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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조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

럽에서 경험한 기본 전략과 실천 사례를 시도해 본 적이 거의 없

다. 그야말로 기본적인 개념이나 아무런 경험도 없이 임의로 자

연을 간섭해 온 것이다.

본서는 한국의 자연 생태계 복원과 관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최초의 서적이다.



출간 의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자연 생태계 조류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안내서나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는 전공자도 드물 뿐더러 특히 근래에 유럽

이나 미국에서 전공하고 귀국한 전문가와 학자도 거의 없다.

본서는 저자의 강의 내역과 경험을 기초로 한 편역·저술서로서, 이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는 미국

과 영국의 자료를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들

의 일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본서는 자연 생태계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자나 전문가, 관련 분야의 학생, 교사, 임업과 조경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공무원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할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내용 약술

Ⅰ. 야생동물보호관리학

온 국토가 매립되고 개발됨에 따라 수금류들은 한정된 장소, 그것도 극히 제한된 얼마 남지 않은

곳에 몰려들고 있다. 이제 수금류가 발붙일 수 있는 월동장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자연 지역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오늘의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한정된 도래지에 수금류들이

몰려들다 보니 배설되는 수금류의 배설물은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

이외의 지역으로 순환 도래할 수 있는 지역의 필요성과 함께 수질정화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처리 하수, 그 밖의 각종 오수가 흘러드는 도래지에서는 이미 오염의 한계를 넘어 많은 수

금류가 폐사되고 있으며, 전염성 병원체의 만연도 크게 우려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조류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경험한 기본 전략과

실천 사례를 시도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그야말로 기본적인 개념이나 아무런 경험도 없이 임의로

자연을 간섭해 온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 언급한 중요 지침을 참고로 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수금류와 섭금류가 기착하여 쉬면서 번식하고 월동할 수 있는 자연 지역 및 인공적으로 조성해야

할 저습지의 조성 및 관리 방법, 섭금류 및 수금류를 위험에 빠뜨릴 기생충 등 각종 병원체를 해결

할 방법, 개발에 앞서 자연환경의 상실, 파괴, 붕괴 등이 예측된다면 어떠한 개발도 대안과 차선책

없이는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규제의 필요성, 일반인과 탐방객들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각종 시설 설치, 조류 서식지의 환경을 오염시킬 시설물의 최소화, 조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지역의 설치 등 조류 보호 및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본개념과 기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

지 방안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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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야생조류 유치부양을 위한 조성 기법과 제반 시설

외국의 여러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담수 서식지·기수습지·기수/염수 및 염성조수 습지의 조성과

관리 등에 관한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사례, 영국 Titchwell·Snettisham·Minsmere·WWT·

Weymouth 자연보호지구의 사례, 미국 Bayou Sauvage 야생조수보호지구의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

어 있다. 또한 못과 도랑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뗏목둥지와 인공섬의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 짚을 이용한 무척추동물이 증식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줄(풀) 및 갈대 군락의 조

성 기법 그리고 대체 습지 및 육지 생태 지역의 철새도래·서식지의 보호관리 방안 등이 설명되어

있다.

Ⅲ. 수금류의 생태와 보호관리의 대표적 사례

고방오리·알락오리·흑기러기·아메리카원앙·아메리카흰죽지의 분포, 이동과 번식, 번식 후의 이

동, 가을 및 겨울 동안의 행동과 짝짓기, 취식생태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이들 수금류의 생태

에 따른 서식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서술되어 있다.

Ⅳ. 관리와 실제

기타 중요한 관리 지침들이 망라되어 있다.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문제, 야생 조류를 보호할 때 고

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 수조류에서 발생하는 3대 질병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복원 방법 그리고

피해야 할 조치들, 조류 콜레라와 보툴리스 중독의 피해 사례와 진단 방법 및 보호 방법, 기름에 오

염된 새의 복원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조류 및 조류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이 서술되어 있다.

그 외 부록 편에는 알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될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 복원과 관리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 례

책 머리에

이 책의 내용에 관하여

Ⅰ. 야생동물보호관리학

서론

제1장 기본개념과 기법

1. 식생의 조정관리를 위한 예비적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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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지토양 체계의 수위 조정관리에 대한 전략

3. 개발한 습지의 수위 조절을 위한 선택 사항

4. 갈대의 관리와 구제

5. 부들의 관리와 구제

6. 방동사니의 생물학과 관리

7. 초본습지의 버드나무와 미루나무 묘목의 구제

8. 수금류의 습지복합체(complex ) 이용

9. 습지관리에 대한 무척추동물의 반응

10. 야생오리류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요인 검증

11. 수금류 생산을 위해 중요한 수생무척추동물

12. 통과(기착) 섭금류를 위한 서식지 관리

13. 수금류를 위한 농작물(먹이)의 관리

14. 수금류 먹이의 영양적 가치

15. 습지의 잔재(퇴적물)축적(detrital accumilat ion )과 처리 과정

16. 사유지의 수금류 관리를 위한 경제적·법적 장려(특혜) 사항

17. 흔한 노출갯벌습지토양식물의 종자생산량 산정을 위한 기법

제2장 야생조류의 관리를 위한 서식지 조성과 개선 사례

1. 영국의 Sevenoak의 내륙 섭금류(도요·물떼새류) 서식지 조성과 개선

2. 영국 동남해안 티치웰(T itchwell)의 변형(변화) : 습지보호지구 관리

3. 캐나다 틴타마르(T intamarre) 국립야생조수鳥獸보호지구의 저류지와 연못의 건설

4. 영국 동남해안 민스미어(Minsm ere) 조류보호지구의 갈대 구제

5. 조류 도래 및 서식 환경 조성 방안

제3장 임지 조성, 설계 및 관리

1. 새로운 저지숲의 조류 집단 : 경관 디자인 및 관리 전망

2. 윤작으로 관리된 잡목임지의 작은숲(Stand)의 무척추동물의 밀도와 생물량

3. 밤나무 관목숲의 수령樹齡과 구조와의 관계에서 번식조류 집단

4. 농지의 임지 조성 계획(F arm W oodland Planning )

Ⅱ 야생조류 유치부양을 위한 조성 기법과 제반 시설

1. 서식 환경 조성

2. 영국 및 미국의 자연보호지구 관리 사례 분석

3. 미국 Bayou Sauvage 야생조수鳥獸보호지구 사례

4. 못과 도랑의 관리

5. 땟목둥지와 인공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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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짚을 이용한 무척추동물의 증식 방법

7. 줄(풀) 및 갈대 군락 조성 기법

8. 대체 습지 및 육지 생태 지역의 철새도래·서식지 보호관리 방안

Ⅲ 수금류의 생태와 보호관리의 대표적 사례

1. 고방오리의 생활사 전략과 서식지 필요성

2. 알락오리의 생활사 특성과 보호관리

3. 흑기러기의 생활사와 필요한 서식지

4. 아메리카원앙의 생활사와 서식지 요구 조건

5. 아메리카흰죽지의 생활사 특성과 서식지 요구 조건

Ⅳ 관리와 실제

1. 생태계 복원

2. 야생조류 보호상 문제점과 과제

3. 수조류의 질병과 환경오염 특히 그 원인, 예방 및 방제

4. 조류콜레라와 그의 방역

5. 조류 보툴리스 중독(Avian Botulism )

6. 기름에 오염된 새의 구조와 복원

7. 두루미류 도래지 조성을 위한 실행 요약

8. 수조류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인공생태계 조성 계획

9. 친환경 개발

10. 습지 관리의 가치

11. 노출갯벌식물 묘종 도입

12. 일본 가고시마〔鹿兒島〕 현 이즈미〔出水〕시 두루미 및 그 도래지의 농지 임대 사례

13. 일본 사가〔佐賀〕현 이마리〔伊萬里〕시 히가시야마 시로마치〔東山代町〕나가하

마〔長浜〕간척지 재두루미 및 흑두루미 도래지 조성 사례

14. 갈대밭의 합리적 관리의 요약

15. 2003년 말 2004년 봄 일본 카고시마 현 이즈미 도래지(평야)에서 월동한 두루미류

부록

1. 들새는 왜 사라져가고 있는가

2.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및 캐나다에 소장된 조류 수집 표본 현황

3. 미국 Bayou Sauvage NWR (국립야생조수보호지구) 방문센터 master plan 사진들

4. 프랑스 동남단에 자리한 Camargue Reserve 자연보호지구 사례 사진들

5. 기타 사진들, 프랑스 / 영국 / 네덜란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일본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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