 여부, 기부에 헛뿌리가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라. 대주머니

대주머니 유무, 막질형, 분질상, 색깔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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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턱받이

턱받이 유무, 막질형, 거미줄형, 영존성, 탈락성, 이중턱받이 등을 기록한다.

바. 조직

자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육질, 섬유질, 혁질, 목질, 갯솜조직 등과 색변화, 맛과 냄

새 등을 기록한다.

사. 유액

유액 유무, 색깔과 색 변화, 유액의 맛(짠맛, 매운맛, 부드럽다 등), 소량, 다량 등을 기록

한다.

아. 포자문

대부분의 버섯류는 버섯의 속(genus), 종(species)에 따라 포자문의 색깔이 현저하게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버섯을 채집하면 갓에서 대를 제거하고 백색 또는 흑색의 종이 

또는 유산지 위에 놓고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컵을 덮어놓으면 포자가 떨어

진다. 포자문의 색깔은 과 또는 속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미세구조 관찰(현미경 관찰) 

건조한 갓의 표면과 주름살이 부착되어 있도록 한 표본을 2㎜ 정도로 잘라서 알코올을 

넣은 용기에 3분 동안 넣어둔 후 증류수에 2, 3분 담가둔다. 이것을 3회 정도 반복하면 

표본은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pith(수수깡용 문구류)의 중앙을 종으로 길게 자르고, 

그 속에 정상으로 회복된 표본 조각을 넣고 면도날로 가능한 한 얇게 자른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용도에 적합한 시약 또는 증류수를 떨어뜨린 다음 그 속에 얇게 자른 표본 

조각을 넣고 잘 편 다음 커버 글라스를 덮고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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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자

크기, 모양, 포자 표면의 ornamentation, 포자벽 두께, 화학반응, 발아공의 유무, 포자반

의 유무, 현미경하에서의 색깔 등 

나. 담자기

크기, 모양, 담자뿔의 수, 기부의 협구 유무. 화학반응

다. 시스티디아

크기, 모양과 정단부의 상태(분지, 돌기 등), 세포벽 두께 

라. 자실층 조직

균사 배열 상태(평행형, 갈빗살형, 역갈빗살형, 혼선형 등), 젤라틴질층 유무, substratum 

또는 mediostratum의 유무

마. 갓표피상층

갓 진피의 균사 배열 상태, 구성 세포의 크기, 모양, 색소의 유무

바. 대표피상층

구성 세포의 크기, 모양, 세포의 두께, 색소의 유무

사. 균사

조직균사(일반균사, 결합균사, 골격균사), 유액균사의 유무, 협구의 유무, 색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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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미경 사용법과 검경

가. 표본 관찰과 현미경 사용법 

1) 현미경에 따라서 직사광선은 피하고 간접 광선을 이용하거나 광원으로서 전원을 

이용한다.

2) 건조 표본을 2, 3㎜로 절단한다. 절단된 절편은 물을 담은 용기에 담그고 2,3분 

지난 후에 알코올이 담긴 용기에 놓고 2, 3분 후에 다시 물에 넣고 2, 3분 기다린

다. 절편이 원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3, 4회 정도 반복한다. 

3) 절편을 수수깡 가운데 넣고 양면 면도날로 박편을 만든다. 

4) 슬라이드 글라스 중앙에 물을 1, 2방울 떨어뜨리고 박편을 물 위에서 잘 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 슬립을 기울여 덮는다. 

5) 준비된 슬라이드를 재물대 위의 스테이지 클립(stage clip)으로 고정시킨 후 중앙

으로 이동한다.

6) 관찰자의 눈에 최적화되도록 접안렌즈를 조절한다.

7) 대물렌즈는 처음에 저배율(Ｘ10)을 사용하여 현미경의 작동을 최적으로 조절한 

다음에 배율을 점차 높인다. 포자 등은 Ｘ1000 배율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 이때 

커버 슬립(cover slip) 위에 유화액(emulsion oil)을 떨어뜨리고, 대물렌즈 배율 

Ｘ100를 사용하여 관찰한다.

8) 옆에서 보면서 커버 글라스 위에 대물렌즈가 닿지 않도록 경통을 내린 다음에 

현미경을 보면서 경통을 서서히 올리거나 서서히 내려서 초점을 맞춘 뒤 미동나사를

움직여 선명한 상을 찾는다.

나. 현미경 사용 시 주의사항

1) 현미경을 장거리로 운반할 때에는 항상 현미경 보관 상자에 넣어서 운반한다. 실내

에서 이동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암을 꽉 잡고, 왼손으로 경각을 받쳐서 옮긴다. 

이때 가능한 한 몸에 가까이 붙여서 운반한다.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 상자에 넣고 렌즈를 빼서 데시케이터에 넣어둔다. 

렌즈는 직접 손대지 않도록 한다.

3) 먼지나 오일, 작은 티끌 같은 것은 현미경의 효율을 저하시키므로 렌즈는 항상 청결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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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렌즈를 닦을 때는 반드시 렌즈용 티슈를 사용해야 하며, 종이타월이나 천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유화제를 사용하였을 때는 반드시 렌즈를 자일렌(xylene)으로 닦은 후에 

자일렌을 95% 에탄올로 제거한 다음 렌즈용 페이퍼로 렌즈를 닦는다.

다. 현미경하에서 실제 크기 산출

대안렌즈의 ocular micometer의 눈금은 100개이고, 대물렌즈의 stage micrometer

의 스케일 바는 1㎜를 100로 나누었으므로 눈금1은 10㎛이다.

• 대물렌즈 ×10에서 대안렌즈의 100개 눈금이 대물렌즈 100개의 눈금과 일치하므로 

산출은 100÷100×10㎛로 대안렌즈의 눈금1은 10㎛이다.

• 대물렌즈 ×20에서 대안렌즈의 눈금100개는 대물렌즈 50개의 눈금과 일치하므로 산출은

50÷100×10㎛로 대안렌즈의 눈금1은 5㎛이다.

• 대물렌즈 ×40에서 대안렌즈의 눈금100개는 대물렌즈 25개의 눈금과 일치하므로 산출은

25÷100×10㎛로 대안렌즈의 눈금1은 2.5㎛이다.

• 대물렌즈 ×100에서 대안렌즈의 눈금100개는 대물렌즈 10개의 눈금과 일치하므로 

산출은 10÷100×10㎛로 대안렌즈의 눈금1은 1㎛이다.

생물유전자원

미래에 인류가 풀어야 할 난제로는 식량 부족에 의한 기아,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100세

삶의 질적 향상,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바이오연료의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인류에 의한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지구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또한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생명산업(BT)과 정보산업(IT)의 융합․복합화 추세에 따라 첨단산업이 각광을 받

으면서 이 같은 인류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다. 

생명공학기술의 핵심 소재가 바로 생물유전자원으로서 이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미래

자원이다. 과거에 선진 각국은 세계 각지에서 유전자원을 약탈해가는 해적행위(bio-piracy)를 

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도 이 같은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다.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1992년에 생물다양성협약(CBD2)을 채택했다. 협약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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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생물다양성 보전, 둘째는 지속 가능한 이용, 셋째는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다. 전통 지식이란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파생

되는 산업, 예술 또는 문학적인 결과물을 총칭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후 나고야의정서 선언(ABS, 2010. 10.)까지 18년이나 

걸렸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전자원 이용국

(선진국)은 유전자원 보유 당사국과 협약(MOU)을 체결한 후 유전자원에 접근해야 하며,

유전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창출된 이익은 유전자원 보유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국제규약이다. 

유전자원 보유국의 자원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국의 재래종 혹은 고유종 

유전자원이다. 즉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은 자국의 고유한 자원인 재래종과 토착 

자생종에 한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 2 3

4 5 6a 6b

버섯관찰

1.포자문을 받아 포자의 색을 확인한다.

2. 갓과 대의 색깔과 모양을 확인한다.

3. 갓에서 대까지 잘랐을 때 주름살의 부착상태를 알아야 한다.

4. 주름살이나 관공의 색을 확인한다.

5. 상처를 주었을 때 갓과 주름살 및 대조직의 색변화를 확인한다.

6. 턱받이(a)와 대기부의 대주머니(b) 유무와 형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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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용구 : 카메라 노트 연필 채집바구니 확대경 가위 핀셋 삽 균주 분리용 배지 및 포자문 받기 용기

전문서적 및 표본 제작 : 분류동정용 전문서적, 컬러차트, 건조기, 표본봉투

<�갓과�갓�표면의�다양한�형태조사�>



9. 생물자원의 이해(고등균류)  765

<�자실층의�다양한�형태�>

<�내피막의�다양한�형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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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의�색변화�및�맛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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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이해(생물다양성)

박상규(아주대 생명과학과)

생물다양성의 정의

1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대부분 ‘어떤 지역의 유전자,

종, 생태계의 총체’를 생물다양성이라 한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이를 ‘육상생태계

와 해양생태계 및 다른 수생태계 등 모든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사이의 종 내, 종 

간, 그리고 생태계 간의 변이’로 정의하였다. 좀 더 자세한 정의로는 1989년 세계자연

보호재단이 규정한 ‘수백만 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가진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

움’1)이 있다. 모두 생명 현상의 다양함에 대한 개념이며 보통 유전자, 종, 생태계 수준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분자 수준까지 덧붙이기도 한다. 이전에는 영어로 ‘natural diversity’ 

또는 ‘biological diversity’로 써오다가 1989년 저명한 생태학자 윌슨(Edward O. Wilso

n)이 ‘biological diversity’를 간단하게 줄인 ‘biodiversity’를 책 제목으로 쓰면서 생물다

양성(biodiversity)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1) Worldwide Fund for Nature. 1989. The importance of biological diversity. WWF, 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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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수준

2

생물다양성은 보통 분자, 유전자, 종, 생태계 수준 등 생명 현상의 모든 수준에서의 다

양성을 모두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를 각 수준에서 알아보자.

1. 생태계다양성

생태계는 생물이 포함된 자연을 하나의 열린 시스템으로 보고 생물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생태계라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등 생물들과 함께 흐르고 순환하는 에너지와 물질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으로 본다.   

자연생태계는 크게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로 나뉜다. 육상생태계는 다시 식생에 따라 열

대우림, 열대초원(사바나), 지중해성 관목림, 온대 활엽수림, 온대초원, 냉대 침엽수림, 툰

드라 등으로 나누고, 수생태계는 호수, 습지, 하천과 강, 하구, 조간대, 대양, 산호초 등으

로 구분한다. 생태계의 다양성은 이러한 구분에 그치지 않고 각 생태계 유형 안에서도 각 

장소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생태계에서 진화해온 생물 종이 각기 다른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지구에서 같은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어떤 생태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

는 것도 불가능하다.  

생태계다양성이란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한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 종을 포

함하고 각 생물 종마다 종 내부에도 유전자다양성을 나타내므로 각 지역의 고유한 생

태계를 지킴으로써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모든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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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다양성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생물다양성은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이다. 이는 어떤

지역에 생물 종이 얼마나 있으며 여러 종들이 고루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종다

양성에 대해 다루려면 우선 종(specie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종은 보통 생물학 연

구의 기본 단위로서 여러 정의가 있지만 보통 ‘잠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교배가 가능

한 자연 개체군’으로 본다. 대구의 측백나무 숲과 제천의 측백나무 숲은 멀리 떨어져 있어 

측백나무끼리 실질적으로 교배가 일어나지 않아 다른 개체군이지만, 이들 따로 떨어진 숲의 

나무를 옮겨놓으면 교배2)가 일어나므로 이들은 잠재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같은 종으로 

볼 수 있다. 지구상에서 잠재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모든 측백나무 개체군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측백나무 종이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이 있을까? 지금까지 계통분류학자들에 의해 

알려진 종은 약 164만 종정도이다3). 이 중 95만여 종이 곤충이고 식물이 27만여 종, 

척추동물이 6만 종쯤 된다. 곤충 중에서도 딱정벌레목(Coleoptera)은 40만여 종에 달하

여 알려진 종다양성의 약 25%에 이를 만큼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분류군이다. 이런 알려

진 종다양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다양성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르면 추정된 생물 종의 수는 곤충이 1000만 

여 종, 세균이 100만여 종, 진균류 150만여 종, 식물 40만여 종 등 약 1400만여 종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유전자다양성

최근 DNA 수준의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 종 안에도 다양한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유전자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을

유전자다양성(genetic diversity)이라고 한다. 사람의 경우 DNA정보를 이용하여 친자 확인

소송이 가능한 것도 사람이라는 종 내에 개체 단위로 판별이 가능할 만큼 유전자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유전자 왕래가 적은 개체군의 경우 다른 

2) 이때 교배는 생식 가능한 자손을 놓는 교배를 말한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가 교배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자신의 자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는 실질적으로 교배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다른 종으로 본다.  

3) IUCN Red Lis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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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과 상당히 다른 유전자 조성을 보일 수도 있다. 유전자다양성이 높으면 전염병

이 돌거나 물리적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하더라도 다양한 개체 중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다양성은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떤 종이 수십 

마리 정도로 숫자가 줄었다가 보전 노력을 통해 다시 개체군 크기, 즉 개체수가 늘어난 

경우 개체수가 회복되기 이전의 얼마 되지 않는 개체들의 유전체가 그대로 복사되어 

유전자다양성이 매우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병목 효과(bottleneck effect)’라고 

한다. 북방코끼리물범 (Northern elephant seals)은 1890년대에 30마리 정도로 멸종 위

기에 몰렸으나 다시 숫자가 불어나 현재는 수십만 마리에 이르고 있지만 유전자다양성이 극

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종을 멸종 위기로부터 보전하려면 개체수를 늘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 종의 유전자다양성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분자다양성

최근에는 분자 수준의 생물다양성 개념이 대두되었다. 분자 다양성이란 생물에서 발견

되는 분자들의 다양함을 의미한다4). 캠벨(A. K. Campbell)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분자다양성이 있다. 첫 번째 분자다양성은 동일한 분자를 다양한 과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칼슘 이온은 근세포에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신호가 되지만 신경세포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는 신호가 된다. 두 번째 분자다양성은 같은 생명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초식을 당하는 식물이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

한 2차 대사물질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 분자다양성은 동일한 분자의 효

과가 세포가 달라지면 다른 효과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특정 뉴런의 활동 전위를 일으

키는 데 필요한 신호전달물질의 역치가 다른 세포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그 예가 된다. 

분자다양성은 개체나 종마다 그리고 같은 개체 안에서도 기관이나 생장 상태, 서식·생육지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생물이 가진 유전형이 환경과 상호작

용하여 서로 다른 표현형을 보이는 것이다.

4) Campbell, AK. 2003. Save those molecules! Molecular biodiversity and life. Journal of Applied Ecology 40 
: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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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형성 역사

3

가장 오래된 화석이 발견되는 38억 년 전에는 지구에 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있더라도 종류가 아주 한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40억 년 동안 지구의

생물다양성은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따라서 현재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은 오랜 진화적 

세월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종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종이 멸종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대부분의 문을 포함하여 생물 종이 폭발적으로 

진화한 이후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이 중 대표적인 멸종 사건은 2억5000만 년 전 

페름기와 삼첩기 사이에 일어났는데 전체 종의 90% 이상이 멸종되었다. 또 다른 멸종 

사건은 65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제3기 사이에 일어났으며 이때 공룡뿐만

아니라 모든 종의 75% 이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사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구별

은 5억 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2억5000만 년 전의 페름기 절멸, 6500만 년 전의 백

악기 절멸로 생물의 구성이 급격하게 변한 것이 화석으로 반영되어 나누게 된 것이다. 이

러한 대멸종 사건 이외에도 크고 작은 멸종 사건들이 있었지만 멸종과 멸종 사이에 꾸준

히 새로운 종들이 출현하여 전반적인 종다양성은 계속 증가하였다.

캄브리아기의 무척추동물의 대량 출현 이후 약 4억 년 전에 육상식물이 나타났고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들도 육상으로 진출하였다. 어류와 양서류가 고생대, 파충류가 중생대, 포

유류가 신생대에 주로 번창하였다. 식물의 경우 고생대에는 양치류가, 중생대에는 겉씨식물

이, 신생대에는 꽃피는 식물인 속씨식물이 번창하였다. 현재 속씨식물과 곤충의 종다양성이 

높은 것은 신생대 이후 이들의 공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76  Ⅳ. 자연환경의 이해

종 다양성 개념

4

1. 종부유도와 종균등도

생물다양성의 세 수준 중에서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종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얼마나 생물종이 많은지(종부유도, species richness)와 얼마나 이들이 고르게

분포하는지(종균등도, species evenness)를 종합하는 개념이다. 생물종이 많으면 당연히 

종다양성도 높겠지만 종수가 같다면 생물들의 개체수가 고른 곳이 더 생물다양성이 높게 된

다. 같은 종수라도 한 종이 압도적으로 많이 우점한다면 생물다양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

림 1>에서 (A), (B), (C)군집의 종부유도는 각각 3종, 8종, 8종으로 (A)군집에 비해 

(B)와 (C)군집의 종부유도가 높다. (B)와 (C)군집은 종부유도는 8종으로 같지만, (C)군

집이 한 종의 버섯이 우점하기 때문에 종균등도가 떨어진다. 세 군집 중에서 전체적인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군집은 (B)군집이 된다.

[그림� 1]�가상적인�버섯�군집의�종다양성�비교.

(A)               (B)               (C)

Creative Commons License. (B)의 왼쪽 제일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NA Tonelli, Epop, B Pe

terson, Sardaka, NA Tonelli, T Friedel, Epop,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B Peterson,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H Steve &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NA Tonelli, Na Ton

elli, Sardaka, Sardaka, H Steve &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T Frie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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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멸과 멸종

종이 어떤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절멸 또는 멸절(extinction)이라고 한다. 

시베리아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는 남한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져 절멸되었지만 

북한과 만주에 대략 50여 마리, 러시아 연해주에 350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 이 경우 

시베리아호랑이는 남한에서는 국지적으로 절멸(local extinction)되었으나 북쪽 지방에 

야생으로 살고 있으므로 전 지구적으로 절멸(global extinction)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절멸을 멸종이라고 한다. 지역적인 절멸이나 전 지구적인 멸종 모두 지역 

또는 전 지구적 규모에서 종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종다양성을 감소시킨다.

3. 종다양성의 감소

종다양성은 종부유도와 종균등도를 종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종부유도뿐만 아니라 종균

등도 또한 종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생물 종의 절멸이 일어나

종수가 줄어드는 것을 종다양성의 감소로 쉽게 인식하지만 종수의 변화가 없는 채 종균등

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종다양성의 감소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황소개구리와 같

은 외래 도입종에 의해 다른 종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개체군 크기 즉 개체수가 뚜

렷하게 줄어들어 황소개구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면 종다양성이 감소되었다고 보

아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5

1. 생태계의 기능

생태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과 함께 먹이사슬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와

순환하는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태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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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부분은 생물이며 에너지 흐름과 영양소 순환이라는 생태계가 하는 일, 즉 생

태계의 기능은 대부분 생물이 수행한다. 생물다양성이 생태계가 하는 일(기능)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계 전체의 기능을 나타내는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 생태계의 기능을 대표하는 특성으로는 1차 생산성, 호흡, 에너지 흐름 

및 영양소 순환 등이 있다.  

2. 생태계의 안정성과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더 안정되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생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주제이다. 생태계가 더 안정돼 

있다는 것은 태풍이나 가뭄, 산불과 같은 교란이 왔을 때 생태계의 기능을 쉽게 잃지 

않고 또 잃었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생물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보다 더 안정돼 있다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야 생태계가 붕괴

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인류의 생존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인류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의 틸먼 (D. 

Tilman)이 미네소타 주의 시더크릭(Cedar Creek) 장기생태 연구지에서 수행한 연구이

다. 틸먼은 이 연구에서 초본식물의 종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뭄과 같은 교란에도 수확량

이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드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는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교란

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안정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수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현재에는 생물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 즉 생태계 기능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보험 원리

생물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윌슨(E. O. Wilson)은 

이를 보험 원리(insurance principle)로 설명한다. 만약 어떤 종이 절멸하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다른 생물종이 많다면 생태계의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윌슨은 보험 원

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눈에는 검정말, 부들, 물고기, 물새, 잠자리, 물방개 등

만 보이지만, 그 외에도 사람이 볼 수 없는 수없이 다양하고 많은 수의 세균, 원생동물,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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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크톤 등이 호수 생태계를 이루며 이들이 큰 생물의 몸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순환시

키며 에너지를 흐르게 한다.’5) 윌슨의 보험 원리에 따르면, 종다양성이 높아 다양한 생물

들이 서로 먹이그물을 이루며 얽혀 있는 생태계는 어떤 종이 사라지거나 종수가 줄어도 생

태계 전체의 에너지 흐름과 영양소 순환은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결정 요인

6

열대우림과 같이 생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도 있지만 극지와 같이 생물다양성이 극

히 낮은 곳이 있어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에 따라 매우 변이가 심하다. 어떤 곳이 생물다양

성이 높고 왜 높은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 기후, 서식처 다양성, 면적, 핵

심 종의 유무, 생물 종의 공급원까지의 거리 등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1. 기후

전 지구적으로 육상에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은 열대지방의 열대우림 생태계인 반

면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생물다양성은 대체로 낮아진다. 이를 보면 육상생태계의 생물다

양성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물의 경우 물이 부

족한 사막에서도 종다양성이 낮다. 따라서 식물의 다양성은 기온과 강수량과 연관이 있

으며, 이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실제 증발산량(actual evapotranspiration)

이다. 빛과 물이 충분하면 광합성과 식물의 생장에 유리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에 의해 식물다양성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실제 증발산량은 식물의 1차생산성

5) Wilson, Edward O. 2002. What Is Nature Worth? Wilson Quarterly  26 :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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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식물의 1차생산성과 종다양성은 상관이 높다.  

반면에 동물의 경우 수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진화적으로 적응한 종들이 많

아 강수량과 종다양성이 큰 관련이 없다. 하지만 동물의 종다양성은 식물의 종다양성과 밀

접한 연관을 갖는다. 해양 생태계의 종다양성은 육상생태계와 비슷하게 위도가 높아질수

록 낮아진다.  

2. 면적과 공급원과의 거리 : 섬생물지리설

이러한 태양에너지와 물 이외에 서식지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한데 생물이 살아가는 서

식지가 특정 지역 내에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생물다양성은 높다. 이러한 서식지의 다양

성 때문에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 면적이 넓을수록 그 속의 생물다양성은 일반

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섬 생태계는 육지에 비해 서식지가 좁으므로 

종다양성이 낮고 섬 중에서도 섬 면적에 따라 종다양성이 비례하는 면적-종수 관계를 보인

다. 맥아더(R. McArther)와 윌슨(E. O. Wilson)이 이러한 면적-종수 관계를 확장하여 

섬생물지리설(island biogeography)을 제안하였다. 섬생물지리설에 따르면 어떤 섬의 

종수는 새로운 종의 이입율과 기존에 있던 종의 절멸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입율은 

새로운 종을 공급해주는 공급원(source)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고 절멸율은 섬의 

면적이 작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큰 섬일수록 그리고 내륙에 가까울수록 종수는 많아진다

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섬생물지리설이 바다의 섬에 적용된 이론이지만, 다른 유형의 ‘섬’

에도 적용된다.  다른 서식지와 분리된 서식지 조각(patch)은 모두 ‘섬’으로 보고 섬생물

지리설을 적용할 수 있다. 개발과 도로 건설 등으로 큰 면적의 서식지가 조각나는 단편화

(fragmention, 그림 2)가 진행되면 ‘섬’의 면적은 작아지고 ‘섬’ 간의 거리도 멀어져서 종

다양성은 감소하게 된다. 종종 고라니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는 ‘찻길 동

물사고(road kill)’는 단편화의 한 결과일 뿐이다. 

서식지 단편화로 서식지가 분할되면 원래 서식지에 비해 각 서식지 조각의 면적도 줄

어들지만 가장자리의 비율도 높아진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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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서식·생육지�단편화

녹색으로 표시된 서식·생육지는 도로와 주택, 공장지대 건설로 나누어지고 좁아진다.  

가장자리는 빛, 온도, 습도, 바람 등의 변동이 매우 심하고 미세기후 (microclimate)가 

숲 내부와 매우 다르므로 사는 종들도 달라지는데 이를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s)라

고 한다. 

[그림�3]�서식지�단편화와�가장자리�면적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들면 가장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길쭉한 모양의 서식지도 

가장자리의 비중이 높다.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면 가장자리를 선호하는 종들이 늘어나고 숲 내부를 선호하는

종이 줄어드는 종 구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크낙새 등 내부종이 서식지 조각의 가장자리

환경에 노출되면 들고양이, 까치, 병원균 등 기생생물과 포식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

어 개체수가 줄어든다.6)  

6)  조도순. 2010.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 pp. 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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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종

또한 핵심종(keystone species)도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

다. 핵심종은 쐐기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치 형태의 다리에서의 쐐기돌(keystone)처

럼 군집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으나 이 종이 사라지면 군집이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포식자가 먹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페인(R. Paine)이 바닷가 암반지대에서 실험한 결과는 포식자인 불가

사리를 제거하면 불가사리의 먹이 중 일부가 엄청나게 늘어나 종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핵심종의 포식에 의해서도 군집 전체의 생물다양성이 높게 유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 요인

7

보통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서식지와 생육지 파괴(habitat destruction), 

도입종과 침입종(introduced and invasive species), 오염(pollution), 인구 증가(over-

population), 남획(over-harvesting)을 든다. 윌슨은 이 다섯 가지 요인의 첫 글자를 따

서 ‘hippo’라고 하였다.

1. 서식지와 생육지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 중 가장 큰 위협은 서식지와 생육지 파괴이다. 

서식지는 동물이 사는 장소, 생육지는 식물이 사는 장소로 정의된다. 서식지와 생육지는

특정 동식물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호랑이의 서식지 또는 매화마름의 

생육지 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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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물들은 아주 오랜 기간의 진화적 적응을 통하여 주변의 물리적 환경과 이웃 생

물들과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서식·생육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식물의 경우는 기후뿐만 아니라 토양 조건이나 빛, 습도 등 자신의 생태적 

지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잘 맞는 경우에만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다. 숲 

속 물이 많은 곳에 자라는 끈끈이주걱의 경우 사람의 간섭으로 주변 소나무를 제거하면 

빛 조건이 달라져 1년 사이에 개체수가 격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보기에 

작은 변화일지라도 어떤 생물에게는 큰 환경 변화가 되고 그 때문에 특정 생물의 서식·

생육지가 사라질 수 있다. 동물의 경우에는 식물과 같은 생산자나 다른 동물에 의존하

기에 서식지의 환경뿐만 아니라 먹이그물로 얽혀있는 다른 생물들까지 서식지에 포함된

다. 예를 들어 호랑이의 주요 먹이가 되는 멧돼지, 멧토끼, 곰, 너구리 등이 사라진 땅은 

호랑이의 서식지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동물의 서식지는 토양, 습도, 온도, 빛과 같

은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먹이의 가용성이나 포식자의 존재와 같은 생물적인 요인도 포

함한다.  

숲이 농토나 택지지구로 바뀌는 토지 이용의 변화나 강에 수로와 보, 댐 등을 건설하는

인위적인 자연의 변경은 모두 서식·생육지의 파괴를 불러온다. 사람의 농업은 강 주변의 거

의 대부분의 습지를 농토로 바꾸어 습지 생물의 서식·생육지를 파괴하였다. 우리나라의 강 

주변에 있던 자연적인 내륙습지는 거의 대부분 논과 밭 등 농경지로 이용되면서 극히 일

부분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7). 2012년에 끝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바닥을 준설함으로

써 모래톱이 있는 저수심의 강을 영구적으로 물에 잠기는 깊은 물이 지나는 수로로 만들

어 흰목물떼새와 같은 얕은 물에 사는 새들의 서식지를 사라지게 하였다8).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서식·생육지는 열

대우림(tropical rainforest)이다. 열대우림은 지구 육지 면적의 7%에 불과하지만, 모든 

생물 종의 절반 이상이 발견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9). 야자기름을 얻기 위한 야자수

농장이나 햄버거 고기를 얻기 위한 소 방목 등을 위해 엄청난 속도로 열대우림이 벌목되

면서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중요지점(상자글 1 참

조)이 대부분 열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열대우림의 파괴를 실감할 수 

있다.

7) 조강현. 2010. 습지, 인간 그리고 생물. 한국생태학회. 생태 창간호 : 72~75.

8) 박미나. 2010. 4대강 사업이 물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비보고서 요약. 한국생태학회. 생태 창간호 : 120~123.

9) 조도순. 2010. 열대림의 생물다양성과 필리핀 열대우림 연구. 생태 창간호 :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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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글 1> 생물다양성 보전 중요지점 (hot spot)1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지점(hot spot)은 고유식물이 1500종 이상이고 서식지 파괴

가 70% 이상 진행된 지역으로 국제보전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에서 지정하며 

2013년 현재 34곳이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중요지점의 전체 면적은 지표면

의 2.3%에 불과하지만, 식물 종 전체의 50% 이상, 육상 척추동물의 42%를 포함하고 있다. 

2. 남획 

서식지 파괴와 함께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남획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이 특정 생물 종을 관상 목적이나 식용 또는 여가를 위해 너무 많이 잡아들

이면 자연 개체군 크기는 줄어들고 절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개체군의 크기가 특정 수

준 이하가 되면 유전자 부동, 근친교배(inbreeding) 등에 의해 생식력이 저하되고 개체군

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절멸에 이르는 ‘절멸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유전자 부동

(genetic drift)’이란 특정 유전자의 빈도가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 매우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병목 효과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병목 효과는 개체군 크기가 

작아지면 유전자다양성이 낮아진 상태가 개체군 크기가 다시 커지더라도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남획을 통해 개체군 크기가 작아지면 유전자 부동으로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지고 절멸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절멸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임계 개체군 크기가 생물 종의 보전에 매우 중

요하게 되는데 이를 ‘최소 생존 개체군 크기(MVP, minimum viable population)’라고 

한다. 특정 종의 MVP를 구하려면 그 종의 개체군 크기에 영향을 주는 기후, 먹이, 포식

자 등 여러 개체군에 대한 생태학적 자료가 필수적이다.

시베리아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서식지 감소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남획된 

영향이 크다. 조선시대의 체계적인 호랑이 포획 정책으로 한반도에서의 호랑이 개체군의 

크기는 계속 줄어들었고,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해수 구제 정책으로 1921년에 남한에서 

10) 박상규. 2010. 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지점. 생태 창간호 :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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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호랑이가 포획된 이후 호랑이는 남한 지역에서 절멸한 것으로 보인다11).  

식물의 경우에도 과다 채취로 약용으로 널리 알려진 야생인삼, 야생도라지 등은 산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하지만 인삼과 도라지는 널리 재배되는 식물이므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 위기 식물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분자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야생식물들은 매우 중요한 천연물 분자들의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보

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3. 도입종과 침입종

외래종은 외국 혹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모든 종을 말한다. 사실 외국에서 들

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진화해서 생태계를 형성한 종이 아니라면 국

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종도 외래종으로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에 기반

을 두고 있지 국경이나 행정구역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생한 종

을 자생종(native species)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자생종으로 알려진 것도 역사적으로 보

면 다른 곳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종이라면 이주할 당시에는 귀화종이었을 것이므로 자생

종과 귀화종의 구분은 쉽지 않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자생종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지역 생태계에서 다른 종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군집의 일원이라면 자생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래종 중 야생 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여 생존할 수 있는 종을 귀화종이라고 한다. 꽃

집에서 파는 많은 외래 식물들은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종들은 귀화종으로 보지 

않는다. 귀화종 중 사람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여온 종을 도입종(introduce

d species)이라고 부른다. 한편 외래종 가운데 새로운 서식지에서 급격히 개체군이 증가

하는 종을 침입종(invasive species)으로 구분한다.  

모든 외래종이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유해종(pest species)이 되는 것은 아니

지만 침입종은 새로 들어온 생태계 생물 종들의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생물다양성을 감소

시킨다.

11) 조홍섭. 2009. 한국호랑이는 언제 왜 사라졌을까? 일본인 엔도 20여년 추적 르포. 한국범보전기금 Amur News
(http://amurleopard.kr/bbs/zboard.php?id=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
rrange=headnum&desc=asc&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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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입배스와 블루길은 내수면 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들여왔다가 전국의 저수지에 퍼

진 상태이며, 큰입배스는 자생종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어류 군집을 매우 단순

하게 만든다. 또 큰입배스의 먹이로 같이 들여온 블루길은 번식력이 매우 높아 많은 저수

지의 우점종이 되었고 물벼룩과 같은 큰 동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을 감소시켜 물생태계를 단

순화하였다. 외래 귀화종인 달맞이꽃은 바닷가의 사구생태계에 퍼지기 시작하여 고유 사

구식물 종들을 밀어냄으로써 사구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래 도입종 및 침입종은 그 자체로 보면 종다양성을 높이기에 생태계에 

좋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물다양성이 높아진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각 생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상호작용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갑자기 다른 곳에 살던 생물이 어떤 생태계에 들어오면 종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종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경쟁자를 제압

하거나 먹이생물들을 먹어치움으로써 또는 상위 포식자를 손쉽게 피함으로써 개체군 크기를

늘리고 다른 생물들을 감소시켜 생물다양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4. 오염과 인구 증가

오염은 어떤 물질이 많아져서 사람이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

한다12). 농경생태계에서 작물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비료가 지나치게 많이 살

포되어 물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면, 도시생태계에서 흘러나오는 유기물과 함께 부영양화

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 된다.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남세균과 같은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

으로 발생하여 우점하게 되고 다른 식물 플랑크톤 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고갈

시켜 다른 동물종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한다.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산

성비나 질소 포화 또한 숲을 고사시키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발전소 주변의 열오염 

역시 생물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에 전 지구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기후변화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들의 증가, 즉 

오염 문제로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에서 2012년에 39

4ppm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온실기체 농도의 증가는 기온 상승과 강수

12) Cummingham WP, Cummingham MA. 2010. Environmental Science, 11th ed. McGrow-Hill,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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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는 생물 종의 북상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생태계의 생물 상호작용을 교란시

켜 생물다양성 감소를 일으킨다. 

인구의 증가는 농경지와 택지 개발 등 인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

물들의 서식·생육지를 파괴하고, 남획을 증가시키고,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침입성 외래

종을 증가시키며, 오염을 증가시켜 생물다양성 감소 요인 대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 숫자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데, 

선진국의 경우 인구에 비해 에너지와 자원을 과다하게 소비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인구뿐만 아니라 1인당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생태계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1인당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발자국(e

cological footprints)’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생태계 영향은 인구 크기 × 생

태발자국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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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대책

8

1. 어떤 종을 보전해야 하는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보호

가 필요한 생물종의 등급을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이 중 위급(CR), 위기(ER), 취약

(VU)의 세 등급을 합쳐서 멸종 우려(threatened) 상태라고 한다.

[표�1]� IUCN�적색�목록의�보전�등급�구분13)

구  분 내  용

절멸(EX, Extinct)

야생 절멸(EW, Extinct in the Wild)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Endangered)

취약(VU, Vulnerable)

준위협(NT, Near Threatened)

관심 불필요(LC, Least Concern)

자료 부족(DD, Data Deficient)

미평가(NE, Not Evaluated)

개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

보호시설에서만 생존하고 있거나 원래의 서식지

역이 아닌 곳에서만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생존하

고 있음.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음.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가까운 장래에 야생에서 멸종 우려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위험이 낮고 위험 범주에 도달하지 않음.

멸종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 부족.

아직 평가작업을 거치지 않음.

IUCN은 이러한 멸종 우려 생물종들의 목록을 취합한 적색목록(Red List)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호랑이를 위키백과에서 검색하면 <그림 4>와 같이 

IUCN 적색목록 3.1에 따라 보전 상태가 위기 등급임을 알 수 있다. 

13)  IUCN. 2012.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3.1, 2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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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시베리아호랑이에�대한�위키백과의�보전�상태�등급.� �

이러한 IUCN 체계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생물종을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IUCN 보전 등급 구분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물 종의 절멸 확률에 근거하여 위급종(5년 이내 또는 2세대

안의 절멸 위험이 50% 이상), 위기종(20년 또는 10세대 안의 절멸 위험이 20~50%), 

취약종(100년 이내에 절멸될 확률이 10~20%)으로 구분하기도 한다.14) 이러한 정량적

인 구분이 가능하려면 보호 대상종의 개체군에 대한 생태학적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2. 법적 보호

멸종 우려 생물 종의 보전에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

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등이 있다. 이 중 CITES는 1973년에, CMS는 1

979년에 체결되었고 가장 포괄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다.  

14) Mace GM, Rande R. 1991. Assessing extinction threats: toward a reevaluation of IUCN threatened species 
categroies. Conservation Biology 5 : 1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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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 협약은 멸종 우려가 있는 생물 종들의 경제적인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으

로 가장 성공적인 야생 동식물 보호 협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생물 종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제1부속서에는 고릴라, 침팬지, 호랑이, 사자, 표범, 재규어, 코끼리, 

코뿔소 등이 포함되며 상업적 교역이 금지되어 있다. 제2부속서에는 제1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앵무새류, 고양이류, 악어류, 왕뱀, 난초류, 선인장류 등이 포함되며 상업적인 

교역이 해당 종의 생물학적 보전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경우 수출

국의 허가에 따라 교역이 가능하다. 제3부속서에 속하는 종들은 반드시 국제적인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특정 국가가 협약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무역단속 협조를 

요청한 종으로 이런 종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

국은 1993년에 CITES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제

적 멸종 위기종’ 35,052종을 고시하여 이들 종의 불법 유통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이 협약은 철새와 같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한 것

으로 1983년에 발효되었다. 현재 10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중요 미가입국으로 미국, 일

본, 중국이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가입 직전 상태에 와 있다.15)

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협약은 전 지구적인 생물 종의 보전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포괄적인 국

제협약이다. 이 협약의 배경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인 인식이 확

대되고 개발도상국의 생물 주권 주장이 제기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의 목표는 생

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다. 20

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아이치 타깃’을 채택하

였다. 아이치 타깃이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2020년까지 실행할 전략 목표를 말한

다. 이 목표에는 숲을 포함한 자연 서식지의 손실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보호지역을 육지

15) 노태호. 201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책과 노력.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 pp.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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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륙 수면의 17%까지, 해안 및 연안 지역은 1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3. 서식지외 보전 및 방사

서식지와 생물은 오랜 진화적 적응을 통하여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생물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종을 자연 서식지 내에서 보전하는 것

이다. 하지만 서식지 내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들을 인위적인 환경 하에서 보호하

게 되는데 이를 서식지 외 보전이라고 한다. 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 방법에는 동물원, 수

렵장, 수족관 등이 있고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원, 수목원, 종자 은행 등이 있다. 동물원이

나 수족관 같은 기존의 전시 교육 및 여가 용도에서 점차 희귀종과 절멸 우려 종들의 인

공 사육 개체군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서식지가 복원된 곳에 방사하여 보전으로 비전이 바

뀌는 추세이다. 

4. 서식지·생태계의 보전

눈에 잘 띄는 몇몇 특정 종의 보전보다는 생물 군집 전체 및 서식·생육지를 모두 포

함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군집 전체 및 생태계의 보

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일이다.

가. 보호지역의 크기

특정 종에 대한 최소 생존 개체군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 종의 

최소 생존 개체군 크기 이상의 개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면적인 ‘최소 역동면적(MDA, m

inimum dynamic area)’을 계산할 수 있다. 먹이그물의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넓은 MDA를 요구하므로, 그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의 MDA를 구하면 가장 많은 생물

종을 보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보호지역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

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식·생육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소 생존 개체군

의 추정이 단기적으로는 50마리, 장기적으로는 500마리인 회색곰 50마리를 부양할 수 있

는 면적보다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 전체의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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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나. 보호지역 설계의 기본 개념 

보호지역을 어떤 개념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

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자원의 지속 가

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해 매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Man and Biosphere)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지역을 말한다.16)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성공하려면 보호

지역을 개방적으로 만들고 주변의 넓은 지역과 교류하게 하며 지역 개발의 주체인 지역주

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생물권보전지

역은 핵심지역과 완충지대, 전이지역의 세 용도구획으로 나뉜다(그림 5).17)

[그림�5]�생물권보전지역의�세�구획

핵심지역(core area)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곳으로 최소한의

모니터링만 허용된다. 완충지대(buffer zone)는 핵심지역을 둘러싼 지역으로 연구, 교육 

및 관광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이지역은 다양한 농업이나 주거지 등으로 이용되며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활동이 허용되는 곳이다. 핵심지역을 완충지대와

전이지역으로 둘러싸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할 수 

16) 김은영. 2010. 보호지역-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곳.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 pp. 212~225.

17) 김은영. 2010. 보호지역-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곳.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 pp. 2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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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정을 지지하도록 한다.18) 현실에서는 핵심지역을 최

상위 포식자의 MDA에 맞는 면적으로 지정하기도 쉽지 않은 반면, 완충지대와 전이지

대 없이 바로 무차별적인 개발 지역과 핵심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안면

도의 모감주나무 군락은 자생하는 모감주나무 숲으로 천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

지만 모감주나무 숲 바로 바깥에는 도로와 식당이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보호지역의 경관생태학적 설계

섬생물지리설과 메타개체군 이론과 같은 경관생태학에 따르면, 보호지역은 될 수 있

으면 넓게, 서식지 조각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고 서식지 조각이 원형으로 배치되며, 서식

지 조각 사이에 통로(corridor)가 있으며 원형의 모양이 선호된다.19) 이러한 여러 설계

원리 중 대부분은 현실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통로만큼은 조각난 서식지

를 연결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로 나누어진 두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생태이동통로

(eco-bridge)가 최근 들어 많이 시도되고 있다(그림 6). 이러한 분리된 서식지 간 통로는 

도로 등으로 격리된 동물들의 이주를 도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그림�6]�네덜란드의�생태이동�통로

                                                            사진 : Henkmuller

18) 이도원. 군집 수준 이상에서의 보전. 보전생물학. 사이언스북스. pp. 187~245.

19) 이도원. 군집 수준 이상에서의 보전. 보전생물학. 사이언스북스. pp. 18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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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해설사의 역할

9

1. 깊이 있는 생물다양성 개념 확산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지만 이에 대

해 이해하려면 생태학적 원리와 유전 및 분자생물학, 진화학 등 폭넓은 생물학적 개념

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까지 학제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해설사가 생물다양성 개념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파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지만 자연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는 그 역할의 중요성

이 매우 크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 생물다양성은 분자, 유전자, 종, 생태계 수준에서 생명 현상의 다양함을 말한다.

○ 현재의 생물다양성은 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 종다양성 개념은 종부유도와 종균등도를 포함하며 절멸뿐만 아니라 종 조성의 균등도 감소도 생물다양

성의 감소이다.

○ 절멸은 지역적 절멸과 전 지구적 절멸, 즉 멸종으로 나눈다.

○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인간에게 혜택을 주며 특히 생태계 기능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이 된다.  

○ 생물다양성의 감소요인으로는 HIPPO 즉 서식·생육지 파괴, 침입·도입종, 남획, 오염 및 인구 증가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 생물들은 오랜 진화를 통해 그들의 서식지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식지를 

배제하고 생물종을 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따라서 개별적인 종들의 서식지를 독립적으로 보전하는 것보다 군집 전체와 서식·생육지를 모두 포함

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

○ 생태계 전체를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호지역을 설계할 때 

핵심지역과 완충지대, 전이지역의 세 구획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지역을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참여

를 이끌 수 있다.

2.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생물다양성이 성공적으로 보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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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해설사는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를 시민들

에게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개발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돈이 되는 개발, 인간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는 생물들이 좀 사라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현재도 이러한 개발 논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실정이다. 4대강 사업

이나 새만금 간척 사업 등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

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공사로 얻게 되는 지역 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지

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물들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은 사람에게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급, 문화, 부양 및 조절 등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생물들은 사람과 함께 40억 년을 이 지구상에 살아온 우리의 

형제들이고 이웃들이다. 그들과 함께 사람은 문화와 종교, 신화를 만들었고 생물들을 

이용해 집과 음식, 옷을 얻었다. 결국 인류 문명은 자연과 생물, 생태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확산

해설사는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종

차원 및 생태계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류 문명은 지금껏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물들을 절멸시키고 서식

지를 파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켜왔다. 이는 사람과 환경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근

거하는데 이러한 이분법에서는 생물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환경에 속한 

존재이다. 

사람과 환경을 이처럼 구분하는 이분법을 벗어나 인간은 자연과 생물의 일부일 뿐이며

인간과 생명,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세계관이 필

요하다. 인간이 지금까지 생물들과 자연에 끼친 해악을 갚는 길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

성을 넘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과 공존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

이다.20)

20) 노태호. 201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책과 노력.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궁리. pp.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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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및 지질환경의 이해

허철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지질학과 지형학

1

지질학1. ( , Geology)地質學

지구 표층부의 광물이나 암석학적인 조성 지층 지각구조의 변화 과정 화석 등의 연 , , , 

구를 통하여 지구 역사를 밝히려는 학문

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좁은 의미의 지질학은 지구의 상층부인 지각 . ( ,地殼  Cr

그림 가까이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광물학 암석학 고생물학 층서학 퇴적ust, 1) , , , , 

학 구조지질학 지사학 광상학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양승영, , , ( , 1998).

그림� 지구�내부�모식도출처�[ 1]� ( :� http://www.usg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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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으로 지구와 지구를 구성한 물질의 역사를 밝히려는 학문이다. 

그 내용으로는 지각의 구성물질 구조 성인 지구의 무생물계와 생물계의 , , , 역사를 밝히

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암석학 층서학 고생물학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지사학 등. , , , , , 

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지사학만을 의미한다 자연지리학사전편찬위원회, ( , 1996).

지형학2. ( , Geomorphology)地形學

지표의 기복 형태를 대상으로 그 특징 성인 발달 과정 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 , , 

지형의 성질 성인 및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원래 지질학에서 파생  된 것이 , . 지

만 최근에는 자연 지리학의 주요 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양승 영( , 1998).

지구과학의 한 분야로 지구 표면의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geomorphology’란 말은 

그리스어의 지구 형태 학문 에서 유래한 ‘geo( )’, ‘morph( )’, ‘logos( )’ 말이다. 지리학에

서 볼 때 지형학은 자연지리학의 한 분야로 연구 방법으로는 야외조사가, , 강조된다 지 . 

형학의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암석과 기복의 관계 파악 ① ② 지형 기복의 진화 연구 

실제로 지형 형성에 관여하는 각종 작용 연구 등을 ③ 들 수 있다 자연지리학사전편(

찬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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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학( , Historical Geology)地史學

2

지사학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지질학의 분과로서 층서학 고생물학 암석학 등이 , , 

기초가 되며 지각변동 기후의 변화 생물의 변천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 . 

지사학의 대 법칙1. 5

지사학 연구는 암석이나 화석 지층의 퇴적 순서 등에서 시간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법칙이 기초로 된다.

가 동일 과정의 법칙. (Law of uniformitarianism)

스코틀랜드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튼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1729 1797), (179∼

등이 주장한 것으로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변화와 똑같은 변화가 과거를 통하7 1875) ∼

여 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라고 주장하.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여 현재를 앎으로써 과거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조르주 쿠비에. (1

등의 천변지이설 과는 크게 대립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가장 중요769 1832) ( )天變地異說∼

한 법칙으로 되어 있다 그림 ( 2).

그림� 암석윤회출처�[ 2]� ( :� http://www.visionlearning.com)



802  Ⅳ 자연환경의 이해. 

나 누중 의 법칙. ( ) (Law of superposition)累重

밑에 놓여 있는 지층이 위에 놓여 있는 지층보다도 먼저 쌓인 것이라는 법칙이며 지‘ ’

층의 상대적인 생성 순서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층이 경사지고 뒤집어지지 . 않

았으면 곧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이 법칙은 윌리엄 스미스 가( 3). (1769 1839)∼

주장한 것이다. 

그림� 누중의�법칙[ 3]�

출처        : http://www.prehistoricplanet.com

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 (Law of faunal succession)

동물화석을 조사하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동물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한 동물도 점차 진화한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군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을 달리하는 지층 상하에서는 화석동물군도 달라진다는 것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동물군을 잘 연구하면 어떤 지층이 더 오래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 4).

그림� 동물군�천이의�법칙[ 4]�

출처                     : http://www.uvm.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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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정합의 법칙. (Law of unconformity)

퇴적이 중단되었거나 침식 기타 지각운동의 흔적이 있는 면을 부정합면이라고 한다. 이 

면은 두께가 없는 면일지라도 긴 시간을 대표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부정합면 . 상하

의 시간적 간격은 다른 지방에 있는 같은 지층을 대비하거나 그 속에 포함된 화석을 연구

하면 알 수 있다 그림 ( 5).

그림� 부정합의�법칙[ 5]�

기저역암의 상부 캠브리아기 장산층은 하부 선캠브리아기 홍제사 화강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음 이 암석 노두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소재함 출처 허철호. ( : ).

마 관입의 법칙. (Law of intrusion)

관입된 암석과 관입당한 암석 사이의 시간적인 관계를 밝혀주는 법칙으로서 퇴적암이

나 변성암 속에 화성암이 관입하였을 때에는 후자가 전자보다 시대적으로 후기라는 것이

다 그러므로 퇴적암만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누중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화성암과 . 퇴적

암이 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된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그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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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입의�법칙[ 6]�

염기성 암맥 이 홍제사 화강암 을 관입하고 있음 이 암석 노두는 경북 봉화군 ( ) ( ) . 褐色 淡色

석포면에 있음 출처 허철호( : ).

화석2. ( , fossil)化石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 때부터 보존된 생물의 유해 인상 및 흔적으로서‘ , ( ) 印象

생물체의 구조가 인지되는 물체 를 말한다 고생물의 족적 배설물 등도 화석으로 취급된’ . , 

다 그림 화석을 연구하는 학문을 고생물학 이라고 한다( 7). ( , Paleontology) . 古生物學

화석에는 동물화석과 식물화석이 있다 또 어느 시대에만 국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 

그 화석이 나옴으로써 그것을 포함하는 지층의 시대를 판명할 수 있는 화석을 표준화석

이라고 한다(Index fossil) . 

화석은 치환작용 건류 광물 침투 등으로 형성되며 과거의 수륙 분포 기후의 , ( ), , 乾溜

변천 생물의 진화 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지층의 순서를 결정,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화석은 고지리도 작성을 가능케 하며 기후의 지시자 진. , , 

화론의 실증자 지층 동정 대비의 재료이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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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룡화석�산지[ 7]�

출처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홈페이지: 

지사각론

3

시생대 와 원생대1. ( , Archean) ( , Proterozoic)始生代 原生代

가 시생대. 

선캠브리아 시대의 첫 지질시대 억 년 이전의 시대를 가리키며 지구 나이 약 억 년. 25 ( 46 )

의 이상을 점유한다 화석이 매우 희귀하며 원핵생물의 흔적이 발견될 뿐이다 이 시대50% . . 

의 암석은 거의 심한 변성작용을 받은 변성암이다 그림 ( 8).

나 원생대. 

선캠브리아 시대의 전반을 시생대라고 하고 그 후반을 원생대라 한다 시생대층이 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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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과 변형을 받은 반면 원생대층은 그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 래에 방사성 

연대가 측정됨에 따라 변성도에 따른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선캠브리아. 시대에서 시생대 

다음의 시대 즉 시생대와 고생대 사이의 지질시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우리나라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결정편암 화강편마암이 이 시대에 속하며 우리나라, 

의 기반암으로 되어 있다 특히 함남 단천 경기 연천 충북 옥천에 널리 발달하고 있어 그 . , , , 

지층을 각각 마천령계 연천계 옥천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화강편마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 , . 

있는 천매암 규암 점판암 석회암을 상원계라고 한다 평남 상원 부근과 황해도 일부에 분, , , . 

포하고 있어서 이러한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림 ( 9).

그림� 시생대�순상지 분포도[ 8]� ( ,� craton)�楯狀地

Patrik Mercier-Langevin et al., 2012

그림� 원생대�지층�분포도[ 9]�

출처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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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대2. ( , Paleozoic)古生代

캠브리아기로부터 시작하여 페름기로 끝나는 지질시대 명칭 원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 

해당된다 약 억 만 억 만 년 전까지의 시대 캠브리아 오르도비스 실루리. 5 4000 2 5000 . , , ∼

아 데본 석탄 및 페름의 개 기 로 나눈다 한반도 고생대 지층은 크게 조선계와 평, , 6 ( ) . 紀

안계로 구분된다 그림 ( 10).

가 조선계. 

평남 황해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두꺼운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으나 하부는 , 

규암과 셰일로 되어 있다 본 계의 지질시대는 하부 캠브리아기 중부 오르도비스기에 해당. ∼

되며 지층의 총 두께는 약 이다1200m .

나 평안계. 

조선계보다 작은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양 부근 함남 남부 강원도 동남부 충북 , , , 

동북부 황해도 동남부 전남 서남부 함북 북부 등에 분포되어 있다 본 계의 암석은 사암, , , . , 

셰일 역암 석회암 등으로 되어 있으며 하부는 석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평안계 하부에 약간, , . 

의 해성층이 협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육성층이다.

그림� 고생대�지층�분포도[ 10]�

출처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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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대3. ( , Mesozoic)中生代

고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해당하는 지질시대 약 억 만 만 년 전까지의 . 2 5000 6600∼

기간이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및 백악기로 나누어진다 고생대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 . 

지각변동이 일어났으나 중생대는 대규모의 지각변동도 없고 비교적 평온한 시대였다 그. 

러므로 생물의 발달도 활발했으며 특히 파충류는 매우 발달하여 소위 파충류 시대를 이루

게 되었다 식물화석으로는 양치류가 적어지고 나자식물이 번식하였으며 후기에는 . 피자식

물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반도 중생계는 크게 대동계와 경상계로 구분한다 그림 . ( 11).

가 대동계. 

전체가 육성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사암 셰일 역암 등으로 되어 있다 심한 습곡, , . 작

용으로 지층은 교란되어 단층도 많다 층 두께는 곳에 따라 다르나 평양 부근에서는 약 . 1

이다300m . 

나 경상계. 

경상도에 주로 분포하며 화성암류 응회암 사암 역암 등으로 되어 있다, , , . 

그림� 중생대�지층�분포도[ 11]�

출처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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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대4. ( , Cenozoic)新生代

중생대 다음의 시대로 제 기와 제 기로 나누며 포유류와 조류 및 속씨식물이 크게 3 4 , 번

성한 시대이다 그림 ( 12).

가 제 계. 3

제 기층의 분포는 대단히 적으며 전 면적의 약 정도이다 동해안에 일부 분포3 1.5% . 

하고 있으며 융기침강의 반복으로 해성층과 육성층이 교호된다 단위지층들은 부정합을 . 

이루고 있다.

나 제 계. 4

토탄을 포함하여 해안의 퇴적층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지층은 아직 굳지 않은 . 

모래 자갈 점토로 되어 있다 황해도 신계지구 경북 영일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 , . , , , , 등

의 현무암은 이때 분출한 것이다 함북 관모봉의 빙식지형 묵호해안의 해안단구 등도 제. , 

기에 형성된 것이다4 .

그림� 신생대�지층�분포도[ 12]�

출처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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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적 지질작용( ) 外因的

4

풍화작용과 토양1. 

암석이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점차로 변화되거나 파괴되어 토양으로 변하는 과정을 풍

화작용이라고 한다 토양학에서는 암석에서 모재 로 변하는 것만을 풍화작용. ( )母材 이라

고 하고 모재에서 토양으로 변하는 것을 토양생성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풍화 과정, . 

은 기계적 작용과 화학적 분해 작용으로 대별된다.

가 기계적 풍화작용. 

암석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팽창 및 수축하므로 자연 균열이 생겨서 파괴된다. 

그러나 암석 사이에 빙결작용이 없으면 온도 변화는 파괴작용의 큰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물이 동결할 때에는 그 용적이 약 분의 증가하므로 그 때문에 상당. 11 1 

히 큰 압력이 생긴다 절벽 밑에 암석편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 이것

은 이러한 작용으로 생긴 것이며 이것을 애추 라고 부른다 식물의 ( , talus) . 崖錐 뿌리도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괴한다 그림 ( 13).

그림� 기계적�풍화작용[ 13]�

애추

출처 : http://www.sangres.com

식물의�뿌리에�의한�풍화작용

출처 허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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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적 풍화작용. 

공기 속에 있는 나 빗물 속에 있는 기타 식물에 의해서 생성O , CO , H O O , CO₂ ₂ ₂ ₂ ₂ 되

는 유기산 부식산 등은 암석을 화학적으로 분해한다 화학적 풍화작용은 용해CO , , . ₂ 작

용 산화작용 가수작용 탄산화작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 . 

바람의 작용2. 

바람의 작용은 해안 고산 건조 지방에서 현저하며 침식 운반 퇴적작용을 한다, , , . 

바람의 침식작용을 풍식 이라고 하며 삼릉 을 가진 삼릉석 이 대표적( ) ( ) ( )風蝕 三稜 三稜石 이

다 그림 ( 14).

그림� 삼릉석[ 14]�

출처 : http://en.wikipedia.org

가 운반작용. 

바람의 속도가 크면 그 속도에 비례해서 큰 사립 이 운반된다( ) . 沙粒

나 퇴적작용. 

바람에 의하여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것을 풍성퇴적물이라고 한다 풍성퇴적물로서 . 중

요한 것은 사막 뢰스 사구 가 있다 그림 , (Loess), ( ) ( 15).砂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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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풍성퇴적물[ 15]�

뢰스 사구

출처  : http://en.wikipedia.org

유수의 작용3. 

가 침식작용. 

비가 오면 일부는 지하수가 되나 대부분은 유수가 되어 작은 골짜기를 만들며 흐른다. 

이 유수는 하곡을 형성하며 두부침식 하각작용 및 측면침식 등으로 골짜기는 깊어지고 , 

커진다 그림 유수의 침식능력은 하안과 하저를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경도 지질구( 16). , , 

조 등에 따라 다르다 동일한 장소에 있어서도 유수량 하저의 경사 하곡의 형상에 . , , 따라 

달라진다 특히 하류 구배는 중요한 요소이며 침식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 . 

그림� 두부침식[ 16]�

출처 : http://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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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반작용. 

유수는 용해를 통해서 또는 띄워서 혹은 굴려서 사력 을 운반한다 물에 녹아서 ( ) . 沙礫 운

반되는 것은 등이며 특히 CaCO3, MgCO3, SiO2, FeO, MgO, CaSO4, NH3, Na, Mg, Al 

가 많다 띄워서 또는 굴려서 운반하는 운반력은 유수 속도의 약 제곱에 비례한다CaCO3 . 6 . 

다 퇴적작용.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면 상류에서 운반해온 토사가 퇴적된다 이 퇴적층을 충적층. 이

라고 하며 생성조건 장소 등에 의해서 충적선상지 하천충적층 사주 삼각주 등으로 분, , , , 

류된다. 

빙하와 그 작용4. 

년간을 통하여 적설량과 융설량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설선이라고 하며 연중1 , 

눈이 녹지 않는 지역을 설원이라고 부른다 설선의 위치는 그 장소의 온도 강설량 지형 . , ,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복잡하나 여름철 평균기온 인 점을 연결한 선과 일치한다 알0 (℃

프스 히말라야 2400 3200m, 4800 5000m). ∼ ∼

설선 이상의 고위도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서는 항상 눈이 쌓여 있고 또 매년 설량이 

많아지므로 그 하부는 빙괴가 된다 이 빙괴는 보통 두께가 이상이다 이러한 빙괴가. 30m . 

서서히 밑으로 이동하는 것이 빙하이다 이동하는 속도는 수 일 하루 로부터 십 수. mm/ ( ) m

일 하루 이다 이 이동으로 빙하 표면에는 많은 틈이 생긴다 이것을 빙하열하m/ ( ) . . (Crevas

라고 한다 그림 se) ( 17). 

그림� 빙하지형[ 17]�

빙하 빙하열하

출처 : http://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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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와 그 작용5. ( )湖沼

호소는 대기 중에 습기를 증가시키고 기후를 조절하며 또 하천의 수량을 조절한다. 

저수지의 역할도 하며 홍수를 방지하고 농업에도 이용되며 거기에 용해된 여러 물질은 침

전해서 광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지하수의 작용6. 

지하수도 유수와 같이 용해작용 침전작용 등을 한다 즉 지하수는 등을 , . , O , CO₂ ₂ 용

해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토양이나 암석을 통과하는 동안에 로 되어 암석을 잘 용H CO₂ ₃

해한다 지하수가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것은 지하수 속에 등이 녹아 있. Ca, Mg, Na, K 

기 때문이다 일반 지하수는 용해되어 있는 광물질을 지하 공동에 퇴적시키며 동굴과 공. 

극 등이 광맥으로 변하기도 한다.

생물의 작용7. 

육상 또는 해서생물도 지표 변화에 여러 가지로 관여한다 즉 지렁이나 땅쥐는 땅을 . , 

판다 그 밖에 큰 작용을 하는 것에 조초산호 가 있다 이 산호는 열대 내지 . ( ) . 造礁珊瑚

온대의 수온 수심 내외의 해저에 부착하여 산호초를 형성한다2 , 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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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적 지질작용( ) 內因的

5

화산과 화산작용1. 

화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의 마그마 가 그보다 지표에 가까운( , magma)巖漿

얕은 장소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그마가 지중에서 지표로 . 

분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화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용융물질이 지표를 통해서 가스나. 

화산탄 용암 등으로 분출하는 곳을 말한다 그림 , ( 18). 

그림� 화산�분출[ 18]�

출처 : http://en.wikipedia.org

지진2. 

지진은 지각 내부에 그 원인이 있는 자연적인 지각의 진동을 말한다 소규모의 진동은. 

물결 교통기관 폭발물 등에 의하여 거의 계속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데 지각 , , , 내

혼란의 결과로 생긴 것 다시 말하면 지각 내의 불평형 상태를 평형 상태로 회복하려는 , 

역학적인 진동을 지진이라 한다 이 지진은 지구가 탄성체이며 강성체이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이므로 지진은 일종의 물리적 현상이며 동시에 지질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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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6

지각융기1. 

지각을 상하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케 하거나 변화케 하는 모든 운동을 지각변동 또

는 지각운동이라고 한다 지각변동 중에 중요한 것은 조륙운동 과 조산운동. ( )造陸運動 (造

이다 지각은 안정된 것 같으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약하고 불안정한 ) . 山運動

상태이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동은 지질시대가 시작된 후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암석의 연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동을 받는 시간은 긴 , 것이다. 

변동 중에서도 가장 완만하고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융기와 침강이다. 융기와 침

강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증거가 된다.

가 융기의 증거. 

융기해안( ) : 隆起海岸• 현재의 해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결의 침식을 받은 자국,

동굴 기타 천공동물이 판 구멍들이 남아 있고 또 모래로 덮인 부분도 있어 과거에 

바다의 침식과 퇴적작용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상승한 . 

해안을 융기해안이라고 한다.

해안단구 해안에 있는 계단상 평지를 말하며 이것은 육지가 급격히 상( ) : 海岸段丘• 승하

고 또 정지하는 현상이 반복될 때에 생긴다 동해안에서 발견되나 특징적인 것은. 적다.

하안단구 와 넓은 지역의 준평원 등도 융기의 증거이다( ) ( ) . 河岸段丘 準平原•

나 침강의 증거. 

익곡 과 리아스식 해안 침강에 의하여 산곡 에 해수가 들어가면 굴곡이 ( ) : ( )溺谷 山谷• 많

은 해안이 된다 이러한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며 이러한 해안이나 . , 다도

해는 침강을 증명하는 것이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다도해는 침강으로 형성된 . 것이다.

침해삼림( ) : 浸海森林• 육지에 있던 삼림이 해저로 들어가서 모래나 자갈에 묻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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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몰육지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 북쪽의 해저지형을 조사해보면 그 ( ) : 水沒陸地

모양이 대단히 복잡하고 산계와 곡계가 발달되어 육지의 모양과 유사하다 이러한 . 해

저지형의 형성 원인은 전에 육지였던 곳이 침수되었다고 설명함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육지가 침강하여 바닷속에 들어간 것을 수몰육지라고 한다.  

습곡2. 

습곡은 지층의 굴곡을 말하며 퇴적암이나 변성암 같은 성층암에서 볼 수 있다 습곡은. 

폭이 수 마일에서 수 인치도 못 되는 작은 것도 있다 습곡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수평 . 

방향으로 작용하는 횡압력에 의한 것이다. 

단층3. 

지각 중에 생긴 틈을 경계로 하여 양측이 상대적으로 전이한 것 즉 일종의 지층의 단, 

절을 단층이라고 한다 단층은 모든 암석에서 생길 수 있으나 주로 퇴적암에 많으며 . 화

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적고 또 발견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정합과 부정합4. 

많은 지층이 침식이나 지각운동 등에 의한 퇴적의 단절이 없이 계속적으로 퇴적하고 있

을 때를 정합 이라고 하나 각 층 간에 침식이나 지각운동 등에 의한 단절이 있을( )整合 때

에는 그것을 부정합 이라고 한다( ) . 不整合

절리5. 

암석에 있는 벌어진 틈을 말하며 양측에 상대적 운동이 없는 것이다 이 절리는 암석의. 

종류나 받은 힘의 방향 등에 따라서 불규칙적인 것 규칙적인 것 등 여러 가지 형태가 , 

있다 절리는 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배열 상태 성층면 기타 장력이나 압축력 등에. , , 

의해 생긴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주로 관찰되는 현무암의 주상절리는 암석이 냉각돼 . 

발생하는 수축작용이 형성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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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운동6. 

산과 산맥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화산활동 차별침식 및 지각변동이다 보통은 둘 이상의, . 

원인이 합하여 만들어진다.

• 화산활동 백두산 과 한라산 은 화산 분출로 생성된 것이다 화산 : (2744m) (1950m) . 

분출로 생긴 산은 보통 고립된 한 개의 산으로 존재하는 것이 많으나 하와이군도와 

같이 화산대를 이루어 산맥을 형성하기도 한다.

차별침식 지각변동으로 만들어진 대지나 준평원지대가 침식작용을 받으면 단단한 : •

지대는 남아서 산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유타주로부터 애리조나주에 걸친 큰 . 

계곡인 그랜드캐니언은 차별침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단층 단층으로 잘린 블록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면 산맥이 생긴다 이러한 산맥을 : . •

단층산맥이라고 한다 함북의 칠보산은 단층산맥의 지루 에 해당하며 추가령은 . ( )地壘

지구 이다 단층산맥이 경동하여 한쪽이 올라가서 기울어진 것을 경동산맥( ) . (地溝 傾動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태백산맥은 경동산맥에 해당한다) . .山脈

습곡 산맥은 습곡으로 형성되는 일이 가장 많다 세계적으로 큰 산맥 즉 히말라야: . , •

산맥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등은 일종의 습곡산맥이다, , . 

• 마그마의 관입 마그마가 지층 내에 관입하여 병반 이나 암주 로 되기 : ( ) ( )餠盤 巖株

때문에 그 상부가 올라와서 돔 모양의 고지를 만들어 산으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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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위한 국립공원별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조사

7

지질 및 지형경관을 대상으로 자연해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공원별로 철

저한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질 및 지형경관 . 

자원 현황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년 주기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전국자연환10 , 

경조사지침에 준해서 작성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 2006). 

공원별로 산재한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노두와 지형경관 산지지형 평지 및 하천( , 

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및 화산지형 자원을 사전 조사하는 것은 자연해설에 필수, , ) 

적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참가자의 준비물 및 해설 전 사전교육

8

준비물1. 

가 해머.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노두 관찰 시 육안으로 암석이 동정되기도 하지만 암석 표

면이 풍화를 받아 동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 노두 앞에 떨어져 있는 전석을 . 대

상으로 암석을 깨뜨려 신선한 절개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질 조사용 해머가 필수적이

다 그림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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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질�조사용�해머[ 19]�

나 루페 돋보기. ( )

해머로 깨뜨린 암석의 절개면은 각종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페 라는 (loupe)

확대경을 통해 구성광물 또는 암석 내 미세구조를 동정하여 암석명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 20).

그림� 루페로�암석을�동정하고�있는�모습[ 20]�

다 콤파스.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노두 또는 단층 절리 및 습곡과 같은 지질구조의 방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림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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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질�조사용�콤파스[ 21]�

라 암석과 광물도감 카메라 수첩 및 필기도구. , , 

지질 및 지형경관 해설 참가자는 관찰 시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노두 또는 지형경관

자원을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 수첩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을 , , 촬

영할 때는 반드시 스케일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암석과 광물도감도 반드시 지. 

참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교육2. 

가 지질도 숙지. 

해당공원의 스케일의 지질도 및 설명서를 통한 전반적인 지질과 지형의 1 : 50000 

사전교육

나 암석동정. 

해당공원의 지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암석들을 동정하기 위해 도감 또는 인터넷을 통

하여 관련 정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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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콤파스의 사용방법. 

해당 공원의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노두 또는 단층 절리 및 습곡과 같은 지질구조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콤파스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전 교육

라 지형조사 항목.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지형경관 단위에 대한 용어와 대표적인 지형경

관 사진에 대한 사전 숙지

사례 연구

9

인왕산 쥐라기 화강암 선바위1. 

이 노두는 중생대 쥐라기 약 억 만 년 전 의 등립상 중립질 조립질 흑운모 화( 1 6000 ) -

강암이며 지표에 노출되면서 그에 평행하게 다소 만곡된 층상절리 와 절, (sheet joint)

리의 틈새를 따라서 차별침식을 받아 나타나는 박리현상 도 잘 보( , exfoliation)剝離現狀

여준다 이 암석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 알카리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이다 이 바위를 뒤. , , , . 

쪽에서 보면 스님이 장삼을 입고 있는 형상을 하여 선 바위라고 불렀다 하며 높( ) , 禪

이는 약 에 이른다 바위의 앞과 뒤쪽에는 수직 또는 수평절리를 따라서 빗물과 공6m . 

기 중의 염분이 함께 들어가 차별침식을 일으켜서 크고 작은 그리고 길거나 둥근 구멍인 , 

풍화혈 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매연 등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 , tafone) . 風化穴

의한 빗물의 강산성화와 미세분진의 고농도화로 풍화는 물론 표면을 검게 물들게 하는 현

상이 더욱 빨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명식 등(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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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왕산�선바위[ 22]�

출처 : http://blog.daum.net/gbbae56/7861870

변산반도 채석강 페퍼라이트2. 

전북 부안군 변산면 죽막리에는 백악기의 격포리층이 분포하며 이 층은 후기의 유문암

질암에 의하여 분출 및 관입되어 있다 이 유문암질암은 주상절리가 발달한 의. 1 30m∼

두께를 갖는 하부 유문암과 유동구조와 급경사 구조를 보이는 상부 유문암으로 구분된다. 

하부 유문암은 수성 환경에서 분출한 것이며 높은 유동성이 있었던 상부 유문암은 육상 , 

환경에서 분출한 것이다 유문암 주변에는 화강암 편마암 및 퇴적암을 함유한 역. , 암과 각

력암맥이 분포하고 있다 페퍼라이트는 하부 유문암과 격포리층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최(

석원 등, 2001).

페퍼라이트 는 암석의 성인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조성이나 입자 크기에 의한(peperite)

분류 이름은 아니다 년에 석회암과 현무암의 혼합된 부분을 발견한 스크로프라는 . 1827

지질학자가 땅 위에 후추를 뿌려놓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후추암 즉 로 , peperite

명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페퍼라이트는 주로 해양이나 호수 혹은 지하수가 다량 함유된 . 

미고화 퇴적물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해양에서 발생하는 화산 분출물

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와 울릉도 변산반도 대구 등지에서. , , 산

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페퍼라이트의 형성 원인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년대 이후부터 실험적인 1970

방법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왔다 년대는 우주개발을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연료 . 1970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것이 연료와 냉각제 사이의 반응이었다 이것은 페퍼라이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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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비슷한 액체 마그마와 차가운 물과의 반응으로 현재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기도 하다 현재까지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뜨거운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차가운 물 혹은. 물

을 다량 함유한 미고화 퇴적물과 만났을 때 마그마와 물 사이에 증기막이 형성되고 두

유체사이의 온도 차와 물성 차로 말미암아 이 증기막이 파괴되어 일부분은 파편화되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물과 마그마의 반응이 일어나 증기막을 파괴시키는 현상이 반복되

어 형성된다고 한다 그림 ( 23). 

그림� 변산반도�채석강�페퍼라이트[ 23]�

출처 허철호: , http://geobank.or.kr

경남 거창군 북상면의 새프롤라이트3. 

본 새프롤라이트 노두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황점매표소에서 영각사 가는 (saprolite) 

도로변에서 관찰되는 지형으로서 암석이 겉으로는 그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 , 

내부적으로는 화학적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푸석푸석해진 상태를 말한다 화성암과 . 

변성암 계통에서 모두 발달하지만 특히 본 지역에서는 조립질 광물로 구성된 ( ) 粗粒質

복운모 화강암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화강암은 고온 다습한 환경하에서는 화학적 . 

풍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화강암을 구성하는 광물 중 가장 먼저 장석 성분이. 

쉽게 분해되고 결국은 화강암은 그 결합력을 상실하여 푸석푸석해진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석비레 썩은 바위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후기에 관입한 산성암맥‘ ’, ‘ ’ . ( )酸性巖脈

이 잔존되어 격자상으로 산출되고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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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남�거창군�북상면의�새프롤라이트[ 24]�

출처 허철호: , http://geoba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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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형조사 항목< 1> 

대구분 중구분 지형�단위

산지 지형

(Mountaineous

Landform)

침식 및 풍화 지형

급애(cliff)

암석돔(dome)

판상절리지형(sheeting joint landform)

수직절리지형(vertical joint landform)

토르(tor)

악지(badland)

고위평탄면

고립구릉(isolated dome)

권곡(kar or cirque)

설식와지(nivation hollow)

풍화동굴(cave)

그루브(groove)

나마(gnama)

산지타포니(tafoni)

단층 선 곡( )

삼각말단면

퇴적 지형

구조토(patterned ground)

암괴류(block stream)

암괴원(block field)

애추(talus or talus cone)

산지습지(montane wetland)

평지 및 하천 지형

(Plain and Stream 

related Landform)

침식 지형

폭포(water fall)

폭호(plunge pool)

포트홀(pothole)

소(pool)

감입곡류구간(incised meander)

미앤더코어(meander core)

협곡(canyon or gorge)

하식애(stream cliff)

하식동(stream cave)

퇴적 지형

삼각주(delta or delta fan)

선상지(alluvial fan)

하성충적지(fluvial deposits)

포인트바(point bar)

자연제방(nature levee)

하중도(mid-channe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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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중구분 지형�단위

평지 및 하천 지형

(Plain and Stream 

related Landform)

퇴적 지형

사력퇴적지(bar)

구하도(old channel)

하도yazoo (yazoo stream)

우각호(ox-bow lake)

천정천

망류하도구간(braided stream)

지류습지

배후습지

구분류습지(interrupt tributary wetland)

하안단구(fluvial terrace)

호소성습지(lacustrine wetland)

용천(spring)

해안 지형

(coastal Landform)

침식 및 풍화지역

해식해(sea cliff)

해식동(sea cave)

파식대(wavecut platform)

시스택(sea stack)

시아치(sea arch)

노치(norch)

마린포트홀(marine pothole)

해안타포니(tafoni or honeycomb T)

퇴적 지형

간석지(tidal flat)

염습지(salt marsh)

거력해안(boulder beach)

자갈해안(gravel beach)

모래해안(sand beach)

패사해안(organic sand beach)

사취(spit)

사주(sand bar)

연안사주(barrier island)

육계사주(tombolo)

육계도(land-tied island)

범(berm)

비치리지(beach ridge)

석호(lagoon)

해안사구(coastal dune)

사구습지(coastal dune wetland)

해안충적지(coastal deposits landform)

기타 해안단구(coastal 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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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중구분 지형�단위

카르스트 지형

(Karst Landform)
기타

간척지(reclaimed land)

돌리네(doline)

우발라(uvala)

자연교(natural bridge)

카렌 또는 라피에(karren or lappie)

석회동굴(limestone cave)

카르스트 건곡(blind vally or sinking creek)

카르스트 용천(karst spring)

화산 지형

(Volcanic

Landform)

용암원정구(lava dome)

분석구(scoria cone)

응회구(tuff cone)

응회환(tuff ring)

마르(maar)

구상화산

화구(crater)

중앙화구구

화구호(crater lake)

칼데라(caldera)

칼데라호(caldera lake)

용암대지(lava plateau)

스텝토(step-toe)

베게용암(pillow lava)

새끼용암(roped lava)

화산 건곡(volcanic dry valley)

용천(spring)

주상절리지형(culumnar joint land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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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형조사표< 2> 

위치코드 사진번호 조사자

조사일자 촬영좌표

홍수�빈도 행정구역

대표 사진< >

사진

설명

조사격자의�

주요�지형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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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질조사표< 3> 

지형도명

(1:50,000)
조사일자 조사자

시료번호 행정구역

사진번호 노두좌표

주요�지질

대표 사진< > 노두 스케치< >

사진설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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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용어집< 4> 

ㄱ

건류 섬유소로 구성된 식물이 퇴적물에 묻혀 압력과 열을 받으면 탄산가스 메탄: , , •

산소 수소 기타의 휘발성 물질이 발산되어 점차 탄소의 양만이 집적되는 현상, , .

결정편암 편리가 발달한 광역변성암의 총칭: . •

고생대 캠브리아기로부터 시작하여 페름기로 끝나는 지질시대 명칭: .•

고생물학 화석에 근거하여 과거 지질시대의 생물을 연구하는 학문: .•

고지리도 과거 어느 지질시대의 지리를 복원해서 보여주는 지도: . •

• 구조지질학 지층이나 암체와 같은 지각 구성 부분의 배열 상태와 이들 상호 관계나: 

움직임을 연구하는 지질학의 한 분과.

규암 주로 석영으로 구성된 등립상 조직의 변성암: .•

• 광맥 광석 광물만으로 되어 있든지 광석과 맥석광물이 섞여 있든지 관계없이 암석의: , 

틈을 메워 판상이나 시트상을 이룬 맥.

광물 천연산 결정질 물질이며 무기원의 고체로서 일정한 화학 조성과 결정구조를 : •

가진 물질.  

광상학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광물이나 암석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 .•

기반암 토양이나 그 밖에 고화되지 않은 퇴적물 아래 깔려 있는 단단한 암반: .•

기저역암 부정합면 바로 위에 놓인 역암: . •

ㄴ

나자식물 씨를 씨방 속에 품지 않는 식물: .•

• 노두 표토 아래에 있는 기반암의 일부가 지표로 나와 있는 부분 지표에 드러난 지각: . 

구성암석.

ㄷ

• 대지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고도를 가진 수평층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고도의 거의 수평한 표면을 가진 지형. 

데본기 고생대의 한 지질시대 단위로서 실루리아기와 석탄기 사이에 해당한다: .•

두부침식 하천의 침식 형태의 하나로 하천이 상류 쪽으로 침식하여 그 길이를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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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 등립 화성암이나 변성암을 구성하는 주성분 광물입자들이 거의 같은 크기인 암석의: 

조직을 가리킨다. 

ㄹ

뢰스 주로 실트로 이루어진 회색 내지 담황색으로 바람이나 빙하에 의해 운반된 먼: •

지가 쌓인 플라이스토세의 육성퇴적물을 말한다.

ㅁ

• 마그마 지구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동성 암석물질로서 기존 암석을 관입: 

하거나 지표로 분출한 뒤 냉각되어 화성암이 된다. 

모재 토양층 밑에 있는 순수한 기반암의 풍화산물을 가리킨다: .•

ㅂ

박리현상 풍화작용으로 암체가 판상 동심원상 조가비상으로 벗겨지는 현상: , , .•

방사성연대 방사성원소와 그들의 붕괴산물을 정량 분석하여 측정한 연대: .•

백악기 중생대를 개의 기 로 나눈 마지막 지질시대: 3 ( ) .紀•

변성암 기존의 암석이 온도 압력 화학적 환경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원래의 : , , •

성질이 변한 암석.

병반 퇴적암의 층리를 따라 볼록렌즈 모양으로 관입한 화성암체: .•

ㅅ

사암 주로 모래입자가 교결된 암석: .•

사주 해안 호안 하안을 따라 수면 위에 만들어지는 낮은 모래언덕: , , .•

삼각주 강 호수의 하구에 형성되는 퇴적물의 집합체: , . •

석탄기 고생대 지질시대 명칭 데본기와 페름기 사이에 해당: . .•

석회암 를 주성분 중량 이상 으로 하는 퇴적암: CaCO ( 50% ) .₃•

선캠브리아기 고생대보다 오래된 지질시대 고생대의 첫 지질시대인 캠브리아기에 : . •

앞선 지질시대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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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 박리 가 발달한 점토질 암석: ( ) .剝離•

순상지 강괴에 넓게 분포하는 기반암 지대 흔히 매우 완만하고 볼록한 지표면을 : . •

보여주며 주위에는 퇴적암으로 구성된 대지 가 분포한다, (platform) .

실루리아기 고생대의 세 번째의 지질시대: .•

ㅇ

• 암석 지구의 최상부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광물의 집합체 성인에 따라 화성암: . ,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눈다, .

• 암석윤회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 오랜 기간의 변화를 받아 다른 암석으로 변화: 하

는 과정을 말한다 암석의 근원은 마그마에 있고 마그마의 결정작용에 의해 화산. , 

암 심성암 반심성암 등으로 구분되는 화성암이 형성된다 이 중 심성암의 하나, , . 

인 화강암은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의 과정을 거쳐 퇴적암을 이루게 된다, , , . 이때 

퇴적물질이 지각 심층부에 매몰되면 큰 압력과 열을 받아 암석의 구성물질이 변하여 

변성암이 된다 변성암이나 퇴적암이 또다시 풍화작용을 받아 새로운 암석을 구성할 . 

수도 있으며 계속 고압과 고열상태에 머무르다 재용해되어 마그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풍화 침식 운반 고결 변성 용해작용 등에 의해 암석 구성물질이 , , , , , 변화되어 

계속 새로운 암석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암석윤회라 한다.

암맥 기존 암석의 틈을 따라 관입한 판상의 화성암체를 암맥이라고 하고 암맥을 구: •

성하는 암석을 맥암이라고 한다.

암주 대개 원형의 분포를 보이는 관입 화성암 지표면에 이내의 면적으로 : . 100km2 •

분포한다. 

양치류 꽃을 피우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관다발 식물: .•

• 역암 직경 이상의 둥근 자갈들 대체로 이상 이 모래나 실트와 같은 : 2mm ( 25% )

세립의 기질 속에 들어 있는 조립질 퇴적암.

오르도비스기 고생대의 두 번째 지질시대: .•

용암 암석 구성물질이 용융 상태에 있는 것: .•

유문암 규장질 분출암 석영과 알칼리 장석의 반정이 유리질 내지 은정질 석기에 : . •

들어 있는 반상조직과 흔히 유동구조를 보여준다. 

• 육성층 육상에 직접 퇴적되었거나 해양과 격리된 하천 호수 빙하에 퇴적된 지층: , , .

• 응용지질학 광상 토목공사 수자원 개발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지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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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응용하는 지질학의 한 분과.

응회암 화성 쇄설물이 고화된 암석을 통칭하는 명칭: .•

• 원핵생물 핵이나 세포기관이 없는 비교적 단순한 원형질막 구조를 가진 생물군: . 

박테리아 청록조가 이에 속한다, .

ㅈ

자연지리학 인간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지표면을 연구한다 지표면의 현상과 변화에 : . •

관련된 자연적인 현상의 분류 형태 범위를 다룬다 지형학 기후학 토양 생물지리가, , . , , , 

주요 분야로 포함된다.

전석 암석의 파편이 원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 .•

점판암 세립질 암석 보통 셰일이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더욱 치밀하게 된 암석: .•

• 조립질 개개의 광물입자가 비교적 굵은 결정질 암석이나 그 조직을 가리키는 수식어: .

특히 화성암의 경우에 그 입자가 이상인 조직을 가리킨다5mm .

주상절리 현무암질 용암류와 같은 분출암이나 관입암에 발달하는 기둥 모양으로 평: •

행한 절리 그 횡단면은 다각형을 보여준다 마그마나 용암이 냉각되는 도중 수축되. . 

어 생긴 것이다. 

쥐라기 중생대의 두 번째 지질시대: . •

준평원 산지가 침식기준면 가까이까지 침식되어 생긴 기복이 작은 평원: . •

중립질 개개의 결정입자가 평균 인 화성암이나 화성암의 조직: 1 5mm .∼•

중생계 중생대에 퇴적된 지층: .•

• 지각 지구에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위에 놓인 최상부층 이는 지진파의 전파 : . 

속도 밀도 조성 기타 여러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지각은 전 지구 체적의 , , , . 0.1% 

미만이다.

지구 양쪽이 단층으로 경계지워지고 주위보다 낮고 좁은 긴 지대: . •

지사학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

지루 지각의 일부가 길쭉하게 융기된 부분: . •

지층 층상으로 발달한 암체 일반적으로 퇴적암을 가리키지만 용암이나 응회암과 : . •

같은 화산암층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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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차별침식 침식에 대한 저항성 차이 때문에 곳에 따라 침식 속도가 다르게 진행: 

되는 것.

천매암 얇은 박편으로 쪼개지는 세립의 이질암 기원 변성암: .•

천변지이설 현재 자연의 성질과 이에 대한 경험을 초월하는 즉 초자연적인 급격한 : , •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지각에 변모를 일으켰다고 설명하는 설.

• 층상절리 압력이 제거되어 생기는 절리로서 박리현상과 같이 화강암과 같은 : 거

대한 암체가 판상체나 렌즈상으로 지표면에 대체로 평행하게 분리되는 것이다.

층서학 지층의 순서 분포 암상 암질 화석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생성 시대의 : , , , , •

신구를 기준으로 하여 지층을 구분하고 다른 지역의 지층과 대비하는 지질학의 한

분야.

ㅋ

카르스트 석회암 석고 그 밖에 용해성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지반의 용해로 : , •

형성된 함몰지 동굴 지하 배수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형, , .

• 캠브리아기 고생대의 첫 번째 지질시대 고생대 초부터 오르도비스기 전까지에 : . 

해당되는 시대.

ㅌ

토탄 부서지기 쉬운 갈탄: .•

퇴적암 기존 암석의 풍화산물인 쇄설성 퇴적물이나 유기물 또는 용해물질이 층상으: •

로 쌓여 굳어진 암석.

퇴적학 운반 퇴적작용에 의해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 .•

트라이아스기 중생대의 첫 번째 지질시대: . •

ㅍ

페름기 고생대의 마지막 지질시대 석탄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해당한다: . .•

피자식물 이중수정을 함으로써 씨들이 씨방에 들어 있는 현화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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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하안단구 하천의 계곡에 형성되는 여러 수평면 중 하나: . •

현무암 검은색을 띠는 염기성 화성암의 일반 명칭으로 흔히 분출암이지만 국부적으: •

로 관입암인 경우도 있다. 

• 해성층 바다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 대개 대륙붕이나 대륙 주변의 반심해 또는 : . 

이보다 깊은 물속에 퇴적된 퇴적물.

해안단구 연안에 평행하게 계단상으로 발달한 지형: .•

화강암 석영이 무색광물의 를 점하고 알칼리 장석과 전체 장석의 비율이 : 10 50%∼•

일반적으로 에 해당하는 심성암이다65 90% .∼

• 화강편마암 변성암의 일종으로서 변성작용을 받아 화강암과 동일한 광물조성을 : 

갖게 된 편마암이다. 

화산탄 화구에서 분출된 점성의 용암이 공기 중에서 회전하면서 고화되어 낙하한 : •

둥근 모양의 암괴.

• 화석 과거 지질시대에 살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또는 인상들이 지각의 암석에 보존: 

되어 있는 것 넓은 의미로는 지질시대 생물의 증거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 화성암 약 의 고온 규산염 용융체인 마그마가 지각에 관입하거나 : 800° 1200∼ ℃

지표로 분출하여 냉각 고결된 암석.

흑운모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운모군에 속하는 주요 조암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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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의 이해

김보현 국립공원관리공단( )

보호지역의 개념과 가치

1

보호지역의 개념1. 

보호지역 이란 개념은 각 시대의 규범 가치 문화 등을 반영하면서 발(protected area) , , 

달해왔다 보호지역은 기원전 만 년경 농경생활이 시작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 1

하면서 인간의 이용으로부터 보호된 특별한 장소인 신성지역 으로 인식된 것에‘ (sacred)’

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Chape et al., 2008). 

이후 수천 년 동안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주는 장소이자 개인 또는 공동, 

체 소유의 사냥 금지구역과 영적인 공간으로서 남부아시아의 칙령 아프리(royal decrees), 

카의 성림 그리고 태평양 제도의 금기 지역 등의 형태로 존재해왔(sacred groves), (taboo)

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군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한국인의 자연관 또는 자연숭배 사상에 따라 . 

보호지역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없는 상태이다. 

보호지역의 개념은 시대와 지역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 인

정받고 있는 보호지역의 개념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생물다양성협약 제 조< 1> . (CBD) 2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지역이란 특정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 ‘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엔 생물다양성’ ( , 1992). 

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포괄적이면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정의 중 하

나이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은 .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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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방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

된 지리적 공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년에 정의한 개념에서 생태’ (Dudley, 2008). 1994

계 서비스와 문화적 가치 증진의 개념을 추가하여 보호지역의 개념을 기능적인 측면까지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보호지역 정의[ 1]� (protected� area)�

구분 내용

국제

사회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 1992)

특별한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 통제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 , 
한정된 지역 협약 제 조( 2 )
‘Protected area’ means 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which is d
esignated or regulated and managed to achieve specific conserv
ation objectives.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1994)

생물다양성 자연 문화자원 보호와 유지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 ·
로 법을 통한 관리나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IU
CN, 1994)
An area of land and/or sea especi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
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
ociated cultural resources, and managed through legal or other e
ffective means.

세계자연보전연맹

(Dudley, 2008)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방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되고 관리되, , 
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Dudley, 2008)
A clearly defined geographical space, recognised, dedicated and 
managed,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 to achieve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nature with associated ecosystem se
rvices and cultural values

국내

국토연구원(2000),

환경부(2007)

특정지역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지 문화유적지 등의 자연환경이나 , , 
문화환경을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
정한 일정한 구역

한국법제연구원

(2005)
자연환경 또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관리방식 또는 계
획 아래 개발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토지 산지 습지 수면, ,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 , · , 
목적으로 법적 또는 기타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

우리나라는 생태계 서비스, 문화적 가치 증진 등 기능적 측면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보호지역 지정 목적과. 지정 기준은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 더불어 경관 

보전의 개념을 담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여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개념을 정의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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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물다양성과 경관‘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생태적 문화적 가치와 생태계 서비스를 증, 

진하기 위하여 법률로 지정관리되는 지역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호지역 개념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를 분

석하고 있는 접근방법도 있다 이에 따르면 년대 중반 이후 보호지역에 대한 . 1800 사

회적 관점의 변화를 근대적 모델 현대적 모델 미래형 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 , 있

다(Ervin et al., 2010). 

표� 보호지역�개념의�시대적�흐름[ 2]�

구분

근대적�모델

년대�중반(1800

년대1970 )〜

현대적�모델

년대 년대(1970 2000 )〜

미래형�모델

년대�이후(2010 )

지정

이유
생산적 사용과 휴식

사회적 생태적, , 

경제적 목적

필수적 생명 유지 시스템의

유지 전략

목적
기능적 가치보다는 

풍경의 가치에 관심

과학적 경제적, , 

문화적 가치

생태계 서비스를 지원 및 

기후변화 적응 회복 완화, , 

관리

목표

공원 방문자를 위한 

관리

지역주민을 고려한 

관리

생태계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적, , 

생태적 가치 증진

관리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지역공동체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과 파트너

관리

계획
지역주민 배제

지역주민과 함께, 

이들을 위하여 때로는 , 

주민에 의해 수행

다양한 부문의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 이해 , , 

당사자들에 의해 수행

자산

가치
국가의 자산

가치 있는 공동체 

자산이자 국제적 

관심의 대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치 , , 

있는 대상

출처 재구성: Ervin et al.(2010) Protected Areas for the 21st Century. 

근대적 모델 년대 중반 년대 은 보호지역을 독립적 존재로 (classic model, 1800 1970 )∼

간주했다 기능적 가치보다는 주로 풍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정하였으며 주로 방문자를 . , 

위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보호지역을 훼손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들은.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현대적 모델 년대. (modern model, 1970 2∼

년대 은 보호지역 관련 주요 관심사항을 관리효과성 평가 보호지역 네트워크 거버넌000 ) , , 

스 지속 가능한 재정 등으로 확장하였다 보호지역을 사회적 생태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 . , 

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고 주변 지역과 하나의 통합된 생태학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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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역 관리에 지역주민을 고려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미래. 

형 모델 년 이후 은 생태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emerging model, 2010 ) 적응 생, 

태계 복원 및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며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 증진을, , 관리 목

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부분의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들 이해 당사자들을. , 위해 그 , 

리고 이해 당사자에 의해 보호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은 보호지역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자연문화자원, , ․

경관자원 등의 보호 및 유지가 주된 목적이지만 보호지역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보호. 

지역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호지역은 도시. 

생활에 지치고 기계화되고 정형화된 현대인의 삶에서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생활환경을 개

선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 堡壘

보호지역의 가치2.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인류를 포함, 

하여 모든 생물종이 의존하는 근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에 달러 미만의 . 2

생활비로 살아가는 세계 인구의 분의 이 넘는 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생물다4 1 27 양성의 

중요성이 특히 더 크다 세계 극빈층 인구의 정도는 식량(Ervin et al., 2010). 70% ,

물, 주거 약품 생계 등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물다양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 ,

세계 인구의 분의 은 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6 1 (SCBD, 20

09 ; Emerton, 2009). 

국토 면적의 를 차지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사례로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생물3.8%

다양성을 살펴보면 한국의 천연림 면적은 로 국토 면적의 인데 국립공원 내에 373 0.4%㎢

전체 천연림의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원시적인 극상림 및 고산초원을 이루는90% . 

지역의 약 가 국립공원 내에 분포하고 있고 한국에 서식하는 동물 척추동물 의 77% , ( ) 7

이상이 국립공원 내에 분포하고 있어 국립공원은 한국의 야생생물 서식지로서 큰 0% , 의

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자생생(MoE and KNPS, 2007). 

물은 약 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년 현재 만 종만이 보고되어 있다 이 10 , 2012 3 9150 . 

중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이 만 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1 5876 40.6% 

달한다 특히 식물은 종 중 종 이 분포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 , 5281 3308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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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식물 종 중 종 이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어 보호지역이 국가 생물246 145 (59%)

자원 보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http://www.index.go.kr; 

공원관리공단, 2013). 

최근 들어 보호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

는 보호지역 이슈는 생태계 서비스와 가치의 증진이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 생

태계 서비스를 비롯해 보호지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

태계 서비스란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말하는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사람들. 

이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생태계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적인 요

소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가 훼손된다면 생태계 서비스도 줄어들 것이다. 

밀레니엄생태계평가 에서는 생태계 서비스(McNeely and Mainka, 2009). (MA, 2003)

를 지원 공급 조절 문화 등 개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 , 4 . 

지원 서비스는 일차생산 물질 순환 물 순환 서식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지원 서비스, , , . 

로부터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간접적이며 생태계가 문화 공급 조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 · ·

있도록 지원해준다 공급 서비스는 생태계를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을 의미한다. .

공급 서비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으며 생태계로부터 발생하는 , 혜

택이 명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의 약 분의 개 중 . 3 1(105 3

개 이 보호지역으로부터 식수를 직접 공급받고 있고 서울과 도쿄 베이징 등 개 3 ) , , 10 도

시는 보호지역을 포함하는 원거리 유역에 위치한 수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연

구 결과는 보호지역 공급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Dudley and Stolton, 2003) 

적인 사례이다 .

조절 서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대기 및 . 

기후의 조절 수질 및 수량 해충 및 질병 폭풍 등 기타 자연재해 등에 대한 조절을 , , , 의미

한다 최근 범지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저감 및 완화 적응 등 환경 . ,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은 생태계 조절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문화 서비스는 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비물질적이며 무형적인 혜택이다 이는 생태계의 . 

미적 영적 영감 종교적 측면 교육과 과학 문화적 친화력과 유산 가치 등을 포함한다, , , , , . 

이와 같이 보호지역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개념에서 생태계 서비스의 등장은 보호지역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필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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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태계�서비스의�분류[ 1]�

출처: MA(2003)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A Framework for Assessment

년 밀레니엄생태계평가 에서 생물다양성2005 (M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은 직접적으로는 생태계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어하며 간접적으로는 생태계 서비스( ) , 를

유지하고 생태관광과 휴양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MA,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보전논리가 경제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2005). 

했다고 할 수 있다. 

보전론자들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을 통해 정책결정권자들이 행

동을 취하고 시장에서 생태계와 인간 복지와의 관계가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 결

과적으로 자연보전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McNeely and Mainka, 2009). 

움직임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평가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유럽연합 세계자원연구, (UNEP), (CBD), (EU), 

소 등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

sity) 관련 보고서에는 자연보호에 투자된 돈은 최소 배에서 배의 경제적 이익을 주25 100

지만, 자연의 훼손을 방치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

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과 같은 직접적인 보전이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 

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시킨다 생태계 . 

서비스 및 공공재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해 투자 대비 사회적 이익에 대해 계산한 결과 

높은 비율의 혜택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Dudle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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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지역 발전사

2

우리나라에서 보호지역은 오늘날과는 관리 목적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왕 또는 권력가

소유 지역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민속신앙에 따라 성스러운 공간으로 보전하는 등

의 형태로 우리민족과 함께해왔다 문헌에 나타난 보호지역 관련 자료는 주로 조선시대. 부

터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연보호 역사는 고대 단군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한

국인의 자연관 또는 자연숭배 사상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국토는 왕 국가 의 소유였고 개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 ) . 

산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던 정책이 조선조에까지 이어져 산림은 공유의 성격으로 관

리되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숲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왔는데 이러한 규제. 정책

이 시행된 곳이 보호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호정책에 대한 기록은 . 조선

시대 들어 경국대전 등에 기록이 남아 있다 임경빈‘ ’ ( , 1998). 

년 대한제국은 삼림법 을 제정해 공포하였다 산림법은 산림 소유자에 따라1908 ( ) . 森林法

제실림 왕실 소유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은( , ), , , . 帝室林 모

두 국가 소유라는 원칙적 개념에서 소유의 한계가 분명히 구분된 시점이다 일제강점. 기

에 접어든 년 조선총독부 제령 제 호 삼림령이 공포되었다 산림령 제 조에 1911 10 . 1 조‘

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 의 위생 어부, , , , ( ) , 公衆

또는 풍치를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할 ( ) 漁附 수 

있다 고 정하였다 임경빈 년 우리 정부에 의해 산림법이 제정될 당시 포함’ ( , 1998). 1961

되어 지난 년 산림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조항에 있었던 보안림의 개념이 2009 이때 

등장한 것이다. 

년 제령 제 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 6 ( 6制令 第 號 朝鮮寶物古蹟名勝天

이 제정되었다 년 정부 수립 후 문교부 문화국 문화보존과에서) . 1948然記念物保存令 문화재 

보호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제정하였던 이 보존령은 제헌 헌법 제 1 조00 규

정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에 따라 그대로( ) 효력을 

유지해 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보호지역 관1962 . 

련 법령은 년대 우리 정부가 제정한 초기 보호지역 관련 법률인 산림법과 문화재보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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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쟁 휴전 후 탄생한 정부에 의해 국가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고 각 분야에서 국625․

가의 기능이 발휘되기 시작한 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개념의 보호지역 제도가 1960

태동한 시기이다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공원법 조수 보호 및 . (1961), (1962), (1967), 수

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1967) , , 등

이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년대에는 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이 처음으로 지정1970 되

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환경보전법 과 해양오염방지법 이. (1977) (1977)

제정되었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총

회에서 승인되었고 년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 1971 (

르협약 이 채택되었다 년에는 유엔 주최로 인간과 환경회의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 . 1972

개최되었으며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논의한 시발점인 인간과 환경회의에서는 ,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 유엔환경

계획 을 창립하였다 인간환경선언 결의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월 일 을(UNEP) . (6 5 ) 세계 환

경의 날로 지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같은 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의 근간이 . 

되는 세계유산협약을 체결하였다 년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거래에 . 1973

관한 국제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을 체결하였다wild fauna and flora) .

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유형의 보호지역 관련법 제정은 없었으며 공1980 , 

원법을 폐지하고 자연공원법을 제정하였다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년에 군립공원 강천. 1981 (

산 이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산림법에 의한 천연보호림이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년에) , . 1982

는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협약에 근거한 최초의 보호

지역을 지정하였다 이후 년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가 년 제. 20 2002

주도를 필두로 지자체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년 . 1987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맡아오던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창설하여 위탁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리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년에는 우리. 1988

나라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 생태경관 , ( ․

보전지역 과거 형태 을 처음으로 지정하였다) .

년대 국제사회는 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을 체1990 1992 , 

결하는 등 자연환경 분야의 높아진 관심을 환경보전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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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로 펼쳐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 , CITES, 

입하여 국제사회의 환경보전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협약의 이행을 .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림� 우리나라�보호지역�관리�연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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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환경보전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년대 1991 . 1990

말에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과 습지보전법 등 (1997) (1999) 

보호지역 관련 법률이 신규 제정되었는데 이는 년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제, 1977

정 이후 년 만에 보호지역 관련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도서와 20 .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등이 지정되었다, .

년대에는 보호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0 (200

야생동식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3), (2004), (2005),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 새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산림자원의 조(2006) .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지역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산림보호법 을 제정하(2009)

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보호법으로 개정하는 등 등 각종 보호지역 관련법을 , 

신규 제정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관련 국제정책에 대한 IUCN

논의가 진전되었다 년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밀레니엄발전목표 를 채택하였. 2000 (MDGs)

고 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하였, 2002

다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에서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였다. 6 (2002) 2010 .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7 (2004)

을 채택하여 각 국가 및 지구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보호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강

조하고 보호지역의 확대 및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 이행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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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

3

보호지역 지정 현황1. 

우리나라는 국토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 차 국토종합계획에 근거  . 4

하여 토지 수요를 전망해보면 년까지 전 국토 면적의 에 해당하는 약 의 2020 3% 3000㎢

도시 용지가 추가 소요될 전망 국토해양부 등 이다 이렇게 되면 녹지공간의 감소( , 2008) . , 

생물 서식공간 훼손 자연생태계 단절 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의 개발 수요에, . 

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 국가에서 

보호지역을 확대 연결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 , 

있다 따라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 

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지켜

내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일 것이다. 

표 은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련 법률을 나타낸다 국내 보호지역은 개 정부부처  < 3> . 4

의 총 개 법률에 의해 개 유형의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 중이며 년 기준으로 10 20 · , 2015

국내 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은 총 개소 만 이다 우리나라 10 1,728 2 1,308.1 . ㎢

전체 보호지역 면적 만 는 육상보호지역 만 와 연안 해양 보호지역 2 1,308.1 1 5,577.9 ·㎢ ㎢

으로 구성되었다 집계시기가 조금 앞선 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육상보호지5,662.7 . ( ‘14 ) ㎢

역은 국토면적 만 의 해양보호지역은 해양면적 배타적경제수역 만 (10 148 ) 12.6%, ( , 44 3㎢

의 수준으로 나타났다838 ) 1.41% . ㎢

한편 전 세계 보호지역 지정 면적 비율은 육상지역의 해양 면적의 로   15.4%, 8.4%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비율이 국제적인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지. 

정현황은 육상지역의 해양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보호지13.9%, 1.4% , 

역의 비율이 아시아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호지역 유형별 개소 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개소로 가장 많았고 야생생  631 , 

물 특별 보호구역이 개소로 다음으로 많았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 ) 379 . 

역은 개소만이 지정되어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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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나라�보호지역�관련�법률[ 3]�

구�분 법�률 보호지역�유형

환경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

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보전해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천연보호구역 명승 등,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표� 우리나라�보호지역�지정�현황 년�기준[ 4]� (2015 )

관계법령 보호지역�유형 개소수 계 육지 해양

소계국내법( ) 1,728 21,308.1 15,577.9 5,662.7

환경

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국립공원 21 6,656.25 3,902.54 2,753.71 

도립공원 30 1,094.69 710.24 384.45 

군립공원 27 237.68 233.91 3.77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1 26.14 26.14  - 

야생생물�보호구역 379 946.91 946.91  -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특정도서 230 12.24 12.24 　

자연환경

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9 241.62 241.62 -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24 41.93 41.93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23 124.77  124.77 -

해

양

수

산

부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13 231.28 -　 231.28

해양생태계의�보전

및�관리에�관한�법

률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 10 252.55 -　 252.55 

해양환경

관리법
환경보전해역 4 1,882.13 933.01 949.12 

문

화

재

청

문화재

보호법

천연기념물 205 1,107.72 66.41.39 1,041.23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 11 456.32 425.92 30.4

명승 109 796.75 780.5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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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보호지역�현황도[ 3]�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국립공원이 로 가장 넓었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6.656.25 , , ㎢

수원함양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도립공원 등이 , , , , 1,0

이상으로 비교적 면적이 넓었다 보호지역 유형별 평균면적은 단일로 지정된 백두대00 . ㎢ 

간보호지역을 제외하고 환경보전해역 국립공원 등이 규모가 큰 보호지역에 속했다 반면 , . 

특정도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은 면적이  작은 보호지역으로 나, , 

타났다.   

국내법상 규정된 보호지역 외에 국제협약 및 규약에 의한 보호지역 현황은 아래 표 <

와 같다 국내법에 의한 보호지역의 개소수당 평균 면적에 비해 국제협약 및 규약에 5> . , 

의한 보호지역의 개소수당 평균 면적이 더욱 넓은 편이다.

관계법령 보호지역�유형 개소수 계 육지 해양

산

림

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1 2,750.77 2,750.77 -

산림보호법
산림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631 1,499.37  1,499.37 -

생활환경 - 0.11 0.11 -

경관 - 194.12 194.12 -

수원함양 - 2,705.52 2,705.52 -

재해방지 - 48.21 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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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제협약�및�규약에�의한�보호지역 년�기준[ 5]� (2015 )

구분 관계법령�및�보호지역�유형 개소수 계 육지 연안해안/ 주무기관

소계국제협약�및�규약( ) 33 7,842.4 7,146.4 726.0 

국제

보호

지역

자연환경

보전법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규약)

생물권보전지역 5 2,713.7 2,251.5 492.2 환경부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협약( )
세계자연유산 1  188.5 188.5  0.0 문화재청

습지보전법

람사르협약( )
람사르습지 21  186.2 16.6 169.6 

환경부

해양수산부 

자연공원법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세계지질공원 6  4,754.0 4,689.8 64.2 환경부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치를 국토 면적 또는 해양 면적 대비 비율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호지역의 지정 개소수도 의미가 있지만 면적과 규모가 . , 더 중요하

다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유형 중 지정 개소수가 많은 유형의 보호지역들의 . , 

평균 면적은 적은 편으로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정책은 개소 수의 증가보다는 면적의 확대

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지역 관련 국가계획2. 

표� 국가계획의�보호지역�지표�현황[ 6]�

계획명 관련법 계획기간 계획연도 보호지역�관련�지표�및�내용

제 차4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한민국정부( )

국토기본법
2006
2020∼

2006

국토 생태망의 구축과 연결성 강화▪

유역권 단위의 환경관리체계 구축-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연안역 생태계의 보전 및 통합적 관리- 

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DMZ▪

제 차4

국가환경

종합계획

환경부( )

환경정책 
기본법

2016
2035∼

2015

자연보호지역▪

- 10.8%( 14) 17%( 20) 20%( 35)′ → ′ → ′

연안해양보호구역▪ ․

- 1.5%( 13) 10%( 20) 12%( 35)′ → ′ → ′

생태계 서비스 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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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관련법 계획기간 계획연도 보호지역�관련�지표�및�내용

제 차3

국가환경보전

기본계획

환경부( )

자연환경
보전법

2016
2025∼

2015

생태축 관련 법령개정▪

국토 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 확대▪

이상- 12.6%( 15) 17%( 20) 17% ( 25)′ →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0.28%( 15) 0.5%( 15)′ → ′․

습지보호지역 내륙- ( ) 0.13%( 15) 0.15%( 15)′ →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0.97%( 15) 1.41%( 15) ′ → ′

자연공원 - 7.97%( 15) 8.09( 15)′ → ′

제 차2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등( )

해양수산 발

전기본법

2011

2020∼
2010

년까지 분야별 전망치2020

해양연안보호구역 확대▪ ․

국토 면적의 - 10%( 09) 11.5%( 15) 13%( 2′ → ′ → ′

0)

연안▪ ․ 해양보호구역 통합 관리체계 마련

연안▪ ․ 해양 생태축을 한반도 연안해양 보호지역․

네트워크로 확대  

제 차 4

해양환경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등( )

해양환경 관

리법

2011

2020∼
2011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해양 생태계 생물 경관 보호구역( , , )▪

개소 개소 이상- 4 ( 10) 14 ( 20)′ → ′

갯벌습지보호지역▪ ․

개소 개소- 10 ( 10) 20 ( 20)′ → ′

갯벌의 이상- 8.8%, 218.2 ( 10) 25% , 600㎢ ′ → ㎢

( 20)′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

해양

생태계의 보

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2017∼
2007

해양 생태계 경관 생물 보호구역 지정 확대( , , )▪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개소 개소 이상- 6 ( 07) 17 ( 17)′ → ′

갯벌의 이상- 5.6%, 144 ( 07) 20% , 500 ( 1㎢ ′ → ㎢ ′

7)

연안▪ ․ 해양보호구역 통합 관리

제 차5

산림기본계획

산림청( )

산림기본법
2008

2017∼
2007

산림보호지역 비율▪

- 11%( 07) 13%( 12) 15%( 17)′ → ′ → ′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보호구역체계 정립▪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 2,630 ( 07) 2,800 ( 12) 3,000 ( 17)㎢ ′ → ㎢ ′ → ㎢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문화재청( )

문화재

보호법

2002

2011∼
2002

천연기념물 유형별 보존관리 대책 수립 시행▪

천연기념물 보수 및 생육환경 개선 등-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보호기반 구축▪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 다양화( ) ▪

매년 건 내외 지정 추진- 10

제 차3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환경부 등( )

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2018∼
2014

보호지역 및 보전프로그램 적용지역 확대▪

육상 담수 등 : · 17% ( 20)′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복원▪

생태통로 개소 설치 : 50

일원 훼손지 복원 DMZ▪

매년 복원: 1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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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체계3.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시스템은 주무 정부부처는 보호지역 지정과 해제 기본계획 , 수

립 조사연구 모니터링 등 주로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 ․ 으로부

터 보호지역 관리업무를 위임 위탁 받은 산하 지방청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관리계획 ( ) , 

수립 토지 매수 현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호지역 관련 법률에 따라 다소 차, , . 

이는 있지만 산하 지방청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위임 위탁 하는 시스템은 법률에 의, ( )

해 잘 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특징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정부기관이 환경부, 해양

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 , 4 . 중복 지정 

및 관리 충돌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 간 연계성이 부족. 하고 관리권 

경쟁 복잡하고 다양한 관리체계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의 전문성도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에 산발적. 으로 대처하는 등 국

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작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보호지역이 통합 시스템으로 계획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법 정책 관할기관 등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지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 , , 고립되어 관

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포괄적이며 생태적인 . 대표성을 지닌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제약 토지 이용 상충 정치적 , , 압력을 극복할 수 있

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보호지역 정책의. 도전 과제는 상호 

연계된 통합적 보호지역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환경부 등( , 2009). 

다원화되어 있는 보호지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된 보호지역 

관리 시스템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 . 충돌 지, 

정 및 관리 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정. 

책 동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림� 우리나라�보호지역�관리체계도[ 5]�

주무
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위임

위탁( )

관리

기관

유역 지방( )

환경청

지방해양항

만청

해양경찰청

궁릉( )宮陵 ․

유적( )遺蹟

관리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

사무소 지자체
시 군 구( , ,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리위임( )

해양환경

관리공단

관리위임( )

국립문화재

연구소

연구기능( )

국립산림

과학원

연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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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보호지역 논의 동향

4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1. IUCN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 으

로는 국제협약과 지역적 합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국제 보호지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보호지역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러한 . . 

가운데 전 세계 차원의 보호지역 목록 유엔 보호지역 목록 을 정리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 )

통용되는 기준이나 공통의 용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표� 보호지역�카테고리�정의�및�일반적�특징[ 7]� IUCN�

유형 명칭 정의 자연성 규모
인간

접근

관리

강도
경제성

Ⅰ

a

엄정자연
보전지
(Strict nature 
reserve)

생물다양성과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호하기 ▪ ․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지역으로 인간의 방, 

문과 이용 영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 

하는 지역

과학적 연구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매우 

높다
작다

신중한 

과학적 

접근

매우

낮다
낮다

b

야생
원시지역
(Wilderness 
area)

변형되지 않거나 약간의 변형만 있는 넓은 ▪

지역

자연 특성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연 상태, ▪

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호되고 관리

낮은 밀도로 원주민이나 지역공동체가 거▪

주하거나 일부 제한된 개방

매우 

높다

대부분 

크다

최소한의 

접근

매우

낮다
낮다

Ⅱ
국립공원
(National 
park)

생물종과 생태계 특징과 대규모의 생태적 ▪

형성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넓은 지역

환경적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영적, , ▪

과학적 교육휴양탐방 기회의 토대 제공, ․ ․

높다
대부분 

크다
가능 낮다 보통

Ⅲ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독특한 자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

두는 곳

동굴 같은 지리적 특징이나 고대의 숲 같▪

은 생활적 특징

일반적으로 매우 면적이 작고 탐방객은 매, ▪

우 많음

높다
대부분 

작다
가능 낮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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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은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세계적IUCN 7

인 기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보호지역을 계획 지정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 .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은 보호지역 관련 법제화의 기초 제공 보IUCN , 

호지역 내 적합한 활동과 관리 기반 제공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보호, (criteria), 

지역 관련 법제도정책국제협약의 근거 정보 제공 생물 지리적 계획의 도구 등 다양한 ( ) , ․ ․ ․

역할을 수행해왔다 표 는 보호지역 카테고리별 정의 (Bishop et al., 2004). < 7> IUCN 

및 일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유형은 절대적인 지표는 없. IUCN

으며 자연성 규모 인간의 접근 관리 강도 경제성 등 상대적 특성에 따라 가지로 분류, , , , 6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과 보호지역2. (CBD)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향후 년간의 10 10

전략계획과 의정서 보호지역 결정문 등을 채택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에 관ABS , 

한 모든 인간 활동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연계를 다룬 중요한 회의였다 의정서 채택. ABS 

유형 명칭 정의 자연성 규모
인간

접근

관리

강도
경제성

Ⅳ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

특정한 종이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

적

특정한 종이나 서식지 유지하기 위해서 정▪

기적이고 적극적인 간섭을 요함

보통 작다 가능 높다 낮다

Ⅴ

육상 해양 경( )
관 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
/seascape)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생태적 생물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 , , 

가 있는 차별적인 특징 지역을 만들어내고, 

이들 상호작용의 온전함을 보호

자연보전과 다른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

는 데 절대 필요한 지역

낮다
대부분 

크다
가능 높다 보통

Ⅵ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
(PA with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 자연자원 관리 시스▪

템과 함께 생태계와 서식지를 보호

자연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

자연자원을 비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대부분이 자연적 ▪

상태

보통
대부분 

크다
가능 높다 높다

출처 재구성: Dudlye(2008)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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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생태계 서비스를 포함한 보호지역의 가치와 혜택 평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논리에 대응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호지역, 

의 가치와 혜택의 평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에 지역주민을 .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과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 증진(CEPA, co

역량 강화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wareness), 

여야 할 것이다.

결정문 국가보고서 은 년 월 일까지 전략계획 이행에 초점/10( ) 2014 3 31 2011~2020 Ⅹ

을 맞춘 차 국가보고서 차 년 차 년 차 년 차 년 를 제출하 5 (1 1998 , 2 2001 , 3 2005 , 4 2009 )

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에 초점을 맞춘 국가 . 2020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보호지역 관련 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고서는 의 글로벌 환경 전망. UNEP (GE

생물다양성협약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망 등 국가 환경평가의 기초자료가O), (GBO)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계획 수립. (2013

년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년 월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 (2014 3 ) 5→ → 

국가보고서 제출 년 월까지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의 관심이 (2014 3 ) 

필요하다.

결정문 보호지역 에서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 강화전략으로 국가 수준에서 /31( )Ⅹ

보호지역 실행 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적합하게 개정하여 제 차 당사국총회11

에서 관련 계획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제 차 당사국총회(2012) , 12 (2014) 

개월 전까지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6 행계획에 통

합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호지역을 소관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공. 

동으로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틀에 맞춰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제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보호지역�관련�결정사항�대응방안[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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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내용 대응방안

의정서ABS 

(Decision /1)Ⅹ

자원보유국의 사전 승인▪

상호합의 조건▪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

규정 마련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정보체계 구축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

수립 차(3 )

생물다양성 이용 및 보전에 관한 ▪

법률 제정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Decision 

/2)Ⅹ

Target 5

숲을 포함한 자연 서식처의 손실률▪

을 에 가깝게 하거나 절반 이하로 0

저감

생물다양성 이용 및 보전에 관한 ▪

법률 제정

Target 11

년까지 육상육수 면적의 2020 17%, ▪ ․

해양연안 를 보호지역으로 확10%․

대 지정

국가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

계획 수립

국가 보호지역 목표 재설정▪

Target 15
년까지 보전 및 복원을 통해 2020▪

적어도 훼손지역의 복원15% 

훼손현황 및 복원계획 검토▪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복원사업 우▪

선 추진 및 강화

Target 17
년까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2015▪

및 이행계획을 정책에 적용

생물다양성 이용 및 보전에 관한 ▪

법률 제정

자원운영전략 

(Decision /3)Ⅹ

국가 보호지역 재정계획 수립 시 자▪

원운영전략 연계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

모니터링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에 자원운영전략계획 수립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

수립 차(3 )

국가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

위한 자원운영전략 강화

국가보고서

(Decision /10)Ⅹ

년 월 일까지 2014 3 31 2011~2020 ▪

전략계획 이행에 초점을 맞춘 차 5

국가보고서 제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

수립 반영 차(3 )

년 생물다양성 목표 2015 2020∼▪

달성을 위한 촉진 활동

보호지역

(Decision 

/31)Ⅹ

이행강화

전략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 강화▪

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기

존 계획을 적합하게 개정

국가 보호지역 실COP 11(2012) ▪

행 프로그램 이행계획 제출 

개월 전까지 국가 COP 12(2014) 6▪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에 

통합하여 보고

국가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

계획 수립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반영→ 

더 많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국가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



지형 및 지질환경의 이해11.   859

결정문 내용 대응방안

관심이 

필요한 이슈

기후변화▪

관리효과성 평가 년까지 : 2015 6▪

0%

외래침입종의 관리▪

해양보호지역▪

육상육수보호지역▪ ․

보호지역 서식지와 생태계 복원▪

생태계 서비스를 포함한 보호지역의 ▪

가치와 혜택 평가

기본요소 에 근거한 거버넌스 참2 , ▪

여 혜택의 공유, 

보고서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 ▪

이행 결과 보고서 세계 보호지역 , 

데이터베이스 유엔 보호지역 목록( )

자료 업데이트

계획 수립 시행

우선 수행 사항 선정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확   - 

대 강화 

해양보호구역 확대   -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이행    - 

국가보고서 작성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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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3. (CBD PoWPA)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보호지역이 국가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전략7

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그 역할 강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

해 개 당사국들이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보호지역 188 (SCBD, 2004). 

실행 프로그램은 보호지역의 시스템 거버넌스 여건 형성 평가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 , , 

사항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당사국이 보호지역 목표를 설정하고 이

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SCBD, 2004). 

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기본요소�및�주제와�목적[ 9]�

프로그램 주제 목적

개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시스템의 

계획 설정 강화 관, , , 

리를 위한

직접조치

보호지역 시스템

설정과 생태계적 접근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통합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보호지, 

역 관리체계 설정 및 강화

생태적 구조와 기능 유지를 위해 육지에서부터 해양경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보호지역을 생태네트워크 개념을 고

려하여 통합

초국경적 보호지역 및 지역 네트워크 설립과 인접국 간 협

력 강화

개별 보호(Site-based) 

지역의 계획 및 관리
보호지역별 계획 및 관리

보호지역에 대한 위협 보호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저감

관리체계 참여, ,

형평 및 이익 공유

보호지역의 사회적

혜택 개선

형평 및 이익 공유 강화

지역사회 및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참여 보장 및 강화

여건 형성 활동

정책 환경 창출
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정책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제, 

공

역량 강화
보호지역 계획 설정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보호지역을 위한 적절한 기술 개발 적용 및 이전, 

재정적 지속 가능성

보증

보호지역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제도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공공인식 강화, 

표준 평가, ,

모니터링

관리 표준과 효과적

관리

국가별 지역별 보호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 개발,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과학의 활용
보호지역 현황 및 추세 평가 및 모니터링

보호지역 및 체제 확립과 실효성을 위한 과학적 활용

출처 재구성: SCBD(2004) UNEP/CBD/COP/ /28.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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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밀레니엄발전목표(WSSD), (MDG

s), 생물다양성 목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택되어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2010 10

총회를 거치면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2011~2020 

국제사회 보호지역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은 육지와 해. 

양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생태적 대표성을 갖는 국가 및 지역 , 

보호지역 시스템을 지정해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율의 획기적 감

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 프로그램 요소 개 주제 개 목적. 4 , 9 , 16 , 92

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활동별로 이행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SCBD, 2005).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4. (MEE)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있는 보호지역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paper park, 

보호지역 에 대한 우려와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년 ) 1992

제 차 세계공원총회 에서 세계 대 주요정책 중 하나로 관리효과성 을 선정하고 4 (WPC) 4 ‘ ’

시스템 개발을 에 요청하였다 년 는 관리효과성 평가IUCN . 1998 IUCN WCPA (MEE, ma

를 위해 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관리효과성 연구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17

팀(ma 을 구성하여 지속적 연구를 통해 년 nagement effectiveness task force) 2000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의 틀을 개발하였으며 년에 개(Hockings et al., 2000), 2006

정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는 보호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지역이 잘 관리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관리효과성 평가는 보호지역 시스템과 . 

개별 보호지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내용으로는 관리체계 및 과정의 적. 합성과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보호지역의 생물학적. , 문화적 

가치 및 중요성과 당면 위협 이에 대한 취약성 등 중요한 배경 정보와 함께 맥락적으로 , 

수행되고 있다.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는 재정 제공자와 국민 환경단체에는 정보 제공을 통해 알권, 

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입안자와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의사결정 근거자료와 관리정책 기, 

법 개선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보호지역 관리자들에게는 관리 성과의 기록 관리 위협에 . , 

대한 대응 정보 구축 관리 개선 관리수단으로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의 틀이 개발된 후 전 세계 보호지역 관리의 질 개선을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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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행 프로그램 에서는  년까(PoWPA, 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2010

지 각 당사국이 전체 보호지역 중 적어도 에 를 수행하고 국가보고서를 통해 30% MEE C

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년에 채택된 보호지역 결정문BD . 2010 CBD (CBD Deci

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가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를 명시하고 sion /31) 10 MEE 2015Ⅹ

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60%

터 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였다(UNEP-WCMC) .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5. (WDPA)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에서 유일한 해양 및 육상 보호지역 자료로 유엔에

서 보호지역 목록 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list of protected areas) . 

베이스는 와 가 함께하는 공동 사업이며 각종 정부와 비정UNEP-WCMC IUCN WCPA , 

부 단체 학계 그리고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의 목표는 보호, , . 

지역에 관한 정보를 각기 단체와 나라 그리고 기업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 

기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완성된 정확한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호지역이 한 국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한 증거가 되고 국가적 보고를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는 세계경제포럼 의 환경성과지수 와 환경지속(WEF) (EPI)

성지수 평가 의 글로벌 환경 전망 생물다양성협약의 글로벌 생물다양(ESI) , UNEP (GEO), 

성 전망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환경 보전 노력을 평가하고 국가적 지역적 지구  (GBO) , , 

차원에서 보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생물다양. 

성협약의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밀레니엄발전계획 목적 지속 가능한 환경보, (MDG) 7(

전 이나 유엔 보호지역 목록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세계 ) , 

각국의 보호지역 관련 정책담당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UNEP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보호지역 정보를 세계 보호지역 데이-WCMC, 2010). 

터베이스에 제공하고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보호지역과 관련된 지리적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첫째, I

의 보호지역 정의를 충족해야 하고 둘째 해당 데이터가 공간 데이터여야 하며 셋째UCN , , 

각 보호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속성 정보가 있, 어야 한

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점은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가 의 보호지역. IUCN 정의를 사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지역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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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IUCN 동안 보

호지역의 개념을 발전시켜왔고 좀 더 유연한 적용을 위해서 여섯 가지 카테고리 시스템을 

만들어 국제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협약 및 규약에 의한 보호지역6. 

국제사회에서 협약 또는 규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보호지역 유형에는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세계 자연 문화 복합 유산 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 생물권( , , ) , ,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등 개 유형이 있다3 . 

세계자연유산은 국내법 중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람사르습지는 , 

습지보전법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정된 . 국제보

호지역인 생물권보전지역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률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 

현재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관련 내용을 보완 중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적 지식과 기술 인간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 , 

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육상 연안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개· · . 

념은 년 유네스코에서 생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뒤1968 , 

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 총회1971 (ICC)

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승인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 기능으로서 유전자원 자연지역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생태계, , , ,

경관 등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발전 기능으로서 사회문화적이고 생태적으로 .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경관을 형성해온 전통. 

적 활동과 지식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활동이 , 

포함된다 그리고 지원 기능으로서 보전과 발전에 관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이슈와 관. , , 

련된 시범 사업 정보 교환 환경교육 훈련 연구 등 자연자원과 보전지역 관리의 효율성, , , ·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활동이 포함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생물다양성과 생‘

물자원의 보전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 있

으며 년 처음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년 현재 개국 곳이 지정되어 세계, 1976 2013 117 621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를 이루고 있다 각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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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 , (EA

를 구성하여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BRN, east asia biosphere reserve network)

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으로 분류한다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 , . 

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보호 보존하고자 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 , 1972

호협약을 채택하였다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 

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

부, 2007). 

세계유산은 유사한 다른 지역들 중에서 상대비교를 통해 가장 높게 평가된 한 지역만

선정되고 기존에 등재된 것이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세계유산일지라도 후순위로 등재되, 

는 까다로운 지정 기준을 갖고 있다 년 기준 개국 건 문화유산 건 자. 2015 163 1031 ( 802 , 

연유산 건 복합유산 이 등재되었다 이 가운데는 알제리의 타실리나제르고원 탄197 , 32) . , 

자니아의 세렝게티국립공원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짐바브웨의 빅토리아폭포 등이 대표적, , 

인 세계자연유산이다 우리나라는 년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일한 세. 2007

계자연유산이다 한편 년 기준 세계문화유산은 개소가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 2015 11 . 

엄격한 보호지역으로서 국제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아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 수

입이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보전을 위한 세계유산 관리자 훈. 

련 과정 등 세계유산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적

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 보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자원의 보전

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가행동 및 국제협력의 기본방침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간 협약

이다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은 년 월 일 카스피해 남부해안에 있는 이란의 도시 . 1971 2 2

람사르 에서 채택한 정부 간 협약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ramsar) '

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

으로 주로 물새 서식지로서의 습지 보전과 현명한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이용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습지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인간의 복지에 중요한 생태계로

인식하여 수년 동안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의 모든 양상을 다루기 위해 이행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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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였다 유네스코가 본 협약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람사르협약은 유엔이. 

나 유네스코의 환경협약 및 협정의 일부는 아니다 본 협약은 오직 당사국총회에만 책임. 

이 있으며 일상적인 운영은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회의 승인하에 사무국에 위, 

임되어 있다 환경부( , 2008).

표� 국제협약�및�규약에�의한�보호지역�비교[ 10]�

구분�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세계유산

 world heritage site

람사르습지

ramsar wetland

운영

기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 )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람사르협약사무국

근거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1996)
세계유산협약(1972) 람사르협약(1971)

특징

대표적이거나 전형적인 생태▪

계(representative or typical 

ecosystems)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

능발전 추구  

보호구역 및 주변의 완충 전, ▪

이지역 포함 보전 발전 연( , , 

구 교육 통합, )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전 ▪

세계적으로 뛰어난 곳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자연유산은 경관 지질 생, , ▪

물 생태적 가치 중 하나 이, 

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동일한 유형 반복 지정하지 ▪

않음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지역을 지정

습지와 관련된 종 및 생물▪

군의 서식지를 지정

습지대의 현명한 이용과 ▪

보전 국제적 협력, 

지역공동체NGO, ,▪

원주민의 참여를 증진

차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

한 이용 강조

문화자연유산의 보호▪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

곳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

용

습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

함

국제�

현황

개국에서 제도 도입119▪

전 세계적으로 개소 지정631▪

접경지역에 개소12▪

년 기준(2014 )

개국이 세계유산 보유163 , 1▪

개국 협약 가입91

점 등재 문화유산 점1031 ( 802 , ▪

자연유산 점 복합유산 197 , 32

점 년 기준) (2015 )

개국 협약 가입169▪

전 세계 개소 지정2227▪

만 면적을 차214 8756㎢ ▪

지 년 기준(2015 )

우리

나라� �

현황

관련 법규 없음▪

설악산 제주도(1982), (2002), ▪

신안 다도해 광릉숲(2009), 

고창 등 개(2010), (2013) 5

소 지정

일원 왕피천 일원 등 DMZ , ▪

등재 추진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

문화재청 업무 총괄(‘02.12 ▪

법 개정)

곳의 세계유산 등재12▪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 ‘

용암동굴 이 유일’ )

년 기준(2015 )

년 협약 가입1997▪

습지보전법에 의거 관리▪

환경부 내륙습지 와 해양( )▪

수산부 연안습지 가 업무 ( )

관할

개소 지정 내륙습지 21 ( 15▪

개소 연안습지 개소, 6 )(20

년 기준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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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는 김보현 의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2012) · .※ 

지정

절차

지자체 또는 기관 단체에서 ▪

한국위원회에 신청서 MAB 

제출

지정신청서를 한국위원회에▪

서 검토하여 유네스코 본부

에 신청서 제출

현장실사 상황에 따라 생략 (▪

가능)

잠정목록 유네스코에 제출▪

잠정목록 중 등재신청 대상 ▪

선정 문화재위원회 심의( )

등재 신청서류 유네스코에 ▪

제출 문화재청 매년 월 ( , 2 1

일까지)

현장실사 자연유산은 ( IUCN)▪

자문기구 세계유산위원회 , ▪

최초 협약 가입 시 유네▪

스코에 개소 이상 등재 1

신청서와 협약가입 신청

서 제출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등▪

에서 환경부 또는 해양수

산부에 신청 또는 의견 

제출

정부 대표기관에서 승인▪

하여 람사르협약 사무국

에 등재 신청서 제출

지정

절차

자문위원회 개최MAB (UNE▪

SCO)

이사회 의장단 회의MAB (IC▪

에서 지정여부 결정C)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평가 및 

검토 익년 월 월 중( 2 4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심▪

의 및 등재 여부 결정 제출 (

익년 월 중6 7 )∼

검토 및 등재▪

장점

최근에는 낙후한 농촌 경제▪

를 회생하는 방안으로 유럽 

지역에서 활용 중

지역 특산물 개발 및 지역 ▪

산물 에코 라벨링(eco-labell

파트너 음식점과 여행ing), 

업체 활용 가능

엄격한 보호지역으로 국제적▪

인 인지도가 높음

유산 보전을 위한 세계유산 ▪

관리자 훈련과정 등 세계유

산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

업

관광 수입 증대▪

가장 오래된 국제협약 중 ▪

하나로 세계적인 네트워

크가 잘 구성되어 있음

쓸모없는 곳으로 여겨왔▪

던 습지에 대한 인식 전

환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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