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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ev띠uate hetpetofauna including the confmnation of distribution and

habitats. And ecological research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t the Mt. Gyeomyeong ,
Chun잉u.

1he results are as follows :

1. During censuses periods AmphibiarlS and

Rep떠.es

specimens

colleαed

and observed from the Mt.

Gyeomyeong were classified 2 Orders , 5 Fan1ilies , 5 Genera , 9 Spedes and 1 Order , 3 Families , 6 Genera ,

9 Species

respeαively.

On the whole 3 Orders , 8 Families , 11 Genera , 18 Species and 142 Individuals

were recorded in this survey.
2. Among 18

speci<않，

Protected species

w:잃

not recorded. Meanwhile , Hyla japαlÍca w:싫 commonly

founded all survey sites(5%). Also , Rana rugosa was founded Julgol and Eolim bridge , Rana

nigromaculata was collected 5 survey sites exclusionly survey headquater point. Bombina orientalis and
Dinodion rufozonatus rufozonatus were

obseπed 0:때 J버gol

and Takydromus wolteri was Kumgokjae

wetland. Among 9 spedes 없nphibi뼈， Hyla japonica and Hynobius leechii were domin와lt species(23%)
and next were Rana

dybows값í(21%) andR킹1anigromac띠ata(14%) ，

respectively.

3. Compared to Mt. Chungdung Hetpetofauna of the Mt. Gyeomyeong was less than species number(2
species). On the other hand, Mt. Chungdung and Mt. N없n was same as the Mt. Gyeomyeong. 없na
m쩔sa， 없nanigroma때'ata， 없naamure펴S COli없~a， 없na

Hynobius

leech표，

Bufo bufo

dybowskH, H;찌la japonica, Bombina orien뼈효，

garg;따없ns， II삶ydromus 따nurensis，

Elaphe dione, Elaphe rufodorsata ,

Rh abdohhis tigrinus tigrinus, 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Agkistrodon brevicaudus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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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kisσooon

ussuriensis(68%) at the 3 surveyareas commonly founded species. So , sirr피때ty index of 3

survey areas was 68%. Only founded at Mt. N:없n werlε 없na ca짧:beiana(Exotic species) and 되'aphe
schrerickii(Endangered species) , Meanwhile only founded at Mt. Chungdung was Kalo띠'a bOl1밟ÎS.

.

4. Species richness and divet하ψ were R’ =3.4303 and D ’ =2.3744. πlese data showed lower th따1
bio예versity

index of Mt. Chungdung and Mt. Nam. Therefore , Mt. Gyeomyeong herpetofauna was

theoretically simple and unstable popu1ation structure compared with other adjacent surveyareas.
5. In the estimation of

appear때ce

frequency,

veηrhi혈l(V.A:very

abundant,d)) was Hyla japonica

(5%). (A. B:abun없nt，~) was 11짜rdromus amurensis(5%). And (C.O:common ,@) were 없na rugosa ,
R킹Ja 외nurensis C01i얹na，

A향때odon

Hynobius leechil, Bufo bufo gargari경ns， 퍼'aphe dione, A.행is.σooon ussuriensis,

brevicaudus(44%). On the other h없ld，Ranah따nrenensis， Bombina

orien없lis， 11때ψil1lUS

wolteri, Dí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and Amphiesma 찌b싫mi ruthveni were rare(R. A,(3))(27%). So,
Herpetofauna pop띠a디。ifl density and abundance of Mt. Gyeomyeong was very scanty.

Key words : Mt. Biodiversity , Chungju , Gyeomyeong , Herpetofauna

서

론

최근 생물종 보전에 대한 공감대는 하나의 국가단위차원이건 지구차원이건 형성되어지고 있으나 아직

도개발위주의 경제논리와 보전목표와 전략적 개녕의 부재 퉁으로 그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
하고있다. 띠라서 앞으로우리가해야할일은보전의 대상이 무엇이고그가치를어떻게 평가하며보전의

우선순위는 무엇언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보전해야만 하는가? 동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본 조사지
역인 충주 계명산(775m)은 소백산맥의 지맥의 하나로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용탄동， 안림

동과 연수동에 속한다. 서측으로는 충주호와 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남한강과 연계되어 있으며， 531번
지방도로가 남·서·북의 방향으로 감싸고 있다. 지금까지 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는 없었으며，

단지 언근의 충주 남산(심， 2001)과 천동산(섬과 이， 2003) 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조사·연구
의 목적은 정밀한 양서·피충류장과 서식지에 대한 생물최소서식공간(biotope)의 역할의 중대성을 제공하
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강}료로 이용되는 것이며， 2000년 5월 24일 -25일 개인적으로 계명산 일대
를조사한결과와본학술조사기간에도출된결과를종합하여，계명산의생물다양성현황과특정을분석하

여 보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일정및지역
충주 계명산의 조사지역은 6개 지역으로 2000년 5월에 2회 그리고 본 조사기간에 4회 총 6회에 걸쳐 조

사를실시하였다.
1.2000년 5월 24일 : 숙소→종민동→ 어림교 •

약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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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말

3. 2003년 6월 16일 : 숙소 →종민동→ 절골(용골)
4. 2003년 6월 17일 : 숙소 →금곡제 • 어림교 일대
5. 2003년 6월 18일 : 숙소→ 약말
6. 2003년 6월 19일 : 종민동→금곡제 • 어렵교→ 약말

조사지재활
계명산 일대에서 양서·파충류 조사지역은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6개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개황은 Table 1 과같다.

Table 1. The status of survey sites at each survey route.
Ch따aαeristics

Survey sites

앉

”ι

P

때뺑 빼

H

. This area was survey. headquater point.

orchard and

Chun잉u

lake were located at

nor삼least lower posi디on.

(B)

. Jongmïndong

(C)

. Small stream was run down_ Rice field
land(cultivated field) and orchard

.J띠gol

(Yonggol)

(D)
. Kumgokj~e

situated

. Trus sites was

sm때1

wetland (Kumgokjae).

rice field , farming land(cultivate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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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 Riparian circumference rice field ,

(E)

land(cultivated field) and orchard were situlated.

. Eolim Bridge

And riparian was formed concrete wall.

. Several vinyl house facility was

(F)

. Yakmal

αeek was located at the

※ De때lsuπey route map

left site

refer to an appendix.

조사및분석방법

1.

조사방법

1) 직접확인 방법
(1) 무미 양서류(Salientia)
無尾 덤 (개구리類)은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접근 가능한 지역을 따라 좌우 10m 간격으로 이동중인 개체
와바위틈혹은하천，수로계곡그리고저습지주변의초지에서포충망을이용하여채집하였다.

(2) 유미 양서류(Caudata)
有尾텀(도롱용類)의 도롱용과꼬리치레도롱놓은물이 흐르는하천유속의 흐름이 완만한곳을찾아작

냉velland se야ing

method

Fig. 1. Pitfall trap collection method for caudata.

Slope land se해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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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위를들추어 유쟁을 확인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작은웅덩이에 산란한 알을 찾아종을 확언하는방법

을 이용하고， 성체는활엽수렴이 있는음지쪽에 쓰러져 있는고목을 들추거나， 바위틈에서 확인하였다. 한
편 야간에는곤충채집용 Pitfall trap을 설치한 후 trap에 빠진 유미 양서류를 확인하였다 (Fig.

1).

(3) 파충류
@장지뱀(도마뱀)류

묵정밭， 초지주변， 하천변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쌓여 있는 돌을 들추어 확인하거나， 도로변에 이동중인
개체는곤충채집용 포충밍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뱀류

뱀류(뾰類)는 저지대의 엄연부일대， 묵정밭주변에서 뱀집개와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고， 석축， 돌담，
경작지， 돌밑， 스레트 밑을 들추어 확인하였다.
@거북류
호수， 연못， 용수로， 하천등지에서 활동동}는개체를 쌍안경 (Nikon

0

10x40 5.9 , 8x32

10 )을 사용하여
0

확언하였다.

2)

간접확인 방법

(1) 무미 양서류울음소리 (Call)

양서류(개구리類)는주간보다。F간에는논이나밭근처， 수로그리고웅덩이 등지에 모여 집단으로기 때

문에 울음소리로종을 식별하였다.

(2) 파충류 흔적 (Slough)
피충류 중에서 뱀류(뾰類)는 성장을 하면서 영양상태가 양호하면 수시로 허물을 벗게된다. 그래서 자상
태에서 뱀들이 탈피한 허물을 수거하여 종의 서식 유·무를 확인하였다.

(3) 청문조사(Questionnaire method)
조사 기간 중에 채집 및 관찰이 불가능하였던 종들에 대해서는 백과 심 (1999)의 뱀(지성자연사박물관

Q))과 섬 (2001a， 2001b)을 이용하여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청문을 통하여 종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2.

분석방법

1) 생물상조사
(1) 현지조사

본 조사지 역에서 채집 및 확인된 양서·파충류의 종목록과 개체수를 작성하고， 법적보호종， 희소종 퉁이

출현한지점을분석하여 서식처의 특이성을조사하고， 서식처와조사대상지와의 상호관계를분석하였다.
(2) 기존문헌 결과 비교분석
계명산과 인접한충주남산콰천등산에서 확인된 양서·파충류상과본조사대상지에서 확인된 양서·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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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을 비교분석하였다.

2)

법적보호종의 실태， 위협요인 및 대책

확인된 법적보호종 혹은 희소종에 대하여 주변 서식 환경을 분석하여 종의 서식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
과관리방안둥을분석·제시하였다.

3) 샘물학적 표본추출법에 의한 생태측정
모집단과 군집을 기술하는 중요 측정값으로는 밀도(density) ， 우점도(dominant) ， 상대밀도(rela디ve

densiψ) ， 종다양도(biodiversity) , 생체량(biomass) 퉁이 있으며， 이들 측정값으로 다른 중요한 생태측정을

하게 된다. 각조사지역별로채집 및 확언된종들에 대하여 매조사때마다개체수를기록하여 정량적인 방
법을도입하여생태측정을하였다.

(1) 우점도(Dominance Index : D.I) :

각 조사 지점별로 출현하는 전체 총 개체수를 기록하여 우점도를

산출하였다 (McNaughton, 1967).

DJ= niIN
D .I : 우점도지수，

N: 총개체수，

ni: 제 i 번째 종의 개체수

(2) 종다양도(Biodiversity Index : D') : 뼈때ef(l%8)의

정보이론(Information 삼leory) 에 의하여 유도된

Shannon-~eaverfilnαion(Pielou， 1966)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D' =

-

Pi (LrνÞi)

D' : 다양도， S: 전체 종수， Pi: i 번째에 속하는개체수의 비율(삐삐로계산
(N: 군집내의 전체 개체수， ni: 각종의 개체수)

(3) 종균등도(Evenness Index: i<;') : 종균퉁도는 각 지수의

최대치에 대한 실제치의 비로서 표현된다. 각

다양도 지수는군집내 모든종의 개체수가 통일할 때 최대가 되므로 결국균퉁도 지수는군집내 종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Pielou(1975)의 식을사용하여 산출하였다.

E' = D' / Lr1(S) ,

E': 균등도，

D/ : 다양도，

S: 전체 종수

(4) 종풍부도(Richness Index : R') : 종풍부도 지수는 총 개체수와 총 종수만을 가지고 군집의 상태를 표
현하는지수로서，지수값이높을수록종의구성이풍부하게되므로환경의정도가양호하다는것을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수언 뼈rg와ef(1958)의 지수를사용하여 산출하였다.

R' = (S-l)!Ln(N) , R': 풍부도，

4)

S: 전체 종수，

N: 총 개체수

서식처 유형에 따른 서식종의 생태학적인 특징

채집 및 확인된 양서·파충류에 대한 생태학적인 특정과 생활양식을 Toft(1980)의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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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도평가

확인된 양서·피충류전종에 대하여 확언종이 기타의 지역에서는풍부혹은희소하나，본조사지역에서
는 어느정도의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각 조사지역별로 확인하기 위하여 Patton(1992)의 방법에 의하

여각조사지점별로전체확인종의확인횟수에따른출현빈도，확률그리고풍부도와위협도를평가하였다.

6)

분포도 작성

자연생태지도는 일정한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및 생물상의 희귀성，고유성，풍부성 및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생태계(산렴，하천，농지，도시，호소，해양)에 대한가치를등급화한지도를말한다. 한편
자연생태지도는 1968년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생태 및 환경지도(Ecolo생cal and environmental map)로서
25k야의 국가격자체계 (National grid sy앉em) 에 식물상과 조류상을 지도에 표기하기 시작하여 일부 유럽국

가들에서는 생태지도 또는 생물서식 소공간지도(Biotope mapping)7} 일반화 되었다. 자연생태지도는 자
연생태계에관한제반정보와지식을체계적으로통합하여파악하고보존관리하는데유용한공간적정보
은행으로활용될수 있도록개발되었다. 한면 양서·파충류를대상으로경관생태학적인 수준에서 모텔령한
경우는버지니아대학의 Row와 Yuill(1997) 이 채집 및 확인하거나출현가능한종에 대하여 예측분포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을 평가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양서·파충류에 대한 분포도는 매회 관찰되거나 채
집되는 종의 위치에서 좌표를 기록하여 수평적인 종 분포상횡을 분석하였고， 1:50，000지도상에 심 (1997a，
1997b)의 평가기준에 따라구별하였다.

조사결과및고찰

1.

유형별 채집 및 확인 개체수

본조사기간중계명산 일대 6개 조사지점에서 채접 및 관찰된 양서·파충류의 유형별 전체 확인 개체수

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양서류는 5과 5속 9종 115개체， 파충류는 3과 6속 9종 27개체로， 총 8과 11
속 18종 142개체를 확인하였다. 확인된 18종 중에서 환경부 법적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6개 조사지역
중에서 절골(용골) 일대가 15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으며， 종민통 일대가 3종으로 가장 적은 종이
확언되었다. 이러한원인은절골 일대는수계와경작지， 야산동의 다양한생태계를보유하고 있었으며，종
민통 일대는가파른계곡을 따라주변에 양서류와파충류가 서식하기에 불리한서식환경조건을 형성하였
기 때문이라판단된다. 한편 청개구리는 6개 지역에서 공히 발견되는종이었다{5%). 또한옴개구리는절골

과 어렴교 일대에서， 참개구리는숙소를제외한전지역에서， 산캐구리는종민동을제외한전지역에서， 무
당개구리와 능구렁이는 절골에서만， 줄장지뱀은 금콕제 일대에서만， 대륙유혈목이는 약말 일대에서만 발
견되는종이었다.
특이한 것은 약말 일대의 작은 계옥 수로에서 도롱놓이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일대의

계곡에 대한 수자원과 서식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서류 우점종은 청개구리와 도롱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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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떼 우점도를 나타내었고， 디음은 산개구리로 21%, 그리고 참개구리로 14%의 우점을 나타내었다. 파충

류는 아무르장지뱀이 우점을 하였고， 다음은 유혈목이와 누룩뱀 이었다.

Table 2. Individuals of amphibians and repti! es collected and observed from 6 survey sites.
No

Family

Scientific 따me

1

Ranidae

Rana

Hylidae
Hyla
2
3 Discoglossidae Bombína
4 Hynobüdae Hynobius
Bufo
Bufonidae
5
6

Lace띠lidae

T쩌rdromus

퍼'aphe

Colubridae

옴개구리

없na nigromacu1ata

침채구리

Rana a_ coreana

아무르산캐구리

Rana dybowskii

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계곡개구리

Hyla japonica
Bombína orientalis

무당개구리

두꺼비
0냄르장지뱀

Takydromus wolteri

줄장지뱀

E1aphe dione

누룩뱀

빵inus

Dinodon r. rufozonatus

Viperidae
8Families

※ l:Survey

1

A행istrodon ussuriensis

11 Genera

18 Species

3‘

2
2
3

5

14
1
6
4

5
2

6

Total

3

3
2

1

5
16

3

2

7
24

3
3

1
3

3
1

3

2

2
1

1
1
1

8

27
4

23

27
4

1

7
1

1
1

무자치
유혈목이

1

1

대륙유혈목01

농구렁이
쇠살모사1

2

4
1

1
1

4
2
1

1
1

5
1
1

1

1

1
1
6sp. 3sp. 15sp. 11 sp. 8sp. 7sp.

3
3
14앙ld

headquater sites , 2:]ongmindong , 3:]ulgol(Younggol), 4:Kumgokjae 5:Eolim bridge ,

6:Y;따illlal.

The Herpetofauna at the 6 survey sites
Q잃sl. Amp비b때lS(兩樓網)

order 1. Qmdata(有尾 텀)
F와피ly 1. Hynobiidae(도롱놓科)

1. Hynobius leechil (Boulenger)

도롱농

절골(16，VI. 성체 3개체)， 약말(16，VI. 성체 4개체， 유생 19개체)

Order 2.

4

3
1

A행sσ.odon brevicaudus 살모사

Agkisσ'Odon

2

도롱용

Takydromus am따없sis

Amphiesma Amphiesma v. ruthveni

8

청개구리

Hynobius Jeechli
Bufo bufo gargarizans

Rha bdophis Rhabdophis t.

Dinodone

Koreanname

Rana rugosa

E1aphe rufodorsata

7

Number of individuals

S뼈cies

Genus

S떠i없ltia(無尾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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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없피y2. DiscQ횡ossidae(무당채구리科)

2. Bombína orientalis (Boulenger)

무당개구리

절골(16，VI. 성체 4개체)

F때피y 3. Hylidae(청개구리科)

3. Hyla japonica Günther 청개구리
숙소(16，VI. 울음소리 3개체)， 종민통(19，VI. 성체 5개체)， 절골(16，VI. 성체 6개체)
금곡제 (17，VI. 울음소리 3개체)， 어렴교(17，VI. 성체 2개체)， 약말(19 ，VI. 정체 8개체)

F와파y 4. Bufonidae(두꺼비科)

4. Bufo bufo garg.때zansCantor 두꺼비
숙소(16，VI. 성체 3개체)， 절골(16，VI. 생체 1개체)

F없피y5. 없nidae(개구리科)

5. Rana nigromacu1a없 H밍lowel 참개구리
종민통(16，VI. 성체 1개체)， 절골(16 ，VI. 성체 6개체)， 금곡제 (19，VI. 성체 3개체)
어렴교(17，VI. 성체 3개체)， 약말(18 ，VI. 성체 1개체)

6. 없na dybowskii Günther

산개구리

숙소(16，VI. 성체 2개체)，절골(16，VI. 성체 14:개체)，금콕제 (17，VI ， 성체 3개체)
어렴교(17，VI， 성체 3개체)， 약말(18，VI. 정체 2개체)

7. Rana rugosa Term따lck& Schleg리 옴개구리
절골(16，VI. 정체 3개체)， 어렴교(17，VI. 성체 2개체)

8. 없na huanrenensis' Fei, Ye & Huang 계곡산개구리
절골(16，VI. 성체 1개체)

9. 없na amurensis coreana 0없da 아무르산개구리
절골(16，VI， 생체 2개체)'，금곡제 (17，VI. 성체 3개체)， 어렴교(17，VI. 성체 2개체)

Q잃s

1. Rep버es(R멸蟲網)

Order 1. Squamata(有鷹텀)
Subord하 1. Lace며lia(도마뱀亞目)

F없lily 1. Lace뼈따라장지뱀科)
1 ， 1김따rdromus amurensis Peters 아무르장지뱀

숙소(17，VI. 정체 1개체)，절골(16，VI， 정체 3개체)，금곡제(17，VI. 정체 2개체)
어림교(17，VI， 성체 1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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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김에rdromus wolteri Fisher 줄장지뱀
금곡제 (17，VI. 성체 1개체)

S빼order 2. Serpentes(뱀亞텀 )
F때ily2. Colti비dae(뱅科)

3. Elaphe dione (P왜as) 누룩뱀
숙소(l7，VI. 성체 1개체)， 절골(16，VI. 성체 2개체)， 금곡제 (17，VI. 성체 1개체)

4. Elaphe rufodorsata (Cantα) 무자치
절골(16 ，VI. 정체 1개체)， 금독제 (17，VI. 성체 1개체)

5. 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C없ltor)

능구렁 이

절골(16，VI. 정체 1개체)

6.

뻐abdop파s ti.행'nus ti.횡'nus (Boie) 유혈목야

종민통(16，VI. 정체 1개체)，절골(16，VI. 성체 1개체)，금곡제 (17;찌. 정체 1개체)

어렴교(17，VI. 성체 1개체)， 약말(18，VI. 생체 1재체)

7. Ampbiesma 뼈짧ri ruthveni (V:따1 Denb따gh)

대륙유혈목이

약말(18，VI. 성체 1개체)

F때ily3. v합idae(살모사科)

8.A，황dstoddon bre찌'caudusStc략leger 살포샤
절골(16，VI. 정체 1개체)， 금곡제 (17，VI. 성체 1개체)， 약말{l8，VI. 정체 1개체)
9.4행sσodon us.뼈'ensis (Eme뻐nov) 쇠살모사
축소(16，VI. 성체 1개체)，금곡제 (17，VI. 성체 1개체)， 어렴교(17，VI. 정체 1개체)

2.

기존문헌 결과 비교 • 분석

충주계명산일대와인접한충주남산파천등산의 양서·피충류상과본조사결과를비교한결괴는 Table
3파같다.

Table 3. Comparison of herpetofauna with adjacent survey areas.
Comparison

Speåes

No.

F잉미ly

없nidae

1

Genus

Rana

Såentifìc name
없narugo.없

옴개구리

Rana nigromaculata

참개구리

R때~a.

없na

coreana

dybowskii

Rana hu킹uenensis
L__

Koreanname ChuMndtung

아무르산개구리
산개구리
계곡재구리

•

•

•
•
•

Mt
Nam

•
•
•

•

Mt.
Gyeomyeong

•

•
•
•

•

M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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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Rana catesbeíana

황소개구리

2

Hyliclae

Hyla

데r]a japoníca

챙개구리

3

Disco빙ossiclae

Bombina

Bombina oIier:없lis

무당개구리

4

A따α。h껴iclae

KalouJa

KalouJa borealis

맹용이

5

Hyn맺뺑얻

1JJ'll。이us

Hynobiusl，많띠U

도롱용

6

Bufonidae

Bufo

Bufobufo

두꺼비

Lace떠liclae

7

Takydromus

E1aphe

8

Colubridae

Takydromus amurensis 이무르장지뱀
Takydromus wolteri

줄장지뱅

댐iaphedione

누룩뱀

E1aphe schrenckii

구렁이

gIaphe rufodorsata

무자치

Rhabdophis Rhabdophis t.

뱅피lUS

Amphiesma Am phiesma v. ruthvení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Dínodone Dínodon I. rufozonatus 능구렁이
Agkistrodon brevicaudus 살모사
vi며idae

9

A행'strodon A방idstrodon

ussuIiensis 쇠살모사

A양istrodon saxaûlis
9F와피lies

12 Genera

까치살모사

22Spedes

•
•
•
•
•
•
•
•
•
•
•
•

•
•
•

.Exotic

•
•
.Protected

•
•
•
•
•

•
•

•

•
•

•
•

.En따ngered

•
•
•

•
•

•
•
•
•
•
•

20sp.

18sp.

18sp.

•

•

.Proteα:ed

충주남산과천동산의 양서·파충류상과본조사지역인 계명산을비교하여 보면종수에 있어서는천풍산
보다는 계명산이 18종으로 2종이 적었으며， 충주 남산과는 통일한 수준이 었다'.3개 지역에서 꽁통으로 확

인된 종들은 옴개구리， 참캐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도롱용， 두꺼비， 아무

르장지뱀， 누룩뱀 , 무자치， 유혈목이， 능구렁이， 살모사 그리고 쇠살모사 동 15종(쨌11)이었다. 한편 황소개

구리(외래도업종)와 구렁이(멸종위기종)는 남산일대에서， 맹용이(보호종)는 천둥산에서만 발견되는 종이
었다.

3.

생물다양도 지수분석

계명산 일대 6개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양서·파충류 18종 142개체에 대하여 생물다양도지수를산출하여
다른지역과 비교한 결괴는 Table4와 같다.

높은 종다양도(뻐gh spedes diversilψ)는 같거나 거의 같은 종들이 매우 풍부하게 존재할 경우에 나타나
는 정량적언 수치이며， 매우 복잡한 군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다양표카 높게 나타난 것은
Ener앓이동， 먹이맹food ch없n) ， 포식관계 경쟁 (competition) , 지위분배 (ecol<。생，cal niche) 풍을 포함한다.

Table 4에서 종풍부도 지수는 R'=3.4303으로 충주 천풍산과 남산에 비허면 낮았으며， 종다양도지수도 D'
=2.3744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계명산지역의 양서·파충류상과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충주지역
의다른지역보다는이론적으로단순하고，또한군집의구성성분이불안정한구조를가지고있다고판단된

다. 한편 서식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계명산은 충주호를 끼고 둘러싸여 있는 급경사면의 산지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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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서·파충류가서식할수 있는수환경과초지 그리고 야산의 저지대형의 산렴구조가부족한실정이어
서나타난결과라고추정할수있다.

Table 4. Biodiversity indices analysis at the Mt. Gyeomyeong and the other survey regions.

펴잃---만쁜

Richness(R')

Ga택벼ng

Diversity(D ')

Evenness(E')

R' =1.9629

D'=1.7327

E' =0.7525

심 (19%)

Mt.Jumbong

R' =3.0596

D' =1.6808

E' =0.5520

정과권(1997)

α따i

R'=4.0697

D'=2.286

E'=0.6898

섬퉁(1997)

Mt. Odae National Park

R' =3.3380

D' =1.5890

E' =0.5219

심 풍(1998)

Mt.N:따n αmn맑l

R' =4.1031

D' =2.5792

E' =0.8923

섬 (2oo1c)

Mt. Chungdung Chun잉L

R' =3.7345

D' =2.5523

E' =0.8520

섬과이 (2003)

Mt. Gyeomyeong

R' =3.4303

D ’ =2.3744

E' =0.8214

Present study

Mt.
Mt

4.

National Park

References

서식처 유형에 따른 서식종의 생태학적인 특징

생태학적언 특정과 생활 양식을 Toft(1980)의 방법에 의하여 서식처 유형에 따른 서식종의 생태학적인
특정과 이에 대한다양생 현황을분석한결과는 Table 5와같다. Table 5에서 계명산 일대에서 양서·피충류
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서식처 유형은 계곡， 습지， 혼효렴， 논·밭(경작지) 그리고 묵밭 등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이러한 생태환경 지형은 가급적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a비e

5. Species distribution and

ec이 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habitat

habitat patterns
싫rge

scale

Sm외1

Species

scale

Diversity

degree

. Rana .rugosa, E1aphe rufodorsata, Rbabdophís 뺑inus 맹inus

@

Iake(pond)

· 없narugosa

@

R외npuddle

. Bombina oIientalis

@

River(S뾰따n)

Water

pa단.erns.

Rice field ditch

conc퍼tion

Creek
V띠ley

Sp파19(5eep)

Wetland(Sw따np)

. Rana nigroma cu1ata, 1표'aphe rufodorsata, R뼈bdophis tigrinus

tigrinus, Rana amurensis COl1없na
. Bombina oIientalis, Hynobius lee해Ïi， Rana dybowskii, 없na

@

@

huanrenensis
. Bombina oIient외15， Hynobius leé쉰lli， 없na 여bows핸1， 없T1a
huanrenensis
. Rana nigromacu1ata, HyJa japonica, Rana 킹nurensis coreana,
퍼'aphe rufod01없ta，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

@

Conifer tree
Broad~eaved
F。얻st

tree

• Rana1JJ땅TomacuJata， R킹mdybows，힘i， Hynobius leecl피，
T따'cydromus amuren하S

. Rana nigroma cu1ata, Rana

dybowskii, Hynobius lee머Ï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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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A떠scell와leous

tree

T따r:ydromus

amurensis, Hyla japonica, R뼈~bdop버S 디웰nus

@

디뺑'll US

.R때a

Rice field

Fanningland
(Cultivated field)

nigromaculata, Rana amurensis coreana, Rana dybows，때

Hyla japonica, Bombina orien때15， 꾀'aphe dione, 댐aphe

@

rufodorsata, 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Ag;뼈istrodon
brevicaudus, Ampmesma vibakari ruthveni, Agμstrodon ussuriensis
. Hyla japonica, Elaphe dione, 댐'aphe rufodorsata, Din여。n

Pl외n

Waste αùtivated field

rufozonatus rufozonatus, Agkisσvdon brevicaudus, Agkistrodon
않:5UIiensis， II외Ir:ydromus

@

amurensis, Ta퍼rdromus wolteri,

Amphiesma vibakari ruthveni

Low land grass land
Forestroad

. Takydromus wolteri

@

. Bufobuf，。 뿔rg따t없15， Elaphe dione, Rbabdophis 디행'llUS
@

d뺑nus

Road

Climber road
F앙mingroad

※Diversity degree

5.

.

Ta짜rdromus

amurensis

@

.R없la nigromacuJa없， 퍼'aphe

dione, Dinodon rufozonatus
@

rufozonatus, Rhabdopms tigrinus tigrinus

: Q)(High: >4 species) , (2)(Middle: 2 species - 3 species) Q) (Low: 0 species -1 species)

위협도 평가

양서 ·파충류 18종에 대하여 Paπ。n(1992)의 방법에 의하여 6개 조사지역에서 각조사지점별로전체 확
인 종의 확인횟수에 따른 출현빈도， 확률 그리고 풍부도와 위협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관찰
/시도가 100%가 되는 Q) (V.A:매우풍부)종은 청개구리 1종(5%) 이었고， (2) (A. B:풍부)는 아무르장지뱀 1종

(5%) 그리고 Q) (C.O:흔함)은 옴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도롱놓， 두꺼비， 누룩뱀 , 무자치， 살모사， 쇠살모사
등 8종(4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계독산개구리， 무당개구리，줄장지뱀， 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등 5

종은 G)(R.A:희소)로 27%를 차지하였다. 장기의 결과를 미루어보아 충주 계명산 일대의 양서·피충류상은
풍부 이상(51%) 이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빈약한 정도를보여주고 있어， 개체군의 밀도는 상당
히 낮은것으로밝혀졌다.
Table 6. Estimation of appearance frequency.
N。

Far띠Iy

Scientific narne

1

Ranidae

Rana

E따nation of appearance frequencγ

Species

Genus

Koreann없ne

Rana rugosa

옴개구리

Rana nigromaculata

참깨구리

Rana a. coreana

아무르산개구리

Rana dybowskii

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계콕개구리

Obs. /Try

2/6
5/6
3/6
5/6
1/6

Probability Degree
33%

@

83%

@

500!o

@

8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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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2

Hylidae

3 Discoglossidae
Hynobiidae
4
Bufonidae
5
6

Lacertilidae

HyJa fi행。níca

청개구리

6/6

Bombina

Bombina orientalis

무당개구리

Hynobius

Hynobius leechii
Bufo bufo gargarizans

도롱농

T때rdromus amurensis

아무르장지뱀

1/6
2/6
2/6
4/6
1/6

HyJa

Bun。

Takydromus

Takydromus wolt，앙i

줄장지뱅

E1aphe dione

누룩뱀

E1aphe rufodorsata

무자치

Rhabdoph싫

밟labdop피's

t.

유혈목이

Amphiesma

Amphiesma

v. ruthvení 대륙유혈목이

E1aphe

7

Colubridae

Dinodone

8

Viperidae

A행strodon

8F:앙nilies

두꺼비

33%
33%
66%
16%

5/6
1/6

5CJOÁl
33%
83%
16%

Dinodon r. rufozonatus 농구령이

1/6

16%

Agkistrodon brevicaudus 살모사

3/6
3/6

50%
5CJOÁl

디맹nus

A행rstrod，α1 ussurie떠S

11 Genera

3/6
2/6

100Vo
16%

쇠살모사

@
@
@
@
@
@
@
@
@
@
@
@
@

18Spedes

※ (J)V.A:Very abundant(71% -1000/0) (Ï)A，B:Abun없nt(51% -700/0)

@C.O:Common(31%-50%)

@U. C:Uncommon(21 % - 300/0) <2>R.A:없re(l00/← 200/0) @V.R:Vetyrare(< 100/0)

6.

분포도 작성

자연생태지도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 및 생물상의 희귀성， 고유성， 풍부정 및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생태계(산렴，하천，농지，도시，호소，해행에 대한가치를등급화한지도를말한다. 한편

자연생태지도는 1968년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생태 및 환경지도(Eco1。멍.cal and environmen없1 map)로서
25k퍼의 국가격자체계 (Na디onal grid system) 에 식물상과 조류장을 지도에 표기하기 시작하여 일부 유럽국
가들에서는 생태지도 또는 생물서식 소공간지도(Biotope mapping)7r 일반화 되었다. 자연생태지도는 자

연생태계에 관한제반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통합하여 파악하고보존·관리하는 데 유용한공간적 정보
은행으로활용될수있도록개발되었다. 한편 양서·파충류를대상으로경관생태학적인수준에서 모델랭한
경우는 버지니아 대학의 Row와 Yu피(1997) 이 채집 및 확인하거나 출현가능한 종에 대하여 예측분포도를

작성하여 해당지 역을 평가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양서·파충류에 대한 분포도는 매회 관찰되거나 채
집되는종의 위치에서 좌표를기록하여 수평적인종분포상황을분석하였다(별첨 부록참조).

생물다.~I:，.엉풍가뿔 워한 제언 및 관리$반}

1.

주요종 및 중요서식처 관리방안

충주시 약말일대에 집단으로번식하고 있는도롱놓에 대하여 서식처 유형 및 보호·관리방안그리고금
곡제 습지보전 대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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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obius leec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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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nd management plan of Kumgokjae wetland.
Densiψ

Hynobius

10m x 10m

leechii

0100 Ind.)

Management pl없1

Kumgokjae
wetland

2. 하천 수량유지 및 양서류와 수서생물을 위한 계곡 Check 없m설치
한 여름홍수기를제외하고， 거의 수량의 유지가 힘든 계명산의 계콕에는호박돌혹은 통나무를 이용한

체크댐을 설치하여 하천 수량을유지함과 동시에 야생동물에게 물을 제공하고， 양서류의 산란장소그리고
여러 종류의 수서곤충을 위한배려가 있어야 한다 (뀐g. 2 , 3).

Fig. 2. Pattern of the check dam(Biotop).

Fig. 3. Position of biotop and check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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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곡제 진입부 콘크리트 배수로에 의한 양서 · 파출류 위협
금곡제 습지대로진입하는도로의 콘크리트 배수로는 양서·피충류가 빠지면 탈출하지 못하여 죽음을 당
하는정우가생기게 된다. 그러므로양서·파충류의 이동통로(생태배수로)를조성하여야할것이다.

1) 도로 개설에 따른 이동통로 유형
생태이동통로조정은 1차적으로 훼손된자연지역의 복원이라는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환경에 대한 영향의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그정도에 따라서
(1) 이전상태 그대로복원
(2) 원래상태와유사한상태로복원

(3)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여 복원 둥의 3단계로구별할 수 있다.

2) 신설도로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도로건설 단계에 조성하여야 하는데， 그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밑 통로에 굴다리 절치

(2) 배수용 홉관설치시 동물 이동통로고려
(3) 횡단다리설치
(4) 교량하부에 통물이통 장소조성

(5) 양셔 · 피충류횡단짧黨路조성

3) 이동통로 설치우선 순위
(1) 도로좌 ·우에 산지와 습지(논)가단절되는정우
In따nidationfaα。randplan

.A뾰r construc디on

of road, cultivation land was divided

and left. Therefore, must be built-up under pass type
grating) for amphibian , reptiles and

Fig. 4. Intimidation factor an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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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좌·우에 습지(논)와습지(논)가단절되는경우

(3) 산림생태계 내의 계콕부위를지나갈 때
(4) 도로좌·우에 경작지를지남으로써 경작지가단절되는경우

상기의 4가지 형태로도로가조성될 때 도로좌·우배수로설치에 따른배수구조물에 소형통물과 양서·
피충류의 이동통로를설치하여야한다.

4)

개선 방법

(1) Under pass(Steel grating) 이동통로 조성
양서류의 경우 번식기에는 산란을 위하여 물을 찾아 모여드는 습성과 산란을 마치면 다시 육상으로분
산하는분산압으로 언하여 도로를 통과하다 치명적인 장애를 딩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절되는구간이 좌·

우 성토되는부분이 없을 경우 Underpass하는 이통통로를 Steel gra디ng형식으로조성하여 주어야한다.

Fig. 5. Steel grating model.

Existing drainage facility
Fig. 6.

타<isting

Improvement< Eco-channel

drainage facility and improvrnent to Eco-channel type drainage

Geo-Tech >
fa미 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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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종배수로를도로양쪽에 설치할경우소형통물(소형 포유류， 양서·파충류)이 수로에 빠질 경우탈

출이 불가하여 JV.r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이통통로(Eco-ch때nel)를 도로 바깥쪽으로 경
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로관에 통물이 빠지게 되면 수로 안에서 최소(2m)， 최대 (6m)범위에서
방황하고， 배수로가 미끄러운 관계로 멀리 이통을 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삶1에 1개소씩 설치해야 한다. 상·
하 50m(총 길이 100m) , 좌 ·우(총 길이 100m) 에 삶1에 1개씩 총 25개씩(상 ·하， 좌 ·우 50개) 설치하여야 한다.
금곡제 습지대로 진업하는 도로부에는 배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U자 관로에 통물이 빠지게 되

면 대형동물을 제외한 소형동물은 탈출하지 못하고， 한여름 35 C 이상되는 더운 기온에 배수로 내에서 죽
0

게되는 사례가 종종 있게 되므로 이러한 배·용수로를 친환경적인 생태배수로(Eco-ch때nel)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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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산 일대 양서·파충류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특정을 조사하여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 연구를수행하였다.

1. 계명산 일대 6개 조사지점에서 채집 및 관찰된 양서류는 5과 5속 9종 115개체， 파충류는 3과 6속 9종
27개체로， 총 8과 11속 18종 142개체를 확언하였다.

2. 청개구리는 6개 지역에서 공히 발견되는 종이었다{5%). 또한옴개구리는 절골과 어렴교일대에서， 참
개구리는숙소를제외한전지역에서，산개구리는종민동을제외한전지역에서，무당개구리와능구렁이는

절골에서만，줄장지뱀은금콕제 일대에서만， 대륙유혈목이는 약말일대에서만발견되는종이었다. 양서류

우점종은 청개구리와 도롱용으로 23%의 우점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은 산개구리로 21% , 그리고 참개구리
로 14o/c떼 우점을나타내었다. 파충류는이무르장지뱀이 우점을하였고， 다음은유혈목이와누룩뱀이었다.

3. 충주 남산과 천동산의 양서·파충류상과본조사지역인 계명산을비교하여 보면종수에 있어서는 천
등산보다는 계명산이 18종으로 2종이 적었으며， 충주 남산과는 통일한 수준이었다.3개 지역에서 공통으

로 확인된 종들은 옴개구리， 참개구리， 이무르산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도롱놓， 두꺼비，

이무르장지뱀， 누룩뱀 , 무자치， 유혈목이， 능구렁이， 살모사 그리고 쇠살모사 등 15종(68%) 이 었다. 한편 황
소개구리(외래도업종)와 구령이(멸종위기종)는 남산일대에서， 맹몽이(보호종)는 천등산에서만 발견되는

종이었다.

4. 종풍부도 지수는 R'=3.4303으로 충주 천등산과 남산에 비하면 낮았으며， 종다양도 지수도 D'
=2.3744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계명산지역의 양서·파충류상과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충주지역
의다른지역보다는이론적으로단순하고，또한군접의구성성분이불안정한구조를가지고있다고판단된

다.

5. 위협도 평가결과 관찰/시도가 100%가 되는 â) (V.A:매우풍부)종은 청개구리 1종(5%) 이었고， (2) (A.ß:
풍부)는 아무르장지뱀 1종(5%) 그리고 @κ.0:혼함)은 옴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도롱놓， 두꺼비， 누룩뱀 ,
무자치， 살모사， 쇠살모사 등 8종(4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펀 계곡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대
륙유혈목이， 능구렁이 등 5종은 (2) (R.A=희소)로 27%를 차지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미루어보아충주 계명산
일대의 양서·파충류장은 풍부이상(51%)이 100!o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빈약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
어 개체군의 밀도는상당히 낮은 것으로밝혀졌다.

검색어 :충주계명산，양서·파충류상，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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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map of spesies at the Mt. Gyemyeong Chungj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