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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종의 장기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먹이와 활동성 변화에 관한 연구는 해당
종의 서식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개체군 관리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수달(Lutra lutra)은 습지 생태계 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핵심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산업화

및

도시화,

수질오염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국내·외에서는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시된 수달의 섭식생태에 관한 연구는 수달이 섭식한 먹이자원의
리스트를 밝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활동성에 관한 연구는 포획 및
무선추적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름과 겨울의 수달이 섭식한 먹이자원과 먹이선호도 및
활동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여름(2017년 6월부터 8월까지)과 겨울(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구 대상지인 안산갈대습지 내에서 수달의 잠재 먹이
자원과 배설물을 채집하였다. 섭식한 먹이자원과 먹이 이용폭을 파악하
기 위해 배설물에서 먹이 잔해물(food remains)을 분리하여 동정하였으
며, 잠재 먹이자원 채집결과와 배설물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먹이 선호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양 계절 간 수달의 활동성(활동량, 활동패턴,
활동수준)비교를 위하여 여름(2017년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습지 내에 무인센서카메라
(camera-trap)를 설치하여 수달을 촬영하였다.
먹이 분석결과, 수달은 경골어강에 대한 섭식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달
이 섭식한 먹이자원의 구성비는 양 계절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지인 안산갈대습지가 유속이 느려 물이 고여 있
기 때문에 계절 변화에도 어류의 군집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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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계절 간 수달의 먹이에 대한 상대출현빈도와 생물량 비교 결과, 붕어
와 잉어가 중요한 먹이자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어류에 대한 선
호도를 비교한 결과, 계절에 상관없이 잉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잉어가 수면 가까이에서 느린 속도로 헤엄치며 수심이 얕
은 습지의 가장자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수달이 섭식하기 용이한 먹이
자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붕어의 경우 섭식 빈도가 높았으나 특별한
선호도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습지 내 개체수가 풍부하고, 크기가
작아 수달이 섭식하기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배설물 1개에 출
현한 먹이자원의 수와 먹이 이용 폭(FNB, FNBst)의 결과를 통해 수달
은 여름에 더 다양한 먹이자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름에
는 겨울에 비해 다양한 생물들이 활동하여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먹이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활동량은 여름보다 겨울에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달은
겨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휴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체온을 유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활동패턴은 양 계절 모두 일출 일몰 시간대에 활
발히 활동하는 박명박모성(薄明薄暮性, crepuscular)이었으나 계절에 따
라 변화하는 광주기의 영향으로,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수준은 여름 48%, 겨울 50%로 나타났으나
양 계절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활동수준은 활동패턴을 정량
화한 값이기 때문에 활동패턴이 유사한 경우 활동수준에도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수달은 양 계절 모두 어류, 특히
잉어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먹이와 활동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달은 가장 선
호하는 먹이자원인 잉어가 계절에 상관없이 서식지 내에 충분하기 때문
에 활동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서

식지 내 먹이자원이 계절에 상관없이 충분히 유지될 경우, 먹이자원의
가용성에 의해 수달의 활동성이 제약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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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 내 군집의 구성이 변화하는
지역에서 수달의 먹이와 활동성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주요어 : 먹이, 배설물 분석, 수달, 활동량, 활동수준, 활동패턴
학

번 : 2016-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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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달류는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수달아과(Lutrinae)
에 속하며 7속 13종으로 분류되고 국내에 유일하게 서식하는 수달
(Eurasian Otter, Lutra lutra)은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끝의 일부 지역,
유럽의 중부 덴마크부터 서부 독일을 거쳐 프랑스 등에 분포하고 있다
(Mason and Macdonald 2009).
반수생 포유류인 수달은 수생태계 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하
며 서식지 내에 풍부한 먹이자원을 섭식하는 기회주의적 포식자이다
(Mason and Macdonald 2009; Almeida

et al. 2012; Krawczyk et al.

2016). 수달은 포식을 통해 먹이사슬을 구성하는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먹이자원이 되는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Mills et al. 1993). 또한 마땅한 천적이 없는 외래종의 개체수를 감소시
켜 수생태계의 건강도를 높이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종이다(Mason and Macdonald 2009; Britton et al. 2017). 하지만 이
와 같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달은 하천의 직선
화,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서식지 소실, 먹이자원 감소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인식되고 있다(Schenck and Staib
1992; Serfass et al. 1993; Kimber et al. 2000). 이에 따라 현재 세계자
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의 적색목록(Red list)에 준위협종(Near threatened)으로 지정되었으며
(Temple and Terry 2009; Baillie et al. 201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serva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Fauna and Flora: CITES)의 부속서Ⅰ에 등재되
어 있다(Hilton-Taylo 2000). 한편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
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문화재청 2001;
K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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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달을 비롯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야생동물을 장기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Fryxell et al. 2014). 이 중 먹이자원은 야생동
물의 번식, 성장 등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obbins 2012). 특히 이
용하는 먹이자원이 한정적인 종의 경우 섭식 생태에 대한 정보는 해당
종의 보전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Kloskowski et al. 2013;
Atkins et al. 2017). 야생동물은 먹이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환경에 따
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주요 먹이자
원이 부족해지면 이를 대체할 다른 먹이자원을 이용한다(Ruiz-Olmo and
Jiménez 2009; Almeida et al. 2012; Atkins et al. 2017). 이러한 먹이자
원의 이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계절, 기후, 서식지의 변화 등과
같은 시․공간적인 요인이 있으며(Day et al. 2015), 이 중 계절 변화 특
히 겨울에 발생하는 먹이자원의 부족, 적설이나 결빙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은 개체군의 크기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id et al. 1994; Stenset et al. 2016).
먹이자원뿐만 아니라 활동성(activity)에 대한 연구 또한 야생동물의
보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Bridges and Noss 2011). 활동성이
란 먹이자원, 번식, 세력권 확보 등과 같은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Halle and Stenseth 2012). 활동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야생동물이 활동하는 데에 적합한 시간대의 예측이 가능하고, 활동에 영
향을 주어 개체군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부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군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Estes et al. 1982; Munro et al.
2006; Martin et al. 2010; Halle and Stenseth 2012; O'Connor and
Rittenhouse 2017). 환경변화에 따른 먹이자원의 이용 패턴 변화는 야생
동물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Zielinski et al. 1983). 따라서 활
동성에 대한 이해는 해당 종의 먹이활동 전략을 파악할 수 있으며, 활동
성의 정량화는 계절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가 된다
(Green and Bear 1990; Schmidt-Nielsen 1997; Kronfeld-Sch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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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an 2003).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번식기, 연령과 성별, 천
적․피식자의 활동패턴, 계절에 따른 광주기의 변화, 인간에 의한 교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외부요인들에 따라 야생동물들은 생존에 가장 유리
한 상태로 활동성을 변화시킨다(Zielinski et al. 1983; Kolowski et al.
2007; Stevens and Serfass 2008; Martin et al. 2010; Halle and
Stenseth 2012; Pagon et al. 2013; Ikeda et al. 2016).
이와

같은

먹이자원과

활동성에

대한 연구는 ‘최적먹이획득이론

(optimal foraging theory)’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Day et al.
2015). 야생동물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시간과 자원을 가장 합리적인 방
법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Parker and Smith 1990; Worman and
Chapman 2005; Stenset et al. 2016). 따라서 먹이자원의 이용과 활동성
에 관한 연구는 모두 해당 종의 서식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주어진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최적의 상태로 서식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Pyke 1984).
이에 본 연구는 수달이 여름과 겨울에 이용하는 먹이자원과 선호도,
활동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여름과
겨울의 배설물 분석을 통한 먹이자원 파악 및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하
여 활동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절에 따른 수달의 먹이와 활동성 차이
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1) 계절에 따라 서식지 내 먹이류의 군집 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포식자인 수달의 먹이구성과 먹이자원 선호
도는 계절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며, 특히 겨울에 비해 여름에 먹이의 다
양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2) 수달은 계
절에 따라 달라지는 서식환경의 변화로 인해 체온유지를 위한 활동량이
변할 것이고, 활동패턴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광주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활동수준은 겨울에 약간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도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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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사
1. 수달에 관한 연구
수달류는 20세기 초 전 세계적인 모피산업의 발달에 따른 남획으로 인
해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었고(Kimber et al. 2000; Almeida

et al.

2012), 이에 따라 개체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선호 서식지 파악에 관한 연구(Prenda and Granado-Lorencio 1996), 섭
식생태에 관한 연구(Erlinge 1968; Rowe-Rowe 1977), 분포 및 보전 방
안 마련에 관한 연구(Macdonald and Mason 1978) 등 주로 기초 생태
파악과 개체수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체내
중금속 축적에 관한 연구(Anderson-Bledsoe and Scanlon 1983), 먹이자
원에 의한 기생충 감염에 관한 연구(Kollars et al. 1997) 등 수달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달류의 밀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등 적극적인 보전활동
과 정책에 의해 수달은 2004년 이후 IUCN 적색목록 등급이 취약종
(Vulnerable)에서 준위협종으로 1단계 낮아져, 개체수의 회복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uhasz et al. 2014). 최근에는 수달류
의 보전으로 인한 어업 피해에 관한 연구(Rauschmayer et al. 2008;
Václavíková et al. 2011; Britton et al. 2017), 개발된 서식지에서 나타나
는 섭식생태 및 서식지 이용과 같은 생태적 연구(Kloskowski et al.
2013; Navarro-Picado et al. 2017) 등 주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수달의 생태적 중요성에 따라 강의 수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Kim et al. 2011),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성용(1998)에
의해 수달의 분포, 섭식생태, 서식지 등 전반적인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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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실시되었다. 2005년 전국을 대상으로 수달의 배설물을 통한 분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달이 백두대간을 따라 동부 산악지대와 지리산 일
대,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
내 최초로 수달의 전국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조영석 등 2006). 최근에
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을 이용한 수달의 흔적조사가 진
행되고 있으며, 배설물에만 의존했던 조사방법에서 다양한 흔적들(배설
물, 족흔, 분비호르몬 등)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달의 서식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였다(조영석 등 2017). 수달의 서식지에 관한 연구
로는 GIS를 이용한 서식지 적합성 예측 모델 개발(주우영 2002), 핵심
보전지역 선정(정승규 등 2015), 인공서식지 조성에 관한 연구(오기철
2011)가 실시되었다.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수달의
계통학적 위치를 규명하였으며(최흥원 2007), 배설물로부터 DNA를 추출
하여 개체 간, 집단 내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고 개체군의 크기, 모계혈
통 관계, 근친도 등을 확인한 사례(Park et al. 2011; 오기철 2011)도 있
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수달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
며 주로 분포, 서식지 특성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그러나 섭식생태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수달이 섭식한 먹이
자원의 종 목록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며, 활동성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실시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에 서식하는 수달의 구체적인 섭식
생태와 활동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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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달의 섭식생태에 관한 연구
야생동물의 섭식생태에 대한 정보는 서식지 내 먹이자원의 구성과 풍
부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환경적인 변화에 해당
종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Almeida
et al. 2012). 수달의 섭식생태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수행
되었으며 섭식한 먹이자원 분석은 배설물, 위 내용물, 먹이 흔적, 안정성
동위원소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찰이 용이한 배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실시되었다(Ryder 1955;
Reid et al. 1994; Conroy et al. 2005; 민희규 2007; Crowley et al. 201
3). 기존 연구를 통해 수달은 어류를 주요 먹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
로 밝혀졌고, 이외에도 소형 포유류, 갑각류, 조류, 양서 파충류, 곤충류
등을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rlinge 1968; Reid et al. 1994; 한성
용 1998; Roberts et al. 2008; 최준우 등 2012; Day et al. 2015), 경우에
따라 과일이나 무척추동물도 섭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Quadros
and Monteiro-Filho 2001; Krawczyk et al. 2011; Day et al. 2015). 어
류로는 잉어과(Cyprinidae), 연어과(Salmonidae), 대구과(Gadidae), 둑중
개과(Cottidae) 등을, 소형 포유류로는 설치목(Rodentia)을, 조류로는 오
리과(Anatidae)를 종종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nszki et al. 2009;
이상돈 2012; Rey 2016).
수달은 서식지 내 풍부도에 따라 먹이자원을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섭식 효율이 높은 먹이자원을 이용하기도 한다(Passamani and
Camargo 1995; Geidezis 1996). 수달이 선호하는 먹이자원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초창기 연구에서는 사육 개체를 대상으로 먹이자원을 다양
하게 공급하는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달은 어류를
가장 선호하며 특히 유영속도가 느리고 약 15-17cm인 중간크기의 어류
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Erlinge 1968). 이후에는 야생 수달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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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요 먹이활동 지역에서 정량적으로 채집한 어류를 수달의 배설물
에 출현한 먹이자원과 비교하여 선호도를 파악한 연구(Kruuk 1995), 서
식지 내 먹이자원의 상대적인 풍부도와 수달이 섭식한 먹이자원과의 관
계를 통해 먹이 선호도 지수(food preference index)를 산출한 연구(Pard
ini 1998) 등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수달은 크기가 작으며 유영속도가
느린 어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들 어류에 대
한 사냥 및 섭식의 효율성이 가장 높기 떄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Quad
ros and Monteiro-Filho 2001; Lanszki and Sallai 2006; Rheingantz et
al. 2017).
수달은 계절에 따라 가용성이 높은 먹이자원을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Mason and Macdonald 2009; Day et al. 2015). 북아메리카수달
(Lontra canadensis)의 먹이 구성을 계절 간 비교한 연구에서는 겨울보
다 여름에 어류의 상대빈도(Relative Frequency Occurrence: RFO)와 절
대빈도(Frequency Occurrence: FO)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et
al. 2008; Day et al. 2015). 이는 여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생물다양성
이 높아져,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분류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되었다(Kruuk and Moorhouse 1990; 이상돈 2012). 결과
적으로 여름에는 수달이 어류 이외에 다양한 먹이자원을 섭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섭식한 먹이자원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id et al. 1994; Lanszki et al.
2009; Day et al. 2015). 이에 따라 섭식한 먹이자원의 다양성을 나타내
는 지수(Food niche breadth: FNB)는 겨울보다 여름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anszki et al. 2009; Smiroldo et al. 2009).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수달의 먹이자원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수달이 섭식한 먹이자원의 분석이 강(class) 수준
까지만 실시되었으나(한성용 1998; 민희규 2002), 국내의 어류를 대상으
로 골격을 이용한 종의 분류 기준이 제시되면서(차수민 2001), 이를 이용
한 연구에서는 종(species) 수준까지도 먹이의 동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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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우 2004; 박보현 2011; 신완호 2014). 그러나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
로 수달이 이용한 먹이자원의 종 목록만을 제시하였을 뿐, 특정 먹이자
원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 연구
들은 이미 배설된 먹이자원의 건중량과 출현빈도만으로 먹이를 정량화하
였는데(박보현 2011; 최준우 2012), 수달의 배설물에 나타나는 먹이 잔해
물(food remains)은 소화가 어려운 뼈, 비늘, 깃털 등이기 때문에 소화되
는 정도에 따라서 섭식한 먹이자원에 대한 편중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Bowyer et al. 1994). 결과적으로 수달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먹이자원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Cumberland et al. 2001). 따라서 수달이 섭식한 주요 먹이자원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배설물에 출현한 빈도와 먹이자원의 습중량을 반
영한 생물량 분석이 동시에 실시되어야만 보다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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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성에 관한 연구
야생동물의 활동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활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Kitchen et al. 2000;
Kolowski et al. 2007; O'Connor and Rittenhouse 2017). 또한 직접 관찰
하기 어려운 포유류의 활동 시간대를 파악함으로써 조사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결정할 수도 있다(Crowley et al. 2013).
초기의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설치류를

대상으로

쳇바퀴

(running-wheel)를 이용하는 방법과 야외에서 동물을 직접 관찰하여 활
동을 기록하는 방법이 실시되었다(Liers 1951; Belovsky and Slade
1986; Sherwin 1998). 그러나 이 방법들은 실제 야생동물에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으며, 장시간 동물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
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O'Connor and Rittenhouse 2017;
Lashley et al. 2018).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선추적연구(telemetry)를
통해 이동한 거리와 활동한 시간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획득하였
으나(Reid et al. 1994; Pagon et al. 2013), 일부 경우에는 포획 및 추적
장치의 부착이 동물에 피해를 주거나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멸
종위기종이나 희귀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Lashley et al.
2018). 반면 최근에는 무인센서카메라(camera-trap)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Utreras and Pinos 2003; Lee et al. 2010; Bridges and
Noss 2011; O’Connor and Rittenhouse 2017), 이 방법은 동물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침습적(non-invasive)이며(Rowcliffe et
al. 2014; Caravaggi et al. 2017), 일정 수준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경우
무선추적장치를 이용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확도가 높은 방
법이라 할 수 있다(Lashley et al. 2018). 또한 일단 설치한 이후 장기간
운영할 경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Ridout and
Linkie 2009; Rowcliff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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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활동성은 온도, 광주기(photoperiod), 먹이자원의 가용성
(prey availability) 등 계절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ielinski et al. 1983; van Oort et al. 2007;
Pagon et al. 2013; Ikeda et al. 2016). 특히 겨울에 야생동물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활발한 먹이활동을 함으로써 활동량을 증가시키거나
(Gerell 1969; Merritt and Merritt 1978; Kruuk et al. 1994; van Oort et
al. 2007) 반대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의 소실을 줄여 체온을 유
지하는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Georgii 1981; Risenhoover et al. 1986;
Ewer 1998). 또한 활동량은 광주기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계절에 따라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가 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Enright 1966;
Georgii 1981; Pagon et al. 2013; O’Connor and Rittenhouse 2017). 일
출·일몰 시간대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유럽노루(Capreolus capreolus)는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간대가 계절별로 달라지는 일출 일몰 시간대와 함
께 변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노루의 활동패턴은 광주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agon et al. 2013). 계절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먹이자
원의 가용성 변화도 야생동물의 활동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의 토끼류(Sylvilagus spp.)는 여름에 식생의 밀집도가 높아지
기 때문에 포식자에 노출될 위험도 감소하여 겨울과 달리 주간에 활발한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Connor and Rittenhouse 2017). 아
메리카담비(Martes americana)는 여름에는 주로 주간에, 겨울에는 야간
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주 먹이자원의 활동패턴에 맞춰 섭식율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결과로 판
단되었다(Zielinski et al. 1983). 그러나 육상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동물
들과 달리 수달의 경우 한정된 공간인 물속에서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에 상관없이 어류의 포식이 가능하므로 활동패턴을 조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elquist and Hornocker 1983).
활동패턴을 정량화한 활동수준(activity level)은 활동에 할애한 시간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다(Rowcliffe et al. 2014; O’connor and Ritte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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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2017). 회색큰다람쥐(Sciurus carolinensis)의 경우 선호하는 먹이자
원의 계절에 따른 가용성 변화로 인해 활동수준이 달라졌는데, 선호 먹
이자원인 도토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가을보다 상대적으로 먹이획득
이 어려운 여름에는 먹이활동 시간을 시간을 줄이고 휴식에 더 많은 시
간을 할애하였다(Parker et al. 2014). 유럽노루는 여름과 겨울의 활동수
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겨울에는 소화율이 높은 초본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수준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ag
on et al. 2013).
국내에서 실시된 포유류의 활동성에 관한 연구로는 무선추적장치를 이
용하여 수달의 활동 시간대를 파악하거나(민희규 2007), 청설모의 시간
대별 활동지수(activity index)를 이용한 활동패턴을 나타낸 사례가 있다
(유병호 2011).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형 설치류,
수달, 너구리, 삵, 뉴트리아, 산양 등의 활동 시간대를 파악한 바가 있다
(한창욱 2012; 최수진 2016). 그러나 이전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동물들
의 활동량이 가장 높은 시간대만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어, 계절 및 시
간대에 따라 정량화된 활동성을 비교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수달의 활동성에 대한 연구는 수달의 포획 및 무선추적 등
방법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은 분야이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로는 수달의 활동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간대에 대한 정보는 파악
할 수 있으나, 하루 동안의 활동패턴의 변화 및 활동성에 대한 정량화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활동성 연구는
최근 그 활용성과 적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효율성에 비
해 아직 무선추적장치를 이용한 연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활동성 연구는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간대와
감소하는 시간대만 파악하였을 뿐(한창욱 2012; 최수진 2016) 하루 동안
활동하는 패턴과 이를 정량화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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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갈대습지
로 시화호의 상류부에 입지한다(동경 126° 50’ 32.13˝, 북위 37° 16’ 13.25
˝; Fig. 1). 안산갈대습지는 총 면적 1,037,500㎡로, 시화호로 유입되는 비
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합류지점에 인위
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식물의 식재 여부에 따라 크게 폐쇄수역(closed
water)과 개방수역(open water)으로 나뉜다(김세원 등 2009). 폐쇄수역에
는 인공습지의 수질정화기능을 담당하는 갈대와 부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개방수역은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구간으로 수심이 1.0-1.1m로 유
지되기 때문에 어류 및 야생동물에 서식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습지 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한다(최돈혁 등 2012).
연구 대상지의 기온은 연중 –9.2-23.8°C, 강수량은 연평균 1067.2㎜이
며 풍향은 주로 남서풍이나 서풍이고 풍속은 연평균 2.18m/s이다(한국수
자원공사 2002). 갈대(Phragmites communis), 붕어마름(Ceratophyllum
demersum), 부들(Typha orientalis), 애기부들(Typha angustata), 개구리
밥(Spirodela polyrhiza), 연꽃(Nelumbo nucifera), 수련(Nymphaea tetra
gona), 자라풀(Hydrocharis dubia)을 포함한 200여종이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4). 동물상으로는 흰뺨검둥오리(Anas zonorhync
ha), 쇠물닭(Gallinula chloropus), 고방오리(Anas acuta), 논병아리(Tachy
baptus ruficollis), 깝작도요(Actitis hypoleucos), 참새(Passer montanus)
를 포함한 조류 70여종, 붕어(Carassius carassius), 피라미(Zacco platyp
us), 잉어(Cyprinus carpio), 풀망둑(Acanthogobius hasta)을 포함한 어류
12종, 아무르장지뱀(Takydromus amurensis), 청개구리(Hyla japonica)를
포함한 양서 파충류 6종, 족제비(Mustela sibirica), 등줄쥐(Apodemu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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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rius) 등 포유류 8종이 서식하고 있다(권순국 등 2004; 허위행 등 2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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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and map of the study area (Ansan Reed Wetland; red polygon) at Ansa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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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먹이 분석
2.1.1. 배설물 및 잠재 먹이자원 채집
배설물 채집은 여름(2017년 6월-8월)과 겨울(2017년 12월-2018년 2월)
에 실시하였으며 총 18개소의 배설지에서 주 1회 실시하였다(Fig. 2). 배
설물은 폴리에틸렌 지퍼백에 넣어 채집 날짜 및 위치를 기록한 후 분석
전까지 냉동고(–20°C)에 보관하였다. 이후 배설물의 점액 제거를 위해
해동 후 0.07%의 탄산나트륨용액(Na2CO3)에 넣어 1주일 간 냉장 보관하
였다. 1주일 후 배설물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체(mesh siz
e: 0.6mm)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로 세척하였다. 세척된 배설물은 페트리
디쉬(petri-dish)에 담아 1주일 간 공기 중에 건조 후 분석 전까지 파라
필름(para-film)으로 밀봉하여 보관하였다(Hermsen and Maarseveen 20
11).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연구 대상지의 수달이 잠재적으로 섭식할 수
있는 여름의 먹이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갈대습지 내에 서식하는 어
류 및 갑각류를 채집하였다. 겨울에는 습지의 결빙으로 인해 채집을 실
시하지 않았다. 채집에는 통발과 낚시대를 이용하였으며 통발은 2종류
(mesh size=4mm, 10mm)를 총 8개의 지점에 주 2회 설치하였고 낚시는
1지점 당 90분씩 2개의 지점에서 주 3회 실시하였다(Kruuk 1995;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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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ata collection points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 scats, ■ : potential
prey,

● : camera 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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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먹이 동정
분변에 포함된 먹이자원 중 어류의 동정을 위해 채집한 어류를 삶아
건조시킨 머리뼈와 문헌을 이용하였다. 건조된 어류의 머리뼈는 새개판
(opercular), 전새개판(preopercular), 인두치(pharyngeal teeth) 등으로 분
리하고 2일간 건조하였다(남명모 1991; Conroy et al. 1993; 김진구 1999;
차 2001). 새개판은   과   길이의 비와 형태적 차이를, 전새개판은 굽
은 각도와  과  길이의 비를, 하새개판은 형태적 차이를 이용하였다.
인두치는 이빨이 배열된 순서와 총 개수로 구분하였고 이빨이 소실된 경
우 과(family) 수준까지 동정하였다(Fig. 3). 미꾸리속(Misgurnus)은 종
수준까지의 동정이 어려워 속(genus)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갑각류의 동
정은 외피의 파편을 이용하여 강 수준까지 진행하였고 양서류의 경우 천
추골, 설골, 발가락 뼈 등 뼈의 파편을 이용하여 과(family) 수준까지 동
정하였다(Conroy et al. 1993). 조류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야생
동물학 연구실과 국립생물자원관에 소장 중인 표본의 깃털과 비교하여
동정하였으며 종 수준까지 동정이 불가능할 경우 과(family) 수준까지만
동정하였다. 곤충의 경우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곤충계통분류학 연구
실에서 동정하였으며 형체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 목(order) 또는 과
(family)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 17 -

Figure 3. Major identification keys for fish: (A) opercular, (B)
preopercular, (C) infraopercular, and (D) paryngeal teeth (차수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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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통계분석
먹이의 동정 결과를 이용하여 먹이자원의 출현빈도와 생물량을 산출
하였다. 출현빈도는 특정 먹이자원이 전체 배설물에 출현한 빈도(FO)와
먹이원이 출현한 배설물 가운데 특정 먹이원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빈도
(RFO)로 나타냈다(Erlinge 1967; Watson and Lang 2003). 생물량
(biomass)은 먹이자원의 습중량과 먹이자원이 출현한 배설물의 개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Olsen et al. 2008). 먹이자원의 습중량은 기존 문헌에
서 채집한 종의 평균체중을 반영하였고 물자라(Muljarus japonicus)의
경우 배설물에서 온전한 형태로 출현한 개체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였다.

FO (%) =

Actual occurrence of category
Total number of scatss

× 100

Actual occurrence of category
RFO (%) =

Actual occurrence of all prey items

× 100

in the total number of scats

Biomass (g) = Mean body mass of prey × frequency
두 계절 간에 먹이의 구성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software (v.3.4.3)를 이용하였으며 5%의 유의성(p<0.05)을 나타낼 때 계
절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두 계절 간 먹이 이용 폭은 레빈 지수(Levin index)를 이용하여 FNB
(food niche breadth), FNBst (standardized FNB)로 산출하였다. FNBst
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더 넓은 범위의 먹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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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음을 나타낸다. FNB와 FNBst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Krebs 1999; Sarasola et al. 2003; Cicek and Ayaz 2011; Quintela et
al. 2012).


FNB = 



 




FNBst = (FNB-1)/(n-1)
이 식에서  은 먹이자원의 총 개수이고 는 전체 배설물에서 먹이자
원의 출현빈도에 대한 비율이다.
먹이자원에 대한 선호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Ivlev’s electivity index
(   )를 사용하였다. 산출된 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
울수록 선호도가 높은 먹이자원인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용한 먹이자원
에는 배설물의 먹이자원 분석결과를 사용하였고 이용 가능한 먹이자원의
비율은 조사지에서 채집한 생물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였다.
Ivlev’s electivity index (   )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으며(Lanszki and
Sallai 2006), 통계분석은 R software (v.3.4.3)의 package selectapref을
이용하였다.

         

이 식에서  은 이용한 먹이자원의 비율이고,  은 이용 가능한 먹이자원
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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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활동성 분석
2.2.1.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및 자료 수집
수달의 활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름(2017년 6월 16일 - 8월 31일)
과 겨울(2017년 12월 1일 - 2018년 2월 28일) 양 기간 동안, 무인센서카
메라(n=15; Camera trap, Bushnell Trophy cam)를 설치하여 수달의 모
습을 촬영하였다. 무인센서카메라는 수달의 주요 배설지인 관찰로 밑에
서 배설물이 자주 발견되는 지점으로부터 1-2m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다
(Stevens and Serfass 2008; Rheingantz et al. 2016; Fig. 2). 무인센서카
메라의 촬영 설정은 동영상의 경우 1회 작동 시 1분, 재촬영은 5초로 동
일하게 설정하였다(Green et al. 2015). 사진과 동영상이 동시에 촬영 가
능한 무인센서카메라는 1회 작동 시 연속 3회 사진 촬영 후, 동영상이 1
회 촬영되도록 설정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수달이 무인센서카메라에 나타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사진과 동영상이 연속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수달이 최초
로 촬영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였다. 분석을 위해 데이터는 시간당 수
달이 동영상에 촬영된 횟수로 설정하였다(Rowcliffe et al. 2014). 본 연
구에서는 수달의 활동성을 활동량, 활동패턴 및 활동수준으로 구분하였
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활동량(amount of activity)’은 1일에 수
달이 카메라에 촬영된 절대적인 횟수로 하루 동안 활동한 빈도를 의미한
다. ‘활동패턴(activity pattern)’은 시간대에 따라 수달이 촬영된 횟수를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e)을 이용하여 나타낸 그래프로 하
루 동안 시간대에 따라 수달이 감지될 확률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활
동수준(activity level)’은 활동패턴을 정량화한 것으로 하루 동안 개체군
내 모든 개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실제 활동한 시간의 비율
을 의미한다(Rowcliff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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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통계분석
두 계절 간 활동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1일 내 수달이 촬영된 횟
수의 평균을 Wilcoxon Rank-Sum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분
석은 R software (v.3.4.3)를 이용하였으며 5%의 유의성(p<0.05)을 나타
낼 때 계절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수달의 활동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출 일몰 시간대를 기준으로 활
동 유형을 Table. 1과 같이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 동안 연구
대상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간대는 Table. 2와 같으나 시간 당 수달의 촬
영횟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출과 일몰 시간대를 각 1시간으로 간주하였
다. 이에 따라 여름의 일출 시간대는 5시부터 6시, 일몰 시간대는 19시부
터 20시, 겨울 일출 시간대는 7시부터 8시, 일몰 시간대는 17시부터 18시
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은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활동 유형을 독립변수로, 활동 유형에 따른 시간 당 수달
이 촬영된 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다중비교(Tukey Studentized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
여 3개 변수의 모든 조합을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은 R software (v.3.4.3)
를 이용하였으며 5%의 유의성(p<0.05)을 나타낼 때 활동패턴의 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Ikeda et al. 2016).
활동수준은 활동패턴을 정량화하여 나타냈으며 이때 통계분석은 R
software (v.3.4.3)의 package activity 내 Von-Mises kernel distribution
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활동량(relative

activity)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활동패턴을 시각화하였고 그 식은 아래와
같다(Rowcliffe et al. 2014).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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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인 활동량, 는 수달이 촬영된 시간, 은 수달이 촬영된
횟수이며



는 매개변수이다.

이 때 x축, 전체 면적에 대한 활동패턴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차지하
는 비율을 이용해 활동수준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max

이 식에서 는 활동수준이고, max 는 수달이 가장 많이 관찰될 확률로,
확률밀도함수의 최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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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s for four possible activity types of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used in
this study (Munro et al. 2006; Pépin et al. 2006)
Type of activity

Definition

Diurnal

Active at sunrise to sunset

Crepuscular

Active at morning twilight to sunrise and sunset to evening twilight

Nocturnal

Active at evening twilight to morning twilighte

Cathemeral

Active throughout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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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nge of sunrise and sunset times in summer and
winter at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data from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database)
Summer
(16 Jun 2017 31 Aug 2017)

Winter
(01 Dec 2017 28 Feb 2018)

Sunrise

05:12 – 06:03

07:06 – 07:47

Sunset

19:04 – 19:55

17:16 –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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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수달의 먹이 분석
1.1. 먹이의 구성과 다양성, 선호도 비교
1.1.1. 전체 먹이의 구성
본 연구기간 동안 배설지(n=18)에서 총 280개(여름: 190, 겨울: 90)의
배설물을 채집하였다(Fig. 2).
배설물 분석결과, 수달이 섭식한 먹이자원은 강 수준에서 경골어강(Os
teichthyes), 연갑강(Malacostraca), 조강(Aves), 양서강(Amphibia), 곤충
강(Insecta)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달은 경골어강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섭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강, 양서강, 곤충강에 대해서는 경골어강
과 연갑강에 비해 소량 섭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5). 생물량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먹이 중 잉어(58.68%)의 생물량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Table. 3).
경골어강 내에서는 잉어과(Cyprinidae)의 비율이 높았으며(59.07%; Fi
g. 6), 종 수준으로는 붕어(Carassius carassius; 30.57%), 잉어(Cyprinus
carpio; 20.21%), 풀망둑(Synechogobius hasta; 17.1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강 내에서는 물새류인 오리과(Anatidae), 백로과(Ardeidae), 물떼새과
(Charadriidae)를 섭식하였으며 이 중 오리과인 흰뺨검둥오리(Anas poec
ilorhyncha)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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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계절에 따른 먹이의 구성 및 다양성 비교
여름에는 경골어강, 연갑강, 조강, 양서강, 곤충강 순으로 높았고, 겨울
에는 경골어강, 연갑강, 조강, 곤충강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겨울에는
양서강이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Fig. 4, 5). 양 계절간 먹이의 구성
비를 강 수준으로 비교한 결과, 여름과 겨울에 수달의 먹이자원은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27).
여름에는 경골어강에 속하는 잉어과(53.69%)와 망둑어과(21.48%)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갑강에 속하는 단미하목(24.89%)의 비율이 높았
다. 겨울에는 경골어강에 속하는 잉어과(77.2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연갑강에 속하는 단미하목의 비율이 30.99%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 6). 계절간 빈도를 과 수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61).
여름에는 붕어(17.03%), 풀망둑(13.97%), 잉어(12.66%)순으로 높은 빈
도로 섭식하였으며 생물량은 잉어(58.68%)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겨
울 종 수준으로는 붕어(28.17%)와 잉어(14.08%)의 비율이 높았으며 생물
량은 잉어(64.83%)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여름의

1개

배설물

당

포함된 강 수준의 평균 분류군 개수는

1.47±0.65개, 수달의 주요 먹이자원으로 확인된 경골어강에 한정했을 때
1개의 배설물에 포함된 과 수준의 평균 분류군 개수는 1.36±0.67개로 나
타났다. 먹이 이용 폭을 나타내는 FNB와 FNBst 값은 여름에 각각 7.31
과 0.25로 나타났으며, 겨울의 1개의 배설물 당 포함된 강 수준의 평균
분류군 개수는 1.38±0.55개, 과 수준의 평균 분류군 개수는 1.16±0.38개로
나타났다. 겨울의 FNB와 FNBst 값은 각각 4.92, 0.16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수달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다양한 먹이자원을 섭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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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and biomass of 22 prey items of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Percentages are presented in parentheses.
Prey item

Osteichthyes
(경골어강)
Cyprinidae
(잉어과)
Carassius carassius
(붕어)
Cyprinus carpio
(잉어)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Zacco platypus
(피라미)
Cobitidae
(미꾸리과)
Misgurnus
(미꾸리속)
Moronidae
(농어과)

Mean
Body
Mass
(g)

125
2200
6
19

10

Summer
(Mid-June-August)

Winter
(December-February)

Frequency

Biomass

Frequency

Biomass

183
(65.36)
80
(53.69)
39
(17.03)
29
(12.66)
3
(1.31)
9
(3.93)
12
(8.05)
12
(5.24)
1
(0.67)

-

83
(66.94)
34
(77.27)
20
(28.17)
10
(14.08)
2
(2.82)
2
(2.82)
2
(4.55)
2
(2.82)
-

-

4875
(4.48)
63800
(58.68)
18
(0.02)
171
(0.16)
120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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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for
body mass

2500
(7.37)
22000
(64.83)
12
(0.04)
38
(0.11)
20
(0.06)
-

This study
This study
This study
This study

This study

Prey item

Lateolabrax maculatus
(점농어)
Channidae
(가물치과)
Channa argus
(가물치)
Gobiidae
(망둑어과)
Synechogobius hasta
(풀망둑)
Centrarchidae
(검정우럭과)
Micropterus salmoides
(큰입배스)
Lepomis macrochirus
(블루길)
Siluridae
(메기과)
Silurus asotus
(메기)
Bagridae
(동자개과)

Mean
Body
Mass
(g)
259

2366

128

857
39

280

Summer
(Mid-June-August)

Winter
(December-February)

Frequency

Biomass

Frequency

Biomass

1
(0.44)
6
(4.03)
6
(2.62)
32
(21.48)
32
(13.97)
11
(7.38)
4
(1.75)
7
(3.06)
3
(2.01)
3
(1.31)
1
(0.67)

-

-

-

-

1
(2.27)
1
(1.41)
1
(2.27)
1
(1.41)
5
(11.36)
-

-

14196
(13.06)
4096
(3.77)
3428
(3.15)
273
(0.25)

840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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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for
body mass

Seo et al.
2016

2366
(6.97)
-

Saylor et al.
2012

128
(0.38)
-

Baek 2009

-

Yeh and
Hodson 1975
Yeh and
Hodson 1975

5
(7.04)
-

195
(0.57)

-

-

-

-

Park et al.
2006

Prey item

Pseudobagrus fulvidraco
(동자개)
Mugilidae
(숭어과)
Chelon haematocheilus
(가숭어)
Aves
(조강)
Ardeidae
(백로과)
Butorides striata
(검은댕기해오라기)
Ixobrychus sinensis
(덤불해오라기)
Anatidae
(오리과)
Anas zonorhyncha
(흰뺨검둥오리)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Aythya ferina
(흰죽지)

Mean
Body
Mass
(g)

Summer
(Mid-June-August)

Winter
(December-February)

Reference
for
body mass

Frequency

Biomass

Frequency

Biomass

1
(0.44)
3
(2.01)
3
(1.31)
18
(6.43)

57
(0.05)
-

-

-

1
(2.27)
1
(1.41)
8
(6.45)

512
(1.51)

Kim et al.
2015

2
(0.87)
1
(0.44)

452
(0.42)
94

-

-

Dunning 2007

-

-

Dunning 2007

4469
(4.11)

-

1246

4
(1.75)
-

823

-

57

512

226
94

1117

1536
(1.41)

1
(1.41)
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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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et al.
2012

Dunning 2007
1246
(3.67)
823
(2.43)

Dunning 2007
Dunning 2007

Prey item

Charadriidae
(물떼새과)
Vanellus vanellus
(댕기물떼새)
Amphibia
(양서강)
Ranidae
(개구리과)
Malacostraca
(연갑강)
Brachyura
(단미하목)
Insecta
(곤충강)
Belostomatidae
(물장군과)
Appasus japonicus
(물자라)
Libellulidae
(잠자리과)

Mean
Body
Mass
(g)

Frequency

219

-

-

176

Summer
(Mid-June-August)

10
(3.57)
10
(4.37)
63
(22.50)
57
(24.89)

Biomass

Winter
(December-February)

Reference
for
body mass

Frequency

Biomass

1
(1.41)
-

219
(0.65)

-

-

-

10032
(9.23)

31
(25.00)
22
(30.99)

3872
(11.41)

Czerniejewski
and
Wawrzyniak
2007

2
(0.01)
-

This study

6
(2.14)

Dunning 2007

2
(1.61)

1
-

2
(0.87)
1
(0.44)

2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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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2)
-

Mean
Body
Mass
(g)

Prey item

Summer
(Mid-June-August)

Winter
(December-February)

Frequency

Biomass

Frequency

Biomass

-

1
(0.44)

-

-

-

Plecoptera
(강도래목)

-

1
(0.44)

-

-

-

Ephemeroptera
(하루살이목)

-

1
(0.44)

-

-

-

Scarabaeidae
(풍뎅이과)
Onthophagus atripennis
(검정혹가슴소똥풍뎅이)

FNBa
b

FNBst
a

Food Niche Breadth

b

standardized Food Niche Breadth

7.31

4.92

0.2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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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for
body mass

Figure 4. Prey composition by class presented as frequency occurrence in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summer: n=190, winter
: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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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ey composition by class presented as relative frequency occurrence in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summer: n=190,
winter: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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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ey composition by family of Osteichthyes presented as relative frequency occurrence in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summer: n=149, winter: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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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number of prey classes and families per scat of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Total

Summer

Winter

Class a

1.44±0.62

1.47±0.65

1.38±0.55

Family b

1.31±0.61

1.36±0.67

1.16±0.38

a

Prey classes per scat (Mean±SD)

b

Prey families per sca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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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계절에 따른 먹이 선호도 비교

상대출현빈도와 생물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골어강에 한해 먹이
선호도 지수(Ivlev’s electivity index)비교 결과, 잉어는 계절에 상관없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름: 0.71, 겨울: 0.73). 붕어는 계절에
상관없이 섭식 빈도는 높았으나 특별한 선호도는 나타나지 않았다(여름:
-0.22, 겨울: 0.01;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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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tential and used prey with Ivlev’s electivity index of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
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vailable prey
Carassius carassius
Cyprinus carpio
Pseudorasbora parva
Zacco platypus
Misgurnus
Lateolabrax maculatus
Channa argus
Synechogobius hasta
Micropterus salmoides
Lepomis macrochirus
Silurus asotus
Pseudobagrus fulvidraco
Chelon haematocheilus
Brachyura

75
6
6
7
5
3
13
12
1
10
2
2
1
111

Used prey in summer
Ivlev’s
Frequency
electivity
index
39
-0.22
29
0.71
3
-0.24
9
0.23
12
0.49
1
-0.42
6
-0.27
32
0.53
4
0.66
7
-0.07
3
0.30
1
-0.24
3
0.57
5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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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prey in winter
Ivlev’s
Frequency
electivity
index
20
0.01
10
0.73
2
0.12
2
0.05
2
0.21
0
-1.00
1
-0.54
1
-0.51
0
-1.00
5
0.32
0
-1.00
0
-1.00
1
0.59
22
-0.13

1.2. 고찰
수달의 전체 먹이 구성에서 경골어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Erlinge 1968; Toweill
1974; 차수민 2001; Penland and Black 2009; 박보현 2011; Theng et al.
2016). 이에 반해 다른 분류군들의 섭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어류는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수달이 섭식하는
데 효율적인 먹이자원인 것으로 판단된다(Day et al. 2015).
여름과 겨울 양 계절 간에 수달의 먹이 구성은 강과 과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달이 섭식한 먹
이자원이 계절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차수민 2001; Roberts et al. 2008;
박보현 2011; Day et al. 2015). 이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안산갈대습지
가 유속이 느려 계절에 상관없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생물들의 이입
이출이 활발하지 않아, 계절 간에 어류의 군집 구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
았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Cowley 1998). 따라서 연구 대상지인 안산
갈대습지 내에 서식하는 수달은 먹이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절적
영향을 적게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Clavero et al. 2003). 기존의 연구
들은 주로 하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어류의 군집 구성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기회주의적 포식자인 수달이
섭식한 먹이자원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Lanszki and

Molnar 2003). 종 수준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붕어와 잉어를 높은 빈도
로 섭식하였고 풀망둑의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 겨울보다 여름에
자주 섭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망둑은 여름과 달리 수온이 10도 이하
로 떨어지는 11월부터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뻘 속으로 들어가
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최윤 등. 1996; 김무상 2003), 얕은 수심에서의
먹이활동을 선호하는 수달은 겨울에는 풀망둑의 섭식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Day et al. 2015). 붕어와 잉어는 정수성 어종으로 계절 변화에
도 습지 내에서 활동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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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상관없이

섭식한

것으로

생각된다(Ruchin

2004;

Bice and

Zampatti 2011). 수달의 먹이자원 이용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겨울
보다 여름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 비해 여름에 다양한 생물
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먹이자원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Kruuk and Moorhouse 1990). 조강의 경우 계절에 따라 도래
한 개체를 섭식한 것으로 보이며, 흰뺨검둥오리에 대해서는 텃새를 섭식
한 것으로 생각된다(Colwell 1994; Harris 2005). 검은댕기해오라기는 유
조가 섭식되었는데 성조에 비해 취약한 유조는 수달이 섭식하기 수월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Erlinge 1968). 곤충강은 배설물에서 소량 확인되
었는데 이는 수달이 직접 섭식한 것이 아닌 어류나 조류에 의한 1차 섭
식 후 수달의 2차 섭식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Quadros and
Monteiro-Filho 2001; Krawczyk et al. 2015).
수달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먹이자원으로 나타난 어류의 선호도를 비교
한 결과, 계절에 상관없이 잉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잉
어가 주로 수심이 얕은 습지의 가장자리에서 활동하며 느린 속도로 유영
하기 때문에 수달이 발견하기 쉽고 사냥하기 수월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
된다(Ryder 1955; Toweill 1974; Geidezis 1996; 권순국 등. 2004). 수달
은 계절에 상관없이 붕어를 높은 빈도로 섭식하였으나 특별하게 선호하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붕어가 크기가 작고 습지 내 개체수
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섭식한 것으로 판단된다(Ryder 1955; Day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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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달의 활동성 분석
2.1. 활동량과 활동패턴, 활동수준 비교
2.1.1. 무인센서카메라 촬영 결과 및 계절에 따른
활동성 비교
본 연구에서 수달은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총 167일(여름: 77, 겨울:
90) 동안 603회(여름: 442, 겨울: 161) 촬영되었다. 전체 카메라(n=15)에
촬영된 수달의 1일 평균 촬영횟수는 3.61±3.41회(n=167; max=16, min=0)
로 나타났다(Table. 6).
계절 간 관찰횟수를 비교하기 위해 15대의 카메라에 촬영된 수달의 1
일 평균 촬영횟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뚜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
름: 5.74±3.35회, 겨울: 1.79±2.20회; Wilcoxon Rank-Sum test,
5, p<0.001; Table. 6,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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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887.

Table 6. Number and daily mean number of photos with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recorded
in camera traps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Summer (n=77)

No. of photo records
(Daily mean number)

Winter (n=90)

Mid
-Jun

Jul

Aug

Subtotal

Dec

Jan

Feb

Subtotal

95
(6.33)

202
(6.52)

145
(4.68)

442
(5.74)

87
(2.81)

47
(1.52)

27
(0.96)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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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Total
(n=167)
603
(3.61)

Figure 7. Comparison of summer and winter for number of
photos by camera-trap photographic records with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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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계절에 따른 활동패턴 및 활동수준 비교
수달은 여름과 겨울의 활동량이 일출·일몰 시간대에 증가하는 박명박
모성(薄明薄暮性, crepuscular)으로 나타났으나(Table. 7, Fig. 8), 하루
동안 상대적 활동량(relative activity)이 가장 많아지는 2개의 지점
(bimodal)에는 차이가 나타났다(One-way ANOVA; p<0.001; Fig. 8).
활동수준은 여름 0.48±0.04, 겨울 0.50±0.08였으며 두 계절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W=0.054, p=0.779;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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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in the frequency per trap day (Mean±SD) among three time periods by One-w
ay ANOVA and Tukey Studentized multiple range test (p<0.05). Daily activity patterns of the Eur
asian Otter (Lutra lutra)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difference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
n City, the Republic of Korea
Twilight

Day-time

Night-time

F

p

Category

Summer

0.68±0.41a

0.13±0.08b

0.47±0.29c

49.42

<0.001

Crepuscular

Winter

0.62±0.22a

0.22±0.13b

0.18±0.13b

45.21

<0.001

Crepus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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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daily distribution of kernel density
probabilities

for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between

summer (black line; June to August in 2017) and winter (grey
line; December 2017 to February 2018)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Two bars above the panel
indicate

the

composition

of

daytime

(white)

and

nightime

(black) in two different seasons. Grey coloured parts in the bars
indicates the temporal variation in the time of sunrise and
sunset in each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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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stimates of percentage by time active (activity level)
for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at Ansan Reed Wetland in
Ans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stimated from the distributi
on of camera trapping photos over the daily cycle
Activity
level

SE

Lcl a (2.5%)

Ucl b (97.5%)

Summer

0.48

0.04

0.38

0.53

Winter

0.50

0.08

0.30

0.62

a

Lower confidence interval

b

Upper confidence interval

- 47 -

2.2. 고찰
양 계절 간 활동량 비교 결과, 수달의 1일 평균 촬영횟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수달은 여름에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 수달이
활동보다 휴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체온을 유지하여 에너지의 소
실을 줄인 것으로 생각된다(Merritt and Merritt 1978; Tester and
Figala 1990).
활동패턴은 여름과 겨울 모두 일출 일몰 시간대에 활동량이 가장 많은
박명박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자연 상태의 동물에
서 흔하게 관찰되며(Aschoff 1965), 광주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계절
변화에 따라 광주기가 변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활동량이 증
가하는 시간대가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Pagon et al. 2013; Ikeda et
al. 2016).
활동수준은 여름 약 48%, 겨울 약 50%로, 양 계절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수달의 활동패턴은 여름과 겨울이
유사하였으며 활동수준은 활동패턴을 정량화한 값이기 때문에 양 계절
간 활동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달의 활동패턴은
계절에 따른 일출·일몰 시간대의 차이로 인해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간대
가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수준은 광주기
를 제외한 다른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Rowcliffe et al. 2014; O’connor and Rittenhous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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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고찰
‘최적먹이획득이론’에 따르면 자연에서는 단위 노력에 대한 최대의 에
너지 또는 영양을 획득하는 효율적인 포식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Smith
and Smith 2016), 야생동물들은 먹이자원 획득을 위한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따라 얻어지는 영양을 최대화하고자 한다(Day et al.
2015). 이처럼 야생동물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섭식하는 먹이자원과 활동
량 및 주요 활동 시간대 등을 변화시키므로, 야생동물의 섭식생태와 활
동성에 관한 연구는 해당 종이 주어진 환경에서 취한 생존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Pyke 1984; Worman and Chapman 2005; Day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달의 먹이와 활동성의 계절적 차이를 파
악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수달의 장기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달이 이용하는 먹이자원은 여름에는 경골어강, 연
갑강, 조강, 양서강, 곤충강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겨울에 경골어강, 연
갑강, 조강, 곤충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달이 가장 선호하는 분류군
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경골어강으로 나타났다(Erlinge 1968;
Toweill 1974; Penland and Black 2009; Theng et al. 2016).
이용한 먹이의 빈도를 볼 때, 양 계절에 모두 붕어와 잉어를 많이 섭
식하였으며 여름에는 풀망둑의 섭식 빈도도 높았다. 양 계절 간 빈도의
차이가 나타난 풀망둑은 봄에 산란하고 여름에 성장하므로 습지 내에서
섭식이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겨울에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
기 때문에(최윤 등. 1996; 김무상 2003), 얕은 수심에서의 먹이활동을 선
호하는 수달이 이 시기에 섭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Day et
al. 2015).
수달의 중요한 먹이자원인 어류에 대한 먹이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잉어는 계절에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잉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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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심이 얕은 습지의 가장자리에서 활동하며 느린 속도로 유영하여
수달이 섭식하기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Ryder 1995; Toweill 1974;
권순국 등 2004).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양 계절 간 수달의 먹이 구성은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지인 안산갈대습지가 연중 물이
고여있고 유속이 느린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류의 군집 구성이 계
절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주로 정수성 어류가 서식하여 계절에 상관
없이 수달이 안정적인 먹이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생각된다(Clavero et al. 2003) 이와 유사하게 어류를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연못 또는 양식장에서 실시한 수달의
먹이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계절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Juhasz et al. 2014).
수달의 배설물 1개당 먹이자원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및 먹이의 이용
폭(FNB, FNBst)의 산출 결과에서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다양한 먹이자
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름에는 겨울에 비해 다양한 생물
들이 출현하여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먹이자원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Kruuk and Moorhouse 1990). 겨울잠을 자는 개
구리류가 겨울 먹이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수달의 섭식 활동은 먹
이의 계절성(phenology)과도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활동량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달은 겨울에 비해 여름에 더 활
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달은 기온이 낮
아지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휴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에너
지의

소모를

줄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Merritt and

Merritt 1978; Georgii 1981; Risenhoover et al. 1986; Tester and Figala
1990).
수달의 활동패턴은 여름과 겨울 모두 일출·일몰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박명박모성을 보였으며, 주요 활동 시간대 역시 일출몰 시각을
따라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적먹이획득이론에 따르면 동물들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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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활동으로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먹이자원을 섭식하기 때문
에, 포식자가 주요 먹이자원과 활동 시간대를 일치시킬 경우 더 효율적
으로 사냥할 수 있다(Zielinski et al. 1983). 따라서 일반적으로 포식자의
활동패턴은 주요 먹이자원의 활동패턴에도 영향을 받는다(Zielinski et
al. 1983). 그러나 수달과 같이 주 먹이자원이 어류인 경우 사냥에 필요
한 시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잉어를 주식으로 하는 안산갈대습지
의 수달은 먹이의 활동패턴에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Melquist and Hornocker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달의 주요 활동
시간대는 주로 계절변화에 따른 광주기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된
다(Pagon et al. 2013; Ikeda et al. 2016).
수달의 활동수준은 여름 약 48%, 겨울 약 50%로 나타나, 양 계절 간
활동수준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활동수준이 활동
패턴을 정량화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계절 간 수달의 시간대별 관찰
확률에 큰 차이가 없고 활동패턴도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van der
Vinne et al. 2015).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섭식할 수 있는 먹이자원이 부
족해질 경우 하루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활동에 할애해야 하므로 활
동수준이 높아지게 된다(Parker et al.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달의
활동 수준은 계절에 따른 차이가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수달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잉어가 서식지 내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Pagon et al. 2013).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서식
지에서 수달의 먹이와 활동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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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수달을 대상으로 계절에 따른
먹이 이용 양상과 활동성의 차이를 각각 비교하였으며, 활동에 할애한
시간의 양인 활동수준을 정량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
지 여름(6월부터 8월)과 겨울(12월부터 2월)로 시기를 구분하여 수달의
먹이와 활동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결과와 고찰을 바
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안산갈대습지의 수달은 여름에 경골어강, 연갑강, 조강, 양서강, 곤충
강 순으로 섭식하였으며, 겨울에는 경골어강, 연갑강, 조강, 곤충강 순
으로 섭식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섭식한 분류군은 어류(경골어강)
였다.

2. 상대출현빈도로는 여름에 붕어, 잉어, 풀망둑의 비율이 높았으며, 겨울
에는 붕어, 잉어가 높게 나타났다. 생물량 측면에서는 양 계절 모두
잉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잉어는 계절에 상관없이 안
산갈대습지의 수달이 가장 선호하는 먹이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여름과 겨울에 섭식한 먹이자원을 비교한 결과 계절별로 강(order)과
과(family)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름의 배
설물 1개당 확인된 먹이 자원의 평균 분류군 수와 먹이 이용 폭
(FNB, FNBst) 등을 볼 때, 수달은 여름에 더 다양한 먹이자원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먹이자원의 생물계절성에 의한 변동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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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달은 겨울에 비해 체온 유지가 필요 없는 여름에 더 활발히 활동하
였으나, 계절에 상관없이 일출・일몰 전후에 가장 활동적인 박명박모
성인 행통패턴을 보였다.

5. 수달은 여름에는 활동량이 많고 다양한 먹이를 섭식하였으나 활동수
준은 여름 약 48%, 겨울 약 50%로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는 수달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잉어가 서식지 내에 충분하기 때
문에, 먹이가 수달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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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sonal differences in diet and activity of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Kim, Jee Hyun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standing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ndangered wildlife
species is essential to long-te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fforts. In particular, studies on status of and changes in an animal’s
prey and activity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condition and trend
of the species’ habitat as well as its population management. Eurasian
Otters (Lutra lutra) ar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in the aquatic
ecosystem, and they act as a keystone species in wetland habitats.
Unfortunately, the otters are often disturbed by various threats,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urbanization, and water pollution around
their habitats, and therefore, they are designated as a protected
spec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threatened otter’s feeding ecology in Korea have
mostly reported simple list of prey or have provided little information
on its activity. Therefore, the key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ocument the differences in the otter’s prey preference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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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the activity of otters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potential prey and scats of the otters
were collected in summer (June to August in 2017) and winter
(December 2017 to February 2018) at Ansan Reed Wetlands in
Ansan, Gyeonggi Province, the Republic of Korea. Food remains were
separated

from

the

scats,

and

the

food

preference

index

was

calculated comparing the abundance of collected potential prey and
used prey in scats. To compare the activity of Eurasian Otters
(amount of activity, activity pattern, activity level), I installed camera
traps in the wetland and compared results between two seasons.
As a result of dietary analysis, the otters showed the highest
feeding rate of Osteichthyes, and their pre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osition between both season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etlands is a slow flow rate and lentic, which means that
there is little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Common
Carp (Cyprinus carpio) was the most important food source for the
otters during both seasons both in the frequency and in the biomass,
possibly because the carp is an easy prey swimming slowly near the
water surface and the shallow edge of wetlands. The values of FNB
and FNBst were higher in summer than those in the winter, because
many prey are more active in the summer compared to the winter
season and otters can use a variety of food resources.
The amount of activity of the otter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winter than in summer. The otter probably responded to the lower
ambient and water temperatures in winter by minimizing movement
and decreasing activity in order to reduce energy loss. The daily
activity pattern was crepuscular in both seasons because the otters
were more active around the sunrise and sunset, but the active time
periods of the otters were changed over time due to the change of
photoperiod in two seasons. Activity level was 48% in summer and
50% in winter,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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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easons. This suggests that otter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activity level because they preferred to move around similar
sunrise and sunset times both in summer and wint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ursaian Otters in Ansan Reed
Wetland prefer fish, especially the Common Carp both in summer and
winter and that they were more active before and after the sunrise
and sunset. Combining the findings from dietary and activity studies,
the otter may not need to change the activity level because the
amount of carp, the most preferred food source, was sufficient within
the study area.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rey availability is not a
limiting or determinant factor of the otters’ activity regardless of the
season,

when

the

availability

of

food

sources

are

maintained

constantly high throughout a year. Therefore, any changes in diet and
activity of the otters when the composition

of potential prey’

community varies over time will be an interesting topic for future
studi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year-round behaviors of the
Eurasian Otters adapting to diverse wetland habitats in Korea.

keywords : activity level, activity pattern, camera trap, daily
activity, diet, Eurasian Otter (Lutra lutra), sca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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