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마을이야기 ● 제1편 지리

1. 식물상
1) 서천군 식물상 개관
서천군은 태백산맥으로부터 남남서로 뻗어 내려온 차령산맥의 남서단부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서천군의 산지에서 300m가 넘는 산으로
는 상산리의 희이산(329m), 판교면·문산면·시초면에 걸쳐 있는 천방산(3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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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봉림산(320m) 등이 있으며, 나머지 산들은 300m 이하의 구릉지들이다. 충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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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산지가 적고 평야가 많은 곳이며, 해안선이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염생식물군락을 볼 수 있다.
서천군이 속하는 서해안은 식물구계상 서남해안에 속하며, 특징수종으로는 대나
무류·곰솔·산초나무·사철나무·굴피나무·팽나무·동백나무·단풍나무·서어나
무·소나무·리기다소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서천군은 평야지대가 많고 일부 구
릉성 산지로 되어 있으며, 해안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임야면적이 적고 산
림도 매우 빈약하며, 그 결과 뚜렷한 자연식물군락이 없고 대부분 식재림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춘장대와 비인 해수욕장의 곰솔림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잘 보존된 동백나무림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천군은 해안선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는 사구나
염습지성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서면의 신합리·마량
리·도둔리, 웅천읍 소황리 등지에는 갯그령·갈대·우산잔디·갯잔디·띠·갯쇠
보리·통보리사초·좀보리사초·방울비짜루·갯능쟁이·가는갯능쟁이·해홍나
물·수송나물·갯개미자리·갯장구채·땅채송화·돌가시나무·갯완두·갯방
풍·갯기름나물·갯까치수영·갯질경·갯메꽃·모래지치·참골무꽃·해국·갯

씀바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천군 장항읍의 장암리·송림리, 마서면의 옥남
리·남전리·월포리·죽산리, 종천면의 장구리·당정리, 비인면의 다사리·관
리·장포리에는 지채·갯그령·갈대·줄·우산잔디·갯잔디·애기부들·띠·갯
쇠보리·통보리사초·좀보리사초·천일사초·큰천일사초·새섬매자기·세모고
랭이·갯골풀·방울비짜루·갯능쟁이·가는갯능쟁이·칠면초·나문재·해홍나
물·수송나물·갯완두·모감주나무·갯사상자·갯질경·갯메꽃·모래지치·참
골무꽃·갯씀바귀 등이 분포하고 있다.
기타 농경지나 구릉지에는 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종들이 분포하고
있다. 서천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은 총 104과 439종류로 보고된 바 있으
나 학술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식물상에 대한 자료
가 별로 없다.
서천군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식물명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양치식물에
해당되는 쇠뜨기·고사리삼·고비·잔고사리·고사리·넉줄고사리·야산고비·
만주우드풀·우드풀·관중·뱀고사리·개고사리·일엽초·생이가래, 나자식물
에 해당되는 은행나무·개비자나무·일본잎갈나무·잣나무·리기다소나무·소나
무·곰솔·낙우송·측백나무·향나무·노간주나무, 피자식물에 해당하는 부들·
애기부들·가래·말즘·줄말·지채·올미·보풀, 화본과 식물인 왕대·조릿대·
김의털·좀겨풀·겨풀·줄·갈대·달뿌리풀·그령·왕바랭이·우산잔디·잔
디·갯잔디·새·수크령·강아지풀·갯강아지풀·금강아지풀·바랭이·주름조
개풀·피·띠·물억새·억새·기름새·큰기름새·조개풀·개솔새·솔새·염
주·옥수수·모새달, 사초과 식물인 통보리사초·산거울·그늘사초·대사초·털
대사초·길뚝사초·삿갓사초·좀보리사초·천일사초·하늘지기·세모고랭이·
방동사니·파대가리, 천남성과의 반하·두루미천남성·창포·개구리밥·닭의장
풀·사마귀풀·물닭개비·꿩의밥·골풀·참비녀골풀, 백합과의 여로·옥잠화·
비비추·원추리·중의무릇·애기중의무릇·부추·산부추·말나리·참나리·무
릇·비짜루·둥굴레·풀솜대·윤판나물·애기나리·큰애기나리·은방울꽃·맥
문동·선밀나물·밀나물·청미래덩굴·청가시덩굴 등이 분포하고 있다.
마과의 참마·단풍마, 붓꽃과의 각시붓꽃·타래붓꽃·붓꽃, 난초과의 은대난
초·타래난초·옥잠난초·보춘화·사철란·홀아비꽃대, 버드나무과의 미류나
무·은사시나무·버드나무·수양버들·갯버들·굴피나무·호두나무·오리나
무·물오리나무·서어나무·소사나무·난티잎개암나무·개암나무·밤나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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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뚝새풀·개피·산조풀·메귀리·갈풀·향모·실새풀·개밀·참새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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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나무·굴참나무·떡갈나무·갈참나무·신갈나무·졸참나무·느릅나무·혹
느릅나무·느티나무·팽나무·꾸지뽕나무·산뽕나무·뽕나무·닥나무·무화
과·환삼덩굴·좀깨잎나무·거북꼬리·모시풀·개모시풀·제비꿀·쥐방울덩
굴·족도리, 마디풀과의 애기수영·수영·개대황·소리쟁이·싱아·닭의덩굴·
이삭여뀌·며느리배꼽·며느리밑씻개·고마리·미꾸리낚시·흰여뀌·여뀌·마
디풀·명아주·좀명아주·갯능쟁이·댑싸리·퉁퉁마디·칠면조·해홍나물·수
송나물·비름·개비름·쇠무릎·미국자리공, 석죽과의 석류풀·쇠비름·갯개미
자리·개미자리·벼룩이자리·개별꽃·점나도나물·쇠별꽃·별꽃·벼룩나물·
패랭이꽃·대나물·장구채·갯장구채·붕어마름, 미나리아재비과의 병조희풀·
큰꽃으아리·외대으아리·으아리·할미밀망·사위질빵·조희풀·할미꽃·노루
귀·개구리자리·미나리아재비·젓가락나물·꿩의다리·투구꽃·으름·새모래
덩굴·댕댕이덩굴·백목련·생강나무·감태나무(백동백)·비목나무·애기똥풀·
현호색·댓잎현호색·산괴불주머니, 십자화과의 유채·다닥냉이·말냉이·싸리
냉이·황새냉이·논냉이·미나리냉이·나도냉이·속속이풀·냉이·꽃다지·장
대나물·재쑥 등이 분포하고 있다.
돌나물과의 바위솔·큰꿩의비름·기린초·돌나물·노루오줌·괭이눈·고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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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국·산수국, 장미과의 조팝나무·국수나무·황매화·뱀딸기·가락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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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양지꽃·세잎양지꽃·개소시랑개비·뱀무·큰뱀무·산딸기·멍석딸기·복
분자딸기·줄딸기·오이풀·가는오이풀·짚신나물·찔레꽃·해당화·살구나
무·복사나무·벚나무·산벚나무·이스라지·산사·아그배나무·팥배나무, 콩
과의 자귀나무·박태기나무·차풀·고삼·다릅나무·조록싸리·해변싸리·참싸
리·싸리·괭이싸리·비수리·매듭풀·도둑놈의갈고리·자귀풀·얼치기완두·
갈퀴나물·광릉갈퀴·나비나물·활량나물·갯완두·칡·돌콩·새콩·땅비싸
리·아까시나무·벌노랑이·족제비싸리·토끼풀·붉은토끼풀·전동싸리·활나
물 등이 분포하고 있다.
쥐손이풀과의 쥐손이풀·이질풀·괭이밥·산초나무·탱자나무·백선·소태나
무·가중나무·참죽나무·애기풀·광대싸리·사람주나무·여우구슬·여우주머
니·깨풀·피마자·큰땅빈대·땅빈대·대극·붉나무·개옻나무·사철나무·화
살나무·회잎나무·회나무·참빗살나무·노박덩굴·고추나무, 단풍나무과의 신
나무·단풍나무, 무환자나무과의 모감주나무, 봉선화과의 물봉선·봉선화, 갈매나
무과의 묏대추·대추·갈매나무·머루·왕머루·까마귀머루·새머루·담쟁이덩
굴, 피나무과의 피나무·장구밥나무·어저귀·접시꽃·무궁화·벽오동·수까치

깨·다래·물레나물·고추나물 등이 분포하고 있다.
제비꽃과의 남산제비꽃·단풍제비꽃·둥근털제비꽃·흰제비꽃·제비꽃·알록
제비꽃·낚시제비꽃, 보리수나무과의 보리수나무·보리밥나무·배롱나무·석
류·여뀌바늘·달맞이·개미탑·음나무·오갈피·두릅나무, 산형과의 큰피막
이·시호·사상자·파드득나물·미나리·참나물·갯사상자·개발나물·갯방
풍·바디나물·기름나물·어수리·산딸나무·말채나무·노루발·매화노루발·
진달래·산철쭉·철쭉꽃·까치수영·큰까치수영·봄맞이·갯질경·고욤나무·
감나무·노린재나무, 때죽나무과의 쪽동백나무·때죽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물푸레나무과의 물푸레나무·쥐똥나무·개나리·수수꽃다리·구슬붕이·용
담·어리연꽃·마삭줄·박주가리·산해박·민백미꽃·나팔꽃·갯메꽃·메꽃·
새삼·모래지치·지치·갯지치·꽃마리·작살나무·누리장나무·순비기나무,
꿀풀과의 조개나물·참골무꽃·골무꽃·개박하·꿀풀·익모초·송장풀·광대나
물·광대수염·배암차즈기·들깨풀·쥐깨풀·층층이꽃·향유·꽃향유·산박하,
가지과의 구기자나무·배풍등·까마중, 현삼과의 참오동·주름잎·선개불알풀·
개불알풀·꽃며느리밥풀·송이풀·쥐꼬리망초·파리풀·질경이·갯질경이 등이
분포하고 있다.
꼭두서니과의 큰꼭두서니·꼭두서니·솔나물·갈퀴덩굴·네잎갈퀴·민둥갈
동·마타리·뚝갈·쥐오줌풀·하늘타리·잔대·당잔대·초롱꽃·더덕·도라지,
국화과의 떡쑥,·불초·뚱딴지·담배풀·솜나물·골등골나물·등골나물·미역
취·쑥부쟁이·참취·갯개미취·개망초·망초·머위·솜방망이·개쑥갓·우산
나물·톱풀·중대가리풀·구절초·산국·감국·사철쑥·제비쑥·더위지기·넓
은잎외잎쑥·쑥·진득찰·한련초·가막사리·도깨비바늘·삽주·지느러미엉겅
퀴·엉겅퀴·지칭개·산비장이·절굿대·조뱅이·큰금계국·코스모스·민들
레·흰민들레·조밥나물·갯씀바귀·벋은씀바귀·씀바귀·왕고들빼기·산씀바
귀·방가지똥·뽀리뱅이·이고들빼기·고들빼기 등이다.

2) 서천의 주요 식물
서천은 옛날부터 한산모시로 유명하다. 한산모시는 모시풀에서 얻은 섬유로
짠 고급 옷감이다. 모시풀은 쐐기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원줄기는 1∼

제1장 자연지리

퀴, 인동과의 산분꽃나무·가막살나무·백당나무·붉은병꽃나무·병꽃나무·인

115

<사진 1> 쐐기풀과의 모시풀 꽃

<사진 2> 쐐기풀과의 왜모시풀

2m이고 녹색이며 둥글다. 뿌리는 목질화되어 있어 지상부를 베어내도 다음해 지
상부 줄기가 다시 자란다. 잎은 달걀모양을 한 원형이며 끝이 꼬리처럼 약간 길
고 뒷면에는 솜같은 털이 밀생한다. 어린 잎을 따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암
꽃은 연한 녹색이고 수꽃은 황백색으로 7∼8월에 핀다. 줄기의 껍질을 벗겨 가공
하여 모시를 짠다.
서천군 서면 산 14번지 동백정 부근에 있는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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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지장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의 상록 소교목으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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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m정도까지 자란다. 줄기의 기부에서 가지가 갈라져 관목상으로 자라는 것이
보통이다. 줄기의 수피는 회갈색이고 가지는 갈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 또
는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윤채가 있
으며, 뒷면은 황록색이다. 꽃은 적색으로 아름답고 남쪽지방에서는 겨울철부터
초봄에 개화한다. 충청권에서는 일부 해안가 따뜻한 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월동이 어려운 곳이 많다.

<사진 3>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표지판

<사진 4> 잘 보존된 동백나무 숲

이 지역 동백나무 군락의 면
적은 8,265㎡로 마량리에는 대
규모 서천화력발전소가 있고,
그 뒤쪽 낮은 언덕에 동백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으며, 숲 안에
는 동백정이란 아담한 정자가
있다. 높이가 2~3m인 동백나
무 80그루 정도가 여러 곳에 산
재해 있는데 매년 4월이면 동백
<사진 5> 서천 동백나무의 꽃

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룬다.
이 지역 동백나무 숲의 유래

에 관한 서천군청의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약 300년 전에 마량 첨사(僉使)가 바
다 위에 꽃뭉치가 떠 있는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그 꽃나무를 심어 증식시키
고 제단을 세워 제를 지내면 험난한 바다를 안전하게 다니고 마을이 번성할 것이
라는 계시를 받아 바닷가에 나가보니 실제로 꿈에서 본 꽃이 있었다. 이 꽃을 가
져와 심은 것이 이 곳 동백나무숲으로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마을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에 이 곳에 모여 제를 올리며 풍어(豊漁)와 평안을 빌고 있다고
서천읍 신송리(서천읍 신송리 262-3 소재) 곰솔은 1988년 4월 30일에 천연
기념물 제353호로 지정하여 보호를 받다가 2002년 낙뢰 피해 이후 수세가 쇠약
해지면서 수간부에 소나무 좀벌레 등의 피해로 고사하여 2005년 8월 19일에 천
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근거 :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곰솔은 바닷가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해송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소나무가
성목이 되면 수피가 붉은색으로 되기 때문에 적송으로 불리는 반면 곰솔은 줄기
가 회색이나 검은색이기 때문에 흑송이라고도 불린다. 큰 나무의 경우 높이는
20m, 줄기의 지름은 1m에 달하기도 한다. 충남의 경우 해안지역을 따라 대부분
곰솔이 분포하고 있다. 곰솔의 잎은 소나무에 비해 길이가 길고 억세다.
서천군 신성리 금강변에 발달되어 있는 갈대군락은 영화 JSA를 쵤영한 장소
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키가 2m 가까이 되는 갈대가 빽빽하게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갈대 이외에 환삼덩굴이나 소리쟁이 등이 혼생되어 있다.
영화 촬영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영화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1장 자연지리

한다. 이 동백나무 숲은 생태학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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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신성리 갈대 군락

<사진 7> 신성리 갈대와 환삼덩굴 혼합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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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신성리 금강변 제방에 있는 참억새 군락

3) 서천의 주요 식물군집
전술한 바와 같이 서천지역은 낮은 구릉성 산지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잘 발달되어 있는 삼림군락은 거의 없다. 또한 서천군 지역의 산림식생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결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서천의 산지식물군락
산림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소나무림이나 곰솔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계곡지
역에는 굴참나무나 졸참나무림이 다른 활엽수나 곰솔들과 혼합군락을 형성하고 있

다. 금강 하천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갈대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 간척
지 그리고 해변의 좁게 발달되어 있는 염생식물군락 등이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곰솔군락과 소나무군락,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그리고 하천변의 갈대군
락이나 습지의 버드나무군락 그리고 염생식물군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소나무군락
소나무림은 수평적으로는 한반도의 남부인 제주도에서부터 함경북도 증산에
이르며, 수직적으로는 전국의 해안에서 평지, 구릉, 산지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수종이다. 산지의 경우 저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
림은 서천지역에서도 산지의 전지역에 걸쳐 출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이 있는
희이산의 경우 산지의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무림을 관찰할 수 있고 천방산
(347m)과 봉림산(320m) 지역도 대부분이 소나무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나무군락은 소나무·진달래·애기나리·주름조개풀 등에 의해 구분되는데,
이 군락의 계층구조는 교목층(13.4m), 관목층(2.3m)과 초본층(0.5m)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층의 평균 식피율은 각각 90%, 40%, 40% 정도이다. 출현하는 평균
종수는 26종류로 보고되어 있다. 각 층에서 우점하는 식물은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우점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곰솔·졸참나무·떡갈나무 등이 낮은 빈도로 출현하
나무 등이, 초본층에서는 애기나리·주름조개풀·그늘사초·고사리·삽주·댕댕
이덩굴·미역취·잔대·참억새·솔새·개솔새·뚝갈 등이 출현하고 있다.
소나무군락은 지형적으로 척박한 산정이나 저지대에 분포하였다. 저지대의 계
곡이나 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군락은 대부분 밀도가 낮고 생육상태가 비

<사진 9> 소나무군락

<사진 10> 곰솔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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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관목층에서는 진달래·청미래덩굴·싸리·졸참나무·생강나무·노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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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양호하지만 산정의 척박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나무군락은 밀도도 높
고 생장상태도 매우 불량하였다. 이들 지역은 줄기의 아래 부분은 매우 굵지만
위로 올라감에 따라 급격히 가늘어지는 것으로 보아 토심이 깊지 않은 데에도 원
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곰솔군락
산록 저지대부터 사면의 위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곰솔군락은 거의
전 지역 산간지대에서 볼 수 있다. 하부지역의 곰솔 생육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
이다. 우점종인 곰솔 이외에도 소나무가 지소에 따라 높은 빈도로 출현하며, 교
목층의 높이는 13m 내외이고 피도는 90% 이상이다. 밀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
만 대부분 임목밀도가 높았다. 교목층에 출현하는 활엽수종으로는 졸참나무와
떡갈나무 등이 있지만 빈도는 매우 낮았다.
관목층에는 참나무류인 떡갈나무와 졸참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등이 출현하였
으며, 이밖에 진달래·청미래덩굴·청가시덩굴·생강나무·노린재나무·붉나무·
굴피나무·자귀나무·산초나무 등이 출현하였으나 밀도와 피도는 높지 않았다.
초본층에는 참억새·새·기름새 등의 벼과식물과 그늘사초 등이 우점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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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목층의 피도와 초본층의 피도는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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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뚝갈·미역취·잔대·도라지·애기풀·댕댕이덩굴·칡·솜나물·참취 등
이 출현하였다.

다.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산록 저지대에서부터 사면의 위쪽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소나무-상수리나
무림은 희이산 일대에서 넓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타 산간지역 대부분의 지
역에서 이 군락을 볼 수 있다. 능선부 보다는 계곡에 면한 부분에서 출현하고 있다.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은 소나무·상수리나무·졸참나무·진달래 등에 의해
구분되는데, 이 군락의 계층구조는 교목층(15.2m), 관목층(2.3m)과 초본층(0.4m)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의 평균 식피율은 각각 86%, 51%, 34%이었다. 교목
층에서는 소나무가 우점종이었으며, 아우점종으로는 상수리나무가, 관목층에서
는 졸참나무·싸리·진달래 등이, 초본층에서는 그늘사초·댕댕이덩굴·고사
리·애기나리 등이 우점한다.
교목층에는 우점종 이외에도 떡갈나무·굴피나무·산벚나무·리기다소나무·
밤나무 등이 출현하고, 관목층에는 쥐똥나무·붉나무·화살나무·생강나무·산

분꽃나무·개옻나무·자귀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초본층에는 양지꽃·담쟁이덩
굴·짚신나물·주름조개풀·참억새·잔대·삽주·큰기름새 등이 출현한다.

라. 상수리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은 대부분 저지대의 민가 근처에서 볼 수 있다. 상당부분이 인간
의 간섭에 의해 훼손된 상태로 되어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관목층이나 초본
층이 잘 발달된 곳도 있다. 교목층에는 상수리나무 이외에 소나무와 굴참나무가
혼생된 지역도 있었으며, 관목층에는 구지뽕나무·붉나무·장구밥나무 등이 출현
하지만 빈약한 편이다. 초본층에는 솔새·개솔새·참억새 등의 화본과 식물이 우
점하며, 돌콩·칡 등의 덩굴식물이 상당부분을 덮고 있는 지역도 관찰된다.

(2) 서천의 습지식물군락
가. 갈대군락
금강하구지역의 수로변 습지식생은 대부분 갈대군락(Phragmites communis

commun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중도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이 갈대군락이었
으며, 일부지역은 갈대-환삼덩굴군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치로 보면 환삼
덩굴의 중요치는 매우 낮다. 갈대군락과 같이 출현하는 식물로는 명아주·뚜껑
아지풀·환삼덩굴·방동사니·나도냉이·미국개기장·달맞이꽃·왕고들빼기
등이 출현한다.
갈대군락의 경우 상당한 지역이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과 혼생되어
있었다. 환삼덩굴의 생장습성이 덩굴성이면서도 다른 식물의 위를 덮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갈대-환삼덩굴군락으로 명명할 수 있다. 대부분 강변
둑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갈대-환삼덩굴군락을 볼 수 있었으며, 환삼덩굴의 점유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삼덩굴은 육상식물로 이 지역 갈대군락의 물리적인 특성이 변화되면서 환삼
덩굴의 침입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구둑이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 금
강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어 갈대군락지역의 범람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
다. 그 결과 육상식물의 침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구지역에서 염분의 감소를 들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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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굴·묵밭소리쟁이 등이었으며, 교란된 지역에서는 바랭이·피·여뀌·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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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리 지역의 갈대군락 가장자리에 모새달군락(Phacelurus latifolius

community)이 형성된 곳도 있었지만 그 면적은 매우 협소하였다. 모새달 군락
의 경우 갈대군락과는 달리 거의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근
계가 상층토에 밀집되어 있고 지상부의 밀도가 높은 관계로 다른 식물의 침입이
여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갈대군락의 경우에도 밀도가 높지만 모새달군
락보다는 낮고 특히 지하경의 생장습성이 모새달과 달리 토양 깊이 자라기 때문
에 이른 봄 갈대 지상경이 출현하기 이전에 다른 식물들이 생장할 수 있다.
습지의 일부지역은 이미 논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었으나 이들 지역을 다시 습
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신성리 지역의 갈대밭은 영화 JSA
의 촬영장소로 알려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로서
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갈대밭의 보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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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담수 습지에 있는 겨풀군락

<사진 12> 강변에 형성되어 있는 버드나무 군락

나. 버드나무군락
금강을 따라 신성리 갈대군락의 아래 지역에는 버드나무군락이 발달되어 있
다. 길게 좁은 띠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는 버드나무군락은 대부분 밀집된 군락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상류 쪽으로 진행함에 따라 갈대군락은 급격히
감소하고 버드나무 군락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주시 금강대교의 바로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하중도(사주)에는 버드나무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다.
4~5m에 달하는 아교목층은 버드나무와 왕버드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관목층
에도 버드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아교목층이 형성된 지소의 경우 초본층은 매우
빈약하지만 관목층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우산잔디·바랭이·띠·달뿌
리풀·소리쟁이·달맞이꽃 등이 출현하였다. 이들 초본식물은 주로 버드나무군

락의 가장자리에 분포하고 있었다. 하중도의 버드나무군락은 일시적인 군락이
아니며, 이들 지역은 겨울철새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조사와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호소의 경우 습지식물군락이 발달되어 있는 곳은 많
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겨풀·줄 등이 혼합되어 있는 군락이 발달되어 있으
며, 이들 지역에서도 수심이 낮은 주변부에는 버드나무군락이 밀집된 곳도 있다.

(3) 서천의 해안식물군락
가. 장항읍 장암리의 식물상과 식생
이 지역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여 해수의 파랑이 약화된 상태로 만조선에 도
달하며 조간대의 경사는 낮은 상태이다. 만조선 상부는 고도가 높지 않으며 상부
조간대는 사질로 되어 있으나 만조선으로부터 해양 방향으로 격리되면서 니질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식물로는 갈대·천일사초·갯잔디·지채·해홍
나물·칠면초·나문재·갯질경·갯메꽃·좀보리사초·수송나물·갯그령·가
는갯능쟁이·갯사상자 등이었다. 갈대의 경우에도 일반 담수습지의 갈대에 비해
생육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밀도도 낮았다. 갈대·천일사초·해홍나물·나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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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조간대 지역의 갯벌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기타 식물들은 대부분 사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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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소에 분포하고 있었다.
갈대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초장 50~150cm의 갈대가 직경 5m 정도의 길
쭉한 군반을 이루고 그 사이와 주변에 천일사초가 분포하고 있다. 천일사초는 초
장 50cm 정도로 서 만조시 해수에 완전히 잠기며 갈대도 대부분 침수된다. 다른
지소에 형성된 갈대군락의 경우 길이는 100m이고 폭은 5~10m로 곳에 따라 다
르다. 초장 역시 10~180cm로 다양하다. 그러나 군락의 피도는 100%이며 밀도는
90~110개체/㎡로 거의 일정하다. 이 군락 내에는 천일사초가 일부 혼생하고 있
다. 만조선이 사질로 구성되어 있는 좁은 지역에는 갯메꽃·좀보리사초·수송나
물 등 사구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해홍나물과 갯길경이 작은 군반을 형성하고 있
는 지소의 경우 갯질경의 초장은 약 30cm이고 해홍나물의 것은 8cm정도이다.

나. 장항읍 장암리·송림리
이 지역의 조간대 상부는 세사(1mm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도 대단히 완
만하다. 따라서 간조시 노출되는 지역의 면적은 대단히 넓다. 그리고 간조시 상부

조간대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주요 출현종은 갈대·천일사초·갯잔디·지채·
세모고랭이·새섬매자기·나문재·우산잔대·좀보리사초·갯그렁·갯쇠보리·
갯메꽃·갯골풀·칠면초 등이다. 이 지역은 만조선으로부터 약 15~27m 격리된 지
역부터 식생이 발달하고 있다. 식생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발달되어 있고 해양 방향
으로 길게 발달한 곳도 있으며, 간혹 둥근 군반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폭은 5~17m
로 다양하며 길이는 약 600m이다. 주요 구성종은 세모고랭이와 새섬매자기이며 이
들은 좁은 면적 내에서도 복잡하게 혼생하고 있다. 새섬매자기는 초장 30cm, 피도
90%, 밀도 920개체/㎡, 식물량 190g·DM/㎡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북부 지역의 만조선 근처에는 천일사초·새섬매자기·갈대·지채 등이 순군
락을 형성하거나 혼생하고 있다. 만조선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갈대군락이 있고
해양방향으로 천일사초가 갈대 혹은 새섬매자기와 혼생하고 있다. 지채는 30cm
정도의 작은 군반을 이루거나 천일사초와 혼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최북단에는
갈대군락이 있고 이 군락의 주변을 천일사초군락이 싸고 있다. 갈대의 초장은
120cm이며 피도는 100%이다.

다. 마서면 옥남리·남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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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조간대는 매우 평탄하며 creek의 분지도 적다. 그리고 해안선의 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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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하여 파랑의 강도가 대단히 약화된 상태로 유입된다. 해안에는 촌락이 다소 있
지만 대부분은 낮은 구릉이 만조선과 접하고 있다. 육지에서 지표수의 형태로 해양
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많다. 이 지역에 출현하는 식물로는 갈대·천일사초·
갯잔디·지채·세모고랭이·애기부들·해홍나물·가는갯능쟁이·나문재·좀보
리사초·갯그령·갯쇠보리·갯메꽃·갯완두·우산잔디·줄·칠면초 등이다.
조간대의 높은 지역에는 칠면초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밀도는 매우 다양하
며 초장은 20cm이내이다. 천일사초와 갈대군락이 만조선으로부터 약 60m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순군락을 형성하거나 혹은 혼생하고 있다. 천일사초는 초
장이 30cm, 밀도는 420개체/㎡, 피도는 평균 50%이지만 지역에 따라 불균일하
여 0~100%이다. 갈대군락도 초장 40cm, 밀도 24개체/㎡, 피도 20%이다. 한편,
천일사초와 갈대가 혼생하고 있는 지역의 천일사초는 밀도 484개체/㎡, 초장
33cm, 지상부 식물량 53g·DM/㎡, 피도 40%이고 갈대의 것은 각각 20개체/
㎡, 초장 45cm, 지상부 식물량 34g·DM/㎡, 피도 10%이다. 이외에도 직경 5m
정도의 갯잔디군락이 여러 지역에 있으며, 밀도는 720개체/㎡, 초장은 19cm, 지
상부 식물량은 44g·DM/㎡, 피도는 100%이다.

라. 마서면 남전리·월포리
이 지역은 대부분 제방이 축조되어 있어 육지와 해양이 단절된 상태이다. 그리
고 가파른 산지 혹은 암벽으로 된 지역도 있지만 넓은 지역에 백사장이 넓게 형
성된 곳도 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로는 갈대·천일사초·갯잔디·지채·
해홍나물·칠면초·갯질경 등이다. 제방이 축조된 지역으로부터 해양으로 약
50~70m까지 칠면초·갯잔디·갈대·지채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갈대군락
은 제방의 가장 가까운 곳에 형성되어 있고 갯잔디군락과 지채군락은 조간대의
고지대에 분포하는데 갯잔디군락의 군반 크기는 직경 5m이고 지채의 것은 직경
30cm에 불과하지만 수 십 개가 형성되어 있다.
칠면초군락은 제방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까지 형성되어 있다. 이들
의 밀도는 50~200개체/㎡이며 초장은 다양하지만 평균 25cm이다. 해안선이 암
벽으로 되어 있거나 제방이 축조된 지역에는 염생식물 혹은 사구식물이 전혀 없
는 상태이다.

마. 마서면 죽산리
이 지역은 만조선으로부터 약 20m 정도는 자갈이나 모래로 되어 있고 경사가
다소 있으나 이후 해양 방향으로는 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가 없이 평탄하다.
리사초·갯메꽃·갯쇠보리·좀보리사초·모래지치·참골무꽃·띠 등이다.
만조선 상부는 곰솔림으로 되어 있고 이 곰솔림과 조간대는 1~2m의 고도 차
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사구로 된 육지가 침식되고 있으며 사구식생은 없다. 만
조선 상부에는 갯그령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군락은 폭 10m, 연장길이
500m로 매우 크다. 갯그령의 초장은 80cm, 밀도는 84개체/㎡, 피도는 80%이
다. 이 군락내에는 통보리사초·좀보리사초·갯메꽃·갯쇠보리가 혼생하는데
이들의 피도는 매우 다양하다. 해안선 중 만조선과 상부 사구의 고도 차이가 있는
곳은 갯그령군락이 있지만 현재 사질이 계속 침식되고 있다. 갯그령의 지하부가
대단히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강한 파랑으로 인하여 이 지하부로도 모래의 침식
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조선으로부터 육지방향으로 폭 6m 정도의 통보
리사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군락은 해안선을 따라 길이가 100m에 이른
다. 통보리사초의 초장은 35cm, 밀도는 120개체/㎡, 피도는 90%이다. 통보리사
초군락 내에는 갯메꽃·갯그령·모래지치·좀보리사초·참골무꽃 등이 혼생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보리사초의 피도가 낮은 지역에는 갯메꽃이 군락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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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은 사구가 침식되어 가고 있다.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는 갯그령·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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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는데, 군반의 크기는 직경 2m 정도이다. 암석이 있거나 제방이 축조되
어 있는 해안선에는 염생식물이나 사구식물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바. 종천면 장구리·당정리
강한 파랑이 직접 만조선에 유입되는 이 지역은 해안선이 대부분 암벽으로 되
어 있고, 내륙으로 깊게 들어와 파랑이 다소 약한 곳은 넓은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넓은 조간대 내에는 creek이 분지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
는 식물로는 갯그령·갈대·갯잔디·해홍나물·칠면초·모래지치·갯메꽃·갯
질경·갯능쟁이·갯씀바귀·수송나물·우산잔디·갯쇠보리·방울비짜루·좀
보리사초 등이다.
제방이 축조되어 있거나 암벽으로 구성된 해안에는 염생식물 혹은 사구식물이
없다. 넓은 조간대는 펄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도 식생이 없는
데, 이것은 아마도 이 지역이 해수에 침수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내만으로 깊게 들어온 지역에는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다. 만조선 근처에는 갈대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만조선 부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갯잔디가 군
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주변에는 해홍나물이 엉성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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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인면 다사리
이 지역의 해안선은 소규모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만조선 근처에
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식물로는 갯그령·갯잔디·모
래지치·갯메꽃·우산잔디·갯쇠보리·방울비짜루·좀보리사초·띠 등이다.
만조선의 내륙에는 곰솔림이 발달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는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사구식물이나 염생식물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만조선 근처에 사구가 좁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사구식물은 1~2m 정도 폭의 지역에만 생육하고 있다. 주
로 통보리사초·갯그령·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간대는 대부분 모래로 되
어 있고 염생식물은 없다.

아. 비인면 관리
이 지역은 사구에 의하여 강한 파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저토
는 자갈, 모래 및 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지질이 매우 불균일하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식물로는 갯그령·갈대·갯잔디·해홍나물·칠면초·모래
지치·갯메꽃·갯질경·갯능쟁이·갯씀바귀·수송나물·갯쇠보리·방울비짜
루·좀보리사초 등이다.
사구를 중심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갯잔디가 대단위 군락을 형성하고 있
다. 초장은 30cm 정도이고 피도는 100%에 가까우며 여기에는 해홍나물이 순군
락 혹은 혼생하기도 한다. 육지 근처에는 갈대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초
장은 80cm, 밀도는 143개체/㎡, 피도는 90%를 나타낸다.
물골을 따라 저지대에는 해홍나물이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밀도는
363개체/㎡이며 피도는 90%를 보인다. 고도가 중간 정도인 평탄한 지역에는 갯
질경이 대단위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1년생과 2년생이 공존하는 것으
로 볼 때 오래전부터 군락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초장은 20cm 내외이
며, 피도는 80%이다. 이 군락 내에는 갯잔디가 원형의 군반를 형성한다.

자. 비인면 장포리
이 지역은 약 1km에 달하는 지역이 일직선의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다. 만조선
상부는 1m 정도의 고도 차이를 보이는 사구가 해안선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
다. 조간대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소에서 볼 수 있는 해안식물로는 갯그
보리·방울비짜루·좀보리사초·통보리사초 등이다.
만조선 상부의 사구에는 약 4m의 폭으로 사구식생이 형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
종은 좀보리사초·갯메꽃·통보리사초·갯그령 등이다. 전체 피도는 70%이지만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부 지역에는 갯그령이 군락을 형성하지만 그 크기
는 4×6m 정도이다. 초장은 60cm이며 밀도는 5~200개체/㎡으로 매우 다양하
다. 이 군락 내에는 좀보리사초·통보리사초·갯메꽃 등이 일부 혼생하고 있다.
그러나 방목 등의 인간간섭으로 인하여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 만조선 가까
이 제방이 축조되어 있는 지역의 제방 위에는 포장도로가 건설되어 있고 사구에
는 좀보리사초·통보리사초 등의 사구식물도 있으나 달맞이꽃·쇠비름·명아
주·바랭이 등 교란지 식물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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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갈대·갯잔디·모래지치·갯메꽃·갯씀바귀·수송나물·우산잔디·갯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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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개별꽃

<사진 14> 개불알풀

<사진 15> 사구지역의 갯메꽃

<사진 16> 사구지역의 갯쇠보리

<사진 17> 사구지역의 갯완두

<사진 18> 광대나물

128
제4절 식물과 동물

<사진 19> 논냉이

<사진 20> 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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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말냉이

<사진 23> 댓잎현호색

<사진 24> 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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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대사초

<사진 25> 대나무숲

<사진 26> 뱀딸기

<사진 27> 단풍제비꽃

<사진 28> 민들레

<사진 29> 벚나무

<사진 30> 생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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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병꽃나무

<사진 32>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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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엉겅퀴

<사진 35> 여로

<사진 36>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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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양지꽃

<사진 37> 인동

<사진 38> 제비꽃

<사진 39> 조팝나무

<사진 40> 개구리밥

<사진 41> 중나리군락

<사진 42>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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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통보리사초

<사진 44> 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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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굴피나무

<사진 47> 사마귀풀

<사진 48> 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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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저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망초

<사진 49> 미나리

<사진 50> 좀겨풀

<사진 51> 쉽싸리

<사진 52> 고비

<사진 53> 수로에서 볼 수 있는 어리연꽃

<사진 54> 수로나 연못에 형성되는 줄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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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 습지와 연못에 형성되는 애기부들군락

<사진 56> 원추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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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 상수리나무

<사진 59> 떡갈나무

<사진 60> 나비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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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참취

<사진 61> 붉나무

<사진 62> 용담

<사진 63> 팥배나무

<사진 64> 흰민들레

<사진 65> 좀보리사초

<사진 66> 중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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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67 > 아카시나무군락

< 사진 68 > 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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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0> 붓꽃

<사진 71> 비목나무

<사진 72> 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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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9> 봄맞이

<사진 73> 소리쟁이

<사진 74> 솜대

<사진 75> 해안사구에 출현하는 순비기나무

<사진 76> 해변 모래에 나는 수송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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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 문 형 태(공주대학교 교수)

2. 동물상
1) 연구배경
서천은 금강하구와 장항 앞 갯벌 그리고 내륙의 크고 작은 저수지 등이 분포
하여 많은 겨울철새들이 월동을 위해 찾아드는 곳이다. 그리고 해양성 영향을
받아 같은 위도의 내륙지역에 비해 기후가 따뜻하여 인근의 갯벌 및 저수지 등
에 월동조류들이 많이 도래하고 있다. 한편 무인도서에는 천연기념물인 검은머
리물떼새가 다수 번식하고 있으며 식물상도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
히, 금강호에는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 고니와 고니를 비롯하여 기러기류 그리
고 혹부리오리 등 수 많은 철새들이 월동을 위해 찾아오고 있다. 바닷가 갯벌에
는 봄, 가을 이동기에 도요새와 물떼새 등 많은 나그네새들이 번식지와 월동지
를 이동하기위한 기착지로 이용한다. 특히, 유부도 주변의 갯벌에는 천연기념물
제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하여 알락꼬리 마도요 등 다양한 개펄을 이
용하는 조류들이 기착지 및 월동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강 하
구둑의 영향에 따른 각종 수질오염과 국가공단조성에 따른 갯벌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갯벌생물과 이들을 먹이로 하는 다양한 조류 등 생물다양성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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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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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문화생활의 발달에 따라 토지의 수요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거 및 도로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를
위한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며, 자연환경의 훼손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토지이용 및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수요에 대한 자연자
원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속가능한(ESSD)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개발에 앞서 세밀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연환경의 개발은 자연생태계 보
전, 야생동.식물보호, 자연경관보호, 생물다양성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자연환경목표에 부응하
는 미래상 및 장기발전목표를 실현키 위한 목표가 담겨 있어야 한다. 본 내용은
이런 취지하에 서천군지를 발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지역의 포유류, 조류, 양
서류 및 파충류, 어류 등 동·물상의 서식실태를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
하여 그 실태를 기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자료는 앞으로 서천군의 각종 개발
계획수립에 있어서 서천군에 분포하는 야생 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사범위
서천군의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천군의 지역적 특성상@ 저수
지 등 수계가 발달 한 지역 중 금강하구 및 부사방조제, 동부(봉선)저수지, 흥림저
수지 등 내륙의 호수주변 그리고 유부도 등 섬과 갯벌을 중점대상지역으로 했다.

3) 조사방법
본 자료는 조사기간 동안 자동차나 선편으로 서천군 일원을 이동하며 전체적인
동물상을 파악했고,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철새 동시센서스 조사, 금강습지사업
단 등 문헌조사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등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했다.

(1) 포유류
일반적으로 야생 포유류의 경우는 다람쥐(Tamias sibiricus)나 청설모
(Sciurus nulgaris)@ 등 흔한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밤에 활동하는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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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서식흔적 (배설물, 먹이 먹은 흔적, 번식흔적, 발자국
등)과 문헌 및 탐문 등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조류조사
서천군은 금강하구 및 드넓은 갯벌, 그리고 내륙의 크고 작은 저수지 등 습지
생태계의@ 생태적 조건이 다양하므로 텃새를 포함하여 월동조류와 이동성 조류
등 조류상이 비교적 풍부 한 곳이다. 조사방법은 현장을 방문하여@ 인도 및 산책
로를 걸으면서 새를 관찰 하는 길조사법( Roadside count)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점에서 쌍안경과 야외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정점조사( Point count)를 실
시했다.@ 또한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자료
를 수합했다.

(3) 양서·파충류조사
서천군 지역 중 양서. 파충류들이 주요 서식처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을 선정하여@ 이동하면서 현지 확인 및 울음소리 등으로 확인하였고, 확인이 쉽
지 않은 종류는 포충망이나 집게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여 동정 했다. 그 외에 문
헌 및 주민의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합했다.

(3) 어류조사
현지조사 및 낚시꾼에 의해 포획된 어류를 조사하였으며 기타 기존의 문헌자
료를 참고하였다.

4) 결 과
(1) 포유동물
서천군 일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된 포유류는 총 5목 11과 19종 이었다<표
1). 그 중 우점종은 집쥐이었으며 두더지, 청설모, 다람쥐 순으로 관찰되었다. 집
쥐는 하수구 등지에서 흔히 관찰 되며 두더지는 비옥한 농경지 및 묘지 근처 등
습기를 가진 토양에 그들의 서식흔적을 흔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야산에는 고라
니, 다람쥐나 청설모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 특히 청설모의 경우는 야산의 덜 익
하절기에는 야간에 마을 근처나 호수 및 하천주변에 집박쥐가 비행하는 것을 관
찰 할 수 있으며, 과거보다 흔하지는 않으나 멧토끼도 야산에서 관찰 된다.@ 논의
벼나 갈대 등 키 큰 초본에는 멧 밭쥐의 둥지가 가끔 관찰 되며 이들을 사냥하는
족제비도 관찰 된다. 너구리와 고라니는 비교적 관찰이 쉬운 중형 포유류다.@ 한
편 오소리, 멧돼지, 노루 등도 문헌 및 탐문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천연기념
물 제 330호인 수달과 환경부 보호종인 삵@ 등 법적 보호종이 확인 되었다. 수달
은 해안가 및 도서지방 그리고 내륙의 저수지 등에서 가끔 그 서식이 확인 되는
종으로 최근에 그 분포권이 많이 확인 되고 있는 종이다. 삵도 서해안 간척지 등
에 자주 나타나는 종으로 서천지역에도 내륙의 우거진 숲을 중심으로 소수가 서
식하는 것으로 탐문에 의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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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목의 열매나 과수의 열매를 먹어 산림 및 과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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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천군 일대의 포유류 목록
국 명
식충목

Insectivora

고슴도치과

Erinaceidae

고슴도치

Erinaceus europaeus

두더지과

Talpidae

두더지
익수목
애기박쥐과

Talpa robusta coreana

확 인

○

비 고

개체수가 희소함

○●

비교적 흔함

보통으로 관찰 가능함

Chiroptera
Vespertilionidae

집박쥐

Pipisttrellus abramus

○●

멧박쥐

Nyctalus lasiopterus

○

토끼목

Langomorpha

토끼과

Leporidae

멧토끼

Lepus sinensis

설치목

Rodentia

다람쥐과

Sciuridae

○●

보통으로 서식함

청설모

Sciurus vulgaris

○●

비교적 흔함

다람쥐

Tamias sibiricus

○●

최근에는 감소추세

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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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Muridae

멧밭쥐

Micromys minutus

등줄쥐

Apodemus agrarius coreae

집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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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식육목
개과
너구리

Rattus norvegicus
Mus musculus

수달

Lutra lutra

오소리

삵
소목
멧돼지과

○

저녁무렵에 가끔 관찰됨

●○

인가나 사찰 주변에 흔함

○

인가근처에 흔히 서식

○●

비교적 흔하게 관찰 됨

Canidae

Nyctereutes procyonoides
Mustelidae

고양이과

갈대밭에 둥지를 만듬

Carnivora

족제비과

족제비

●

Mustela sibirica
Meles meles

○
○●

천기 330호, 멸종위기 I급
보통 관찰 됨

○

소수가 서식함

○

멸종위기 II급

○

최근에 증가추세

Felidae

Felis bengalensis
Artiodactyla
Suidae

멧돼지

Sus scrofa coreanus

사슴과

Cervidae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

노루

Capreolus capreolus

○

* 자료 ● : 현지조사확인, ○ : 탐문조사

보통관찰 됨
고라니보다 귀함

가. 법적 보호 종
서천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의 법적 보호 종은 천연기념물 제 330호인 수
달과 환경부 보호 종인 삵 등 총 2종이었으며 그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법적 보호조류
국@ 명

학@ 명

보호현황

특 징

수달

Lutra lutra

천연기념물
제 330호

멸종위기종에 처한 족제비과 동물로 주로 저수지나 해안가에
서 수생동물(어류,패류 등)을 잡아먹으며 헤엄을 잘 친다.

삵

Felis
bengalensis

환경부보호
야생동물 Ⅱ급

먹이연쇄의 상위 단계에 있는 고양이과 동물로 주로
야행생활을 하고 쥐나, 멧토끼 등 포유류를 잡아먹는다.

(2) 조류
서천군은 간척지는 물론 갯벌 및 유·무인도 등 도서지역이 많은 곳이다. 따라
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조류들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에는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와 월동지로 이용하고 있다. 서천군 일대에서 관찰 된 조류
상은 약 14목 35과 121종이었다<표 2>. 개체수는 기러기류(쇠기러기, 큰기러기)
가 약 3,000-5,000여 마리,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가창오리)가 5060만여 마리 등이 찾아오며 금강호의 사주에는 천연기념물 201호이며 환경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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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5호이며@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 된 개리가 약 50-100마리가 겨울에 찾
아온다. 한편 하구 둑 아래의 갯벌에는 국제적 절종위기종이며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종 II급으로 지정한@ 검은머리갈매기가 약 2000-3000마리가 겨울에 찾아
온다. 또한 최근 (2008년) 금강습지사업단의 조사에 의해 유부도를 포함한 금강
하구일대에는 총 68종의 조류가 관찰 되었다. 이 중에는 저어새를 포함한 6종의
천연기념물과 매를 포함한 6종의
멸종위기종의 조류가 포함되었다.@
이제까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서
천군 일대에서 관찰된 조류의 서식
형태별 구분은 청둥오리를 비롯한
겨울철새가 37종이었으며, 여름철
새는 해오라기를 비롯한 29종, 텃
새는 원앙을 포함하여 39종 그리고
<그림 1> 서천군 일원에서 관찰된 조류의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

나그네새가 2종이었다<그림 1>.

가. 금강하구
금강하구에는 총 14목(目) 24과(科) 97종(種)의 조류가 서식하며 10마리이하의
개체군(+1)은 굴뚝새를 포함하여 22종이었으며, 11개체이상 50개체 이하의 밀도
를 보이는 종(+2)은 때까치를 포함하여 40종이었고, 51마리이상 100마리 이하의
밀도(+3)를 보이는 종은 딱새를 포함하여 18종, 101마리이상 500마리이하(+4)의
밀도를 보이는 종은 까치를 포함하여 5종이었으며 501마리이상의 밀도(+5)로 예
상되는 종은 청둥오리를 포함하여 12종으로 확인되었다 <표 2〉
.
금강하구일대에서 관찰된 종을 이동형태로 분류하면 텃새는 논병아리를 포함
하여 36종이었고, 여름철새는 가마우지를 포함하여 27종, 겨울철새는 뿔논병아
리를 포함하여 33종 그리고 나그네새가 2종으로 나타났다<그림 2>.

① 춘계 조류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의 조사에 의하면 봄철 중 3월에는 약 35종의 조류가 관
찰되었는데, 수면성 오리류가 약 66%, 도요물떼새류가 약 20%, 기러기류가 약
8%, 갈매기류가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월에는 총 43종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도요. 물때새류가 약 98%를 차지했으며 우점종은 민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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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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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계 조류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의 조사에 의하면 하계 중 8월에는 약 33종이 관찰되었
으며, 그 중 우점종은 도요. 물때새류로 약 95%를 차지했다.

③ 추계 조류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의 조사에 의하면 9월인 가을철 조사에서는 약 33종이
관찰되었다. 그 중 도요. 물떼새류가 약 97% 정도 이며, 그 중 민물도요가 약
89%로 최우점종이었다. 11월은 약 36종이 관찰되었으며 그 중 오리류가 약 50%
정도이며 청둥오리가 약 30% 정도로 최우점종으로 나타났다. 마도요, 알락꼬리
마도요와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 검은머리물떼새가 9월에 비해 증
가한다고 했다.@

④ 동계 조류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의 조사에 의하면 1월에는 총 30 여종, 30,000 여 개체가

관찰되었다. 이중 오리류가 약 65% 이었고, 대부분이 수면성 오리류 이었다. 다음
으로 기러기류가 약 16%, 도요.물떼새류가 약 14%이었다.@ 우점종은 청둥오리가
최우점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창오리,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순이었다.

⑤ 법적 보호종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 조사에 의하면 금강하구에서 관찰된 법적보호종은 약
15종이었다.@ 이중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은 8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Ⅰ
등급의 조류는 4종, 멸종위기 Ⅱ등급의 조류로는 9종이었다 <표 3>.
법적보호종의 개체수 합계가 가장 많이 조사된 시기는 춘계(3월)이었으며, 다음
으로 동계(1월) 순으로 나타났다. 개체수 순으로 보면, 가창오리, 큰기러기, 검은머
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순위였다. 법적보호종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가창오
리이었다.@ 맹금류는 말똥가리, 황조롱이, 매 등이 관찰 되었다. 이제까지 서천군
일대에서 확인된 조류 중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학술적 및 문화적으
로 보호가 요구되는 종은 천연기념물인 원앙, 개리, 큰고니, 고니, 붉은배새매, 새
매, 잿빛개구리매, 참매, 매,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소쩍새, 큰소쩍새, 수리부
엉이, 솔부엉이와 멸종위기 II급으로 지정 된 큰기러기와 가창오리가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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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금강하구 일원에서 관찰된 조류의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

나. 부사방조제
부사방조제에서 관찰 된 종은 총 12목 21과 42종이었으며 10마리이하의 개체군
(+1)이 확인된 종은 물닭을 포함하여 17종이었으며, 11마리이상 50마리이하의 밀도
로 예상되는 종(+2)은 재갈매기를 포함하여 20종이었고, 51마리 이상 100마리이하
의 밀도(+3)로 예상되는 종은 괭이갈매기를 포함하여 5종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부사방조제 일대에서 확
인된 종 중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를 보면 텃새는 논병아
리를 포함하여 15종이었고,
여름철새는 가마우지를 포함
하여 7종, 겨울철새는 되새
를 포함하여 19종 그리고 나
그네새는 1종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부사방조제에서 관찰된 조류의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

<그림 3>.
부사방조제에서 관찰 된 조류 중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있거나 학술적 및 문화적
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종은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잿빛개구리매, 소쩍새 등이 있다.

다. 흥림저수지
흥림저수지에서 관찰 된 종은 7목 13과 25종이었으며 10마리이하의 개체군
(+1)은 쇠딱따구리를 포함하여 14종이었으며, 11마리이상 50마리이하의 종(+2)
은 오목눈이를 포함하여 7종이었고, 51마리이상 100마리이하의 밀도(+3)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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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종은 청둥오리를 포함하여 2종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흥림저수지에서 확인된 종 중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를 보면 텃새는 쇠딱따구
리를 포함하여 11종이었고,
여름철새는 꾀꼬리를 포함하
여 5종, 겨울철새는 청둥오
리를 포함하여 9종으로 나타
났다<그림 4>.
흥림저수지 일대에서 관
찰 된 조류 중 국제적으로 멸
종위기에 처하거나 학술적
및 문화적으로 보호가 요구
되는 종은 원앙이었다.

<그림 4> 홍림저수지에서 관찰된 조류의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

라. 봉선(동부)지
봉선지 일대에서 관찰 된 종은 10목 14과 23종 이었으며 10마리이하의 개체군

(+1)은 검은댕기해오라기를
포함하여 12종이었으며, 11
마리이상 50마리이하의 밀
도를 보이는 종(+2)은 논병
아리를 포함하여 8종이었고,
101마리이상 500마리이하
(+4)의 종은 흰뺨검둥오리 1
<그림 5> 봉선지 일원에서 관찰된 조류의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

종이었다. 그리고 501마리이
상의 밀도(+5)를 보이는 종

은 쇠오리로 확인되었다
〈표 1〉
. 봉선지 일대에서 관찰 된 종 중 텃새는 논병아리
를 포함하여 10종이었고, 여름철새는 소쩍새를 포함하여 5종, 겨울철새는 청둥
오리를 포함하여 8종으로 나타났다<그림 5>. 이들 중 학술적 및 문화적으로 보호
가 요구되는 종은 큰고니, 소쩍새 등이었다.

마. 축동저수지
축동저수지 일대에서 관찰된 종은 7목 13과 22종이었으며 10마리체이하의 개
체군(+1)은 논병아리를 포함하여 11종이었으며, 11마리이상 50마리이하의 밀도
리이하의 밀도(+3)를 보이는 종은 참새를 포함하여 6종이었다
〈표 1〉
. 이들 중 텃
새는 오색딱다구리를 포함하
여 13종이었고, 여름철새는
소쩍새를 포함하여 2종, 겨
울철새는 개똥지빠귀를 포함
하여 7종으로 나타났다<그림
6>. 이들 중 학술적 및 문화
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종
은 소쩍새, 가창오리, 큰고니
<그림 6> 축동저수지에서 관찰 조류의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

로 확인 되었다.

바. 유부도
유부도 및 주변갯벌에서 관찰 된 종은 10목 23과 51종이었다. 그 중 10마리
이하의 개체군(+1)은 물총새를 비롯하여 20종이었으며, 11마리이상 50마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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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종(+2)은 붉은머리오목눈이를 포함하여 5종이었고, 51마리이상 100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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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밀도를 보이는 종(+2)은 노랑턱멧새를 비롯한 15종이었다. 그리고 51에서
100마리(+3)의 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를 비롯하여 6종이 관찰이었고, 101마리
이상 500마리이하(+4)의 종은 괭이갈매기를 비롯한 3종이었으며, 501마리 이
상의 밀도(+5)는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하여 7종이었다.@ 유부도 주변 갯벌에
는 천연기념물 제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약 2,000~2,500 마리가 월동한
다. 이 검은머리물떼새 집단은 동북아에서 발견되는 집단 중 최대의 집단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유부도 일원의 갯벌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많이 관찰되는 것
은 갯지렁이나 기타 해안 무척추동물 등 비교적 먹이가 풍부하며 인간의 간섭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근 무인도에서는 약 30~50여쌍의 검은머리
물떼새가 번식하고 있다.@ 유부도 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를 서식형태별로 구분
해보면 겨울철새는 9종, 여름철새는 11종, 텃새가 16종 그리고 나그네새가 15종
이었다<그림 7>.
유부도 및 주변 갯벌에서 관찰 된 조류 중 국제적으로 절종위기에 처하거나 학
술적 및 문화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종은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소
쩍새, 황조롱이, 말똥가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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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춘계 조류현황

제4절 식물과 동물

금강습지사업단(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유부도 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 흰
물떼새, 세가락도요, 좀도요, 민물도요, 넓적부리도요 등 이 관찰되었으며 장항
읍앞 갯벌에는 흰목물떼새, 왕눈물떼새, 중부리도요, 깝짝도요, 노랑발도요, 꼬
까도요, 붉은어깨도요 등이 관찰되었다.

② 하계 조류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유부도갯벌에서 여름철에 많이 관
찰 되는 종은 검은머리물떼새, 개꿩,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마도요, 알락꼬리마
도요, 학도요, 세가락도요, 좀도요, 민물도요 등 작은 도요물떼류 이였으며, 장항
앞 갯벌에는 큰뒷부리도요, 중부리도요, 청다리도요, 뒷부리도요, 깝짝도요, 노
랑발도요, 꼬까도요, 붉은가슴도요, 붉은어깨도요 등 중대형 도요물떼새가 많이
관찰 되었다.

③ 추계 조류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가을철에 유부도갯벌에서는 검은

머리물떼새, 개꿩,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
요, 세가락도요, 좀도요, 민물도요, 넓적부리도요 등 이 관찰 되었으며, 장항앞
갯벌에서는 중부리도요, 붉은발도요, 뒷부리도요, 노랑발도요, 꼬까도요 등이
관찰 되었다.

④ 동계 조류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유부도 갯벌의 겨울철 조사에서는
혹부리오리와 도요.물떼새류가 많이 관찰 되었다.@ 혹부리오리는 수면성 오리
로서 하구둑 외측갯벌에서 전 수면성 오리의 약 83%를 차지했다. 검은머리물떼
새는 댕기물떼새와 함께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도래하는데 조사 개체수 대부분
이 유부도에서 관찰되었다. 봄가을 나그네새인 도요. 물떼새류는 대부분이 민물
도요와 마도요 이었고, 적은 개체수이지만 개꿩과 흰물때새, 세가락도요 등도
관찰 되었다.

⑤ 법적 보호종현황
금강습지사업단(2008) 조사에 의하면 유부도에서 관찰된 법적보호종은 천연
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매 그리고

<그림 7> 유부도 일원에서 관찰된 조류의 이동형태에 따른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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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호종인 알락꼬리마도요 등이 관찰 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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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천군 일원에 분포하는 조류 목록
국 명

150

학 명

장 소
A

B

C

D

E

+2

+1

논병아리목

Podicipediformes

논병아리과

Podicipedidae

논병아리

Podiceps ruficollis

+2

+2

+2

뿔논병아리

Podiceps cristatus

+2

+1

+2

사다새목

Pelecaniformes

가마우지과

Phalacrocoracidae

가마우지

Phalacrocorax capillatus

+2

+2

황새목

Ciconiiformes

F

서식형

텃새
+1

겨울새

+1

여름새

제4절 식물과 동물

백로과

Ardeidae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3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us

+2

중대백로

Egretta alba

+2

중백로

Egretta intermedia

쇠백로

Egretta garzetta

+3

황로

Bubulcus ibis

+2

왜가리

Ardea cinerea

+3

+1

+1

기러기목

Anseriformes

오리과

Anatidae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5

+3

+4

+5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5

+3

+2

+4

고방오리

Anas acuta

+5

쇠오리

Anas crecca

+4

가창오리

Anas formosa

+5

청머리오리

Anas falcata

+3

+2

홍머리오리

Anas penelope

+3

+1

알락오리

Anas strepera

+2

+2

겨울새

넓적부리

Anas clypeata

+2

+2

겨울새

흰죽지

Aythya ferina

+3

+2

+1

겨울새

댕기흰죽지

Aythya fuligula

+2

+2

+1

겨울새

비오리

Mergus merganser

+3

+1

+2

흰비오리

Mergus albellus

+2

+1

바다비오리

Mergus serrator

+2

흰뺨오리

Bucephala clangula

+1

+2

겨울새

황오리

Tadorna ferruginea

+2

+2

겨울새

혹부리오리

Tadorna tardorna

+5

원앙

Aix galericulata

+2

+1

+2

여름새

+1
+1

+1

여름새

+1

+2

여름새
여름새

+2

여름새
여름새
+1

여름새

+3

+3

겨울새

+3

+2

텃새
겨울새

+3

+4

+5

+3

+3

+3

겨울새
겨울새

+2

겨울새
+1

겨울새

+1

겨울새
겨울새
겨울새

+5
+3

겨울새
텃새

국 명

학 명

장 소
A

B

C

D

E

F

서식형

큰기러기

Anser fablis

+5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5

개리

Anser cygnoides

+2

큰고니

Cygnus cygnus

+4

고니

Cygnus colombianus

+1

겨울새

매목

Falconiformes

여름새

Accipitridae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2

새매

Accipiter nisus

+1

잿빗개구리매

Circus cyaneus

+1

참매

Accipiter gentilis

+1

말똥가리

Buteo buteo

+1

큰말똥가리

Buteo lagopus

+1

매과

Falconiidae

매

Falco peregrinus

+1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2

닭목

Galliformes

꿩과

Phasianidae

메추라기

Coturnix coturnix

+2

꿩

Phasianus colchicus

+3

비둘기목

Columbiformes

비둘기과

Columbidae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겨울새
+2

물닭

Fulica atra

+2

쇠물닭

Gallinula chloropus

+2

물떼새과

Charadriidae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2

흰물떼새

Charadrius alexandrinus

+3

왕눈물떼새

겨울새

겨울새
겨울새
+1

겨울새
겨울새

텃새

+1

Gruiformes
Rallidae

+3

텃새

+1

뜸부기과

+2

+1

+5

두루미목

겨울새

+1

텃새

+1

+1

텃새

+1

+1

+1

텃새

+2

+1

+1

텃새

+2

겨울새
여름새

여름새
+2

여름새

Charadrius mongolus

+1

통과새

개꿩

Pluvialis squatarola

+5

통과새

검은머리물떼새과

Haematopodidae

검은머리물떼새

Haemantopus ostralegus

+5

텃새

도요과

Scolopacidae

꼬까도요

Arenaria interpres

+1

통과새

좀도요

Calidris ruficollis

+3

통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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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

겨울새
+1

국 명

학 명

장 소
A

B

C

D

E

서식형

흰꼬리좀도요

Calidris temminckii

+1

통과새

민물도요

Calidris alpina

+4

통과새

붉은가슴도요

Calidris canutus

+2

통과새

붉은어깨도요

Calidris tenuirostris

+5

통과새

깝작도요

Tringa hypoleucos

+1

여름새

뒷부리도요

Tringa cinereus

+2

통과새

흑꼬리도요

Limosa limosa

+4

통과새

큰뒷부리도요

Limosa lapponica

+4

통과새

마도요

Numenius arquata

+2

통과새

+2

통과새

+2

통과새

+2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중부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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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umenius phae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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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과

Laridae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4

+3

+4

텃새

재갈매기

Larus argentatus

+2

+2

+5

겨울새

붉은부리갈매기 Larus ridibundus

+5

+2

+5

겨울새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3

+2

+3

겨울새

쇠제비갈매기

Srerna albifrons

+3

+2

여름새

두견이목

Cuculiformes

두견이과

Cuculidae

검은등뻐꾸기

Cuculus micropterus

+1

여름새

뻐꾸기

Cuculus canorus

+2

여름새

두견이

Cuculus poliocephalus

+1

여름새

올빼미목

Strigiformes

올빼미과

Strigidae

소쩍새

Otus scops

+1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1

텃새

수리부엉이

Bubo bubo

+1

텃새

Asio otus

+1

겨울새

솔부엉이

Ninox scutulata

+2

여름새

올빼미

Strix aluco

+1

텃새

쏙독새목

Caprimulgiformes

쏙독새과

Caprimulgidae

쏙독새

Caprimulgus indicus

파랑새목

Coraciiformes

물총새과

Alcedinidae

물총새

Alcedo atthis

파랑새과

Coraciidae

부엉이

통과새

+1

+2

+2

+1

+1

여름새

+1

+1

여름새

+1

여름새

국 명

학 명

파랑새

Eurystomus orientalis

딱다구리목

Piciformes

장 소
A

B

C

D

E

F

+2

서식형
여름새

딱다구리과

Picidae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

+2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1

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leucotos

+2

참새목

Passeriformes

종다리과

Alaudidae

종다리

Alauda arvensis

제비과

Hirundinidae

제비

Hirundo rustica

+3

+2

여름새

귀제비

Hirundo daurica

+3

+2

여름새

할미새과

Motacillidae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2

+1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leucopsis

+3

+2

긴발톱할미새

Motacilla flava

+2

직박구리과

Pycnonotidae

Lxos amaurotis

때까치과

Laniidae

때까치

Lanius bucephalus

굴뚝새과

Troglodytidae

굴뚝새

Troglodytes troglodytes

딱새과

Muscicapidae

딱새

Phoenicurus auroreus

개똥지빠귀

Turdus naumanni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ana
개개비

Acrocephalus orientalis

산솔새

Phylloscopus occipitalis

상모솔새

Regulus regulus

오목눈이과

Aegithalidae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1

+1

텃새

+1
+1

텃새
+1

텃새

+2

+5

텃새

여름새
+1

여름새
통과새

+2

+1

+1

+1

+1

텃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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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새

+1

텃새

+3

+1

+1
+1

+5

+3

+1

+1
+2

+2

겨울새
+3

텃새

+1

여름새

+1

여름새

+1

+2

+2

텃새

겨울새

+2

텃새

스윈호오목눈이과 Remizidae
스위호오목눈이

Remiz consobrinus

박새과

Paridae

박새
쇠박새
진박새

Parus ater

+2

+1

Parus major

+1

+1

Parus palustris

+1

+1
+2

+1

통과새

+1

텃새
텃새
텃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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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구리

+1

국 명

학 명

장 소
A

곤줄박이

Parus varius

동고비

Sitta europaea

멧새과

Emberizidae

멧새

Emberiza cioides

+1

쑥새

Emberiza rustica

+3

검은머리쑥새

Emberiza schoeniclus

+1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3

되새과

Fringillidae

방울새

Carduelis sinic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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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illa montifringilla

콩새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참새과

Passeridae

참새

Passer montanus

찌르레기과

Sturnidae

D

E

F

+1
+1

텃새

+2

+1

텃새

+3

겨울새
겨울새

+2

+2

+3

+2

+2

텃새

+2

텃새

+3
+2

+5

서식형
텃새

검은머리방울새 Carduelis spinus
되새

C

+2

겨울새
+2

+2

겨울새
+1

겨울새

+3

텃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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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레기

Sturnus cineraceus

꾀꼬리과

Oriolidae

꾀꼬리

Oriolus chinensis

까마귀과

Corvidae

물까치

Cyanopica cyana

+2

까마귀

Corvus corone

+2

어치

Garrulus glandarius

+1

+1

까치

Pica pica

+4

+2

목수

14

12

7

10

7

10

과수

24

21

13

14

13

23

종수

97

42

25

23

22

51

+4

+2

+2

+2

텃새

+1

여름새

+2

텃새

+1

텃새
텃새
+1

+2

텃새

*@+1 : 1-10, +2 : 11-50, +3 : 51-100, +4 : 101-500, +5 : 501이상
@ @○ : 문헌조사,@ ● : 현지조사확인,@
@ @A : 금강하구, B:부사방조제, C: 흥림저수지, D: 봉선지. E: 축동저수지, F: 유부도

사. 법적 보호 종
서천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 보호 종 조류는 총 25종이었다. 그 중 천연
기념물이 19종, 환경부 멸종위기종 I, II 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 6
종이었다<표 4>.

<표 4> 법적 보호조류
국@ 명

학@ 명

가창오리

Anas formosa

멸종위기 II급

소형의 오리로 큰 무리로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어새

Plataleaminor
천기 제205-1호

멸종위기 I급

국제적으로는 절종위기에 처한 종이며
주걱모양의 부리를 갖고 있다.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leucordia
천기 제205-2호

멸종위기 I급

국제적으로는 절종위기에 처한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멸종위기 II급

국제적으로는 절종위기에 처한 종이다.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326호

섬의 해안가에서 번식하는 텃새로 대형
물떼새이다.

원앙

Aix galericulata

큰기러기

Anser fabalis

멸종위기 II급

대표적겨울철새로이동시줄지어이동한다.

개리

Anser cygnoides

멸종위기 II급
천기 325-1호

겨울철새로 희귀하다.

큰고니

Cygnus cygnus

멸종위기 II급
천기 201-2호

대형의 물새로 금강하구에 다수가 도래
한다.

고니

Cygnus columbianus

멸종위기 II급
천기 201-1호

대형의 물새로 최근에는 금강하구에
도래하는 개체가 감소하고 있다.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멸종위기 II급

하천의 자갈밭에서 번식하는 조류로
개체수가 드물다.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멸종위기 I급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천기 323-2호

새매

Accipiter nisus

천기 323-4호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멸종위기 II급
천기 323-6호

요하다. 이 들은 먹이연쇄의 최 상위에 위

참매

Accipiter gentilis

멸종위기 II급
천기 323-1호

히 감소하였다.

매

Falco feregrinus

멸종위기 I급
천기 323-7호

짐승이 증가하는 이유도 이들을 잡아먹는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천기 323-8호

말똥가리

Buteo buteo

멸종위기 II급

소쩍새

Otus scops

천기 324-6호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천기 324-7호

솔부엉이

Ninox scutulata

천기 324-3호

칡부엉이

Asio otus

천기 324-5호

수리부엉이

Bubo bubo

Strix aluco

특 징

천연기념물 제327호 중형의 오리로 수컷의 화려한 깃털이
특징적이다.

멸종위기 II급
천기 324-2호
멸종위기 II급
천기 324-1호

주먹이는 들쥐, 야생 소형 새나 짐승 이며
자연게에서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매우 중
치하는 맹금류로 최근에는 개체수가 급격
현재 까치 및 청설모 등 위해성 조류 및
맹금류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야행성 맹금류로 들녘에서 들쥐나 작은
새 등을 잡아먹는다.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경향이 있으
며 털이나 깃털 등 소화되지 않는 물질을
다시 토해내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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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보호현황

(3) 양서류 및 파충류
서천군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단이나 대규모 오염배출시설이 적으므로
하천 및 호수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다. 따라서 야산의 계곡 및 농경지의 수로
에는 도롱뇽이나 무당개구리 등이 서식하며 논에서는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그리고 청개구리 등이 쉽게 관찰 된다.@ 서천군에는 총 2목 6과 10종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옴개구리, 산개구리와 외래동물로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황소
개구리 등 총 9종이 관찰 되었다<표 6>.
한편 서천군에서 서식하는 파충류는 총 1목 6과 10종이었다. 이중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파충류는 도마뱀,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유혈목이, 무자치 그리고 살모사
등 6종이었으며 남생이, 자라, 구렁이와 능구렁이는 탐문으로 조사했다<표 6>.

가. 법적 보호 종
서천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 파충류 중 양서류는@ 맹꽁이가 관찰되었으
며 본 종은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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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종 II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표 5>.
<표 5> 법적 보호조류
국@ 명

학@ 명

보호현황

특 징

맹꽁이

Kaloyla borealis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오염되지 않은 내륙의 웅덩이에 산란하며 유생은
매우빨리 변태를하며, 건조기는 땅속에 숨어있다.

구렁이

Elaphe schrenckii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멸종위기종으로들쥐나작은포유류를 잡아먹는다.

남생이

Chinemys reevesii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전국적으로 희귀종이 되었다.

<표 6> 서천군 일대의 양서류상
국@ @ 명

학@ @ 명

양서강

Amphibia

유미목(도롱뇽목)

Caudata

도롱뇽과
도롱뇽

확인자료

Hynobidae

Hynobius leechii

●

비 고

국@ @ 명
무미목(개구리목)
무당개구리과
무당개구리
두꺼비과
두꺼비
청개구리과

학@ @ 명

확인자료

Salientia
Discoglossidae

Bombina orientalis

●

Bufonidae

Bufo bufo gargarizans

●

Hylidae

청개구리

Hyla japonica

맹꽁이과

Engystomidae

맹꽁이

Kaloula borealis

●

○

개구리과

Ranidae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

Rana amurensis

●

옴개구리

Rana rugosa

●

산개구리

Rana dybowskii

●

Rana catesbeiana

●

아무르산개구리

황소개구리
파충강

Squamata

남생이과

Emydidae

Chinemys reevesii

자라과

Trionychidae

도마뱀

Pelodiscus s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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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ncidae

Scincella laterale

●

장지뱀과

Lacertidae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

Eremias argus

●

표범장지뱀
뱀과

Colubridae

Elaphe schrenkii

○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us

●

무자치

Elaphe rufodorsata

●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m

○

살모사과

Viperidae

구렁이

살모사

멸종위기 II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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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생이

도마뱀과

멸종위기 II급

Reptilia

뱀목

자라

비 고

Agkistrodon brevicaudus

※ 참고 : ●현지조사확인, ○탐문조사

●

멸종위기 I급

(4) 어류
서천군을 지나는 금강호를 비롯한 금강일원과 인근의 하천에서는 총 46종이
어류가 서식한다(환경부, 1997). 이 중에는 11종의 한국특산종 이 확인 되었다. 금
강 하구둑이 완성되기 전에는 숭어, 뱀장어 그리고 은어 등 다양한 기수지역 어류
가 산란을 위해 회유했지만 금강 하구둑의 완성 및 각종 생활하수에 대한 수질오
염 등으로 이제는 소수의 제한된 종의 어류만이 관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
.

가. 법적보호종
금강일대에서 관찰 된 어류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물 I급으로 지정된 감돌고
기와 꼬치동자개 2종이 서식하며@ 멸종위기 야생 동물 II급으로 지정된 종은 멸
종위기종과 모래주사, 묵납자루 2종이 확인되었다<표 7>.

<표 7> 서천군 일대의 법적 보호어류
국@ 명

학@ 명

보호현황

특 징

감돌고기

Pseudopun gtungiahigra

멸종 위기 I급

맑은 물의 자갈밭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금강, 웅천,
만경강 등에 분포한다.

꼬치동자개

Pseudobagrus brevicorpus

멸종 위기 I급

맑은물의 하천상류의자갈이 많은 곳에
살며 주로 야간에 수서곤충을 잡아먹
는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다.

모래주사

Microphysogobio koreensis

멸종 위기 II급

하천중하류의 유속이 빠르고 자갈과
모래가 많은 곳에 서식한다. 우리나라
의 고유종이다.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멸종 위기 II급

물 흐름이 완만한 개울과 여울이 있는
곳에 서식하며 동 ·식물 모두를 먹는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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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천군 일대의 어류상
국@ @ 명

학@ @ 명

잉어

Cyprinus carpio

붕어

Carassius auratus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Rhodeus uyekii
Rhodeus notatus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납자루

Acheilognathus intermedia

확인자료

한국특산종

국@ @ 명
큰납지리
누치

학@ @ 명

확인자료

Acanthorhodeus assumussi
Hemibarbus labeo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중고기

Sarcocheilichthys nigripinis

돌고기

Pungtungia herzi

버들치

Phoxinus oxycephalus

줄몰개

Gnathopogon strigatus

몰개

한국특산종

Squalidus chankaensis

한국특산종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한국특산종

왜몰개

Aphyocypris chinensis

쉬리
모래무지

Coreoleuciscus splendidus

왜매치

Abbottina springeri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피라미

Zacco platypus

갈겨니

Zacco temmincki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눈불개

Squaliobarbus curriculus

빙어

Hypomesus olidus

치리

Hemiculter eigenmahni

강준치

한국특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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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throculter erythropterus
Cobitis lutheri

참종개

Cobitis koreensis

한국특산종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한국특산종
한국특산종

얼룩동사리

Odontobutis obscurus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spinis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버들붕어

Macropodus chinensis

밀어

Rhinogobius brunneus
(Pseudopungtungia nigra)

멸종위기 I급

꼬치동자개

(Pseudobagrus brevicorpus)

멸종위기 I급

모래주사

(Microphysogobio koreensis)

멸종위기 II급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멸종위기 II급

감돌고기

미꾸리
메기

Misgurnus mizolepis
Silurus asotus

미유기

Silurus microdorsalis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송사리

Oryzias latipes

※ 자료 : 환경부, 1997

한국특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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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줄종개

한국특산종

Pseudogobio esocinus

5) 지역적 특징 및 문제점
(1) 특징
서천군은 갯벌과 호수 그리고 유·무인도서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많기 때문
에 이러한 생태적 지위에 맞는 동물들이 다양하게 서식 한다.
갯벌지역, 내륙습지, 강 하구 등은 겨울철새들과 통과조의 월동지 및 중간 기
착지로 이용되며 텃새와 여름철새에게는 좋은 번식지를 제공한다.

(2) 문제점
주거 및 위락시설, 도로, 공단조성 등으로 철새들의 서식공간이 점점 감소하는
실정이다.
강과 바다에서는 불법어로활동이 성행하며 그리고 주변 채식지에서는 야생조
수의 밀렵행위 등이 아직도 존재한다.

(3) 보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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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한다.
수달은 야행성으로 사람의 출입이 적은 계곡이나 저수지 또는 큰 강에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많이 서식
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은신처용 갈대숲 또는 버드나무 등의 식물, 계곡의 큰 바위 등을 보존해야한다.

6) 결론 및 요약
금강하구는 기러기류 , 오리류 특히 가창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보내
기 위해 찾아온다.
서천군 금강하구를 포함한 서해안 연안 습지는 중요한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
을 한다.
서천의 해안 갯벌은 도요, 물떼새 등 통과새들의 주요 이동루트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금강하구는 희귀조인 천연기념물 제 325호인 개리를 비롯하여 201호인 고니
류 그리고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월동하는 곳으로 학술적으로나
자연경관보존차원에서 중요한 월동지다.
금강하구는 1994년 배수갑문이 차단된 후 철새서식지로서 적합한 여건이 형
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불법어로활동 및 호수내의 사구의 소실 및 갈대밭의 소실
등으로 월동지로서의 기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내륙의 저수지와 생태적 연결고리로서 철새도래지 보호대책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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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서천군의 대표적인 조류>

① 원앙(Aix galericulata)

② 큰고니(Cygnus cygnus)

③ 말똥가리(Buteo buteo)

④ 매(Falco peregrinus)

⑤ 가창오리(Anas formosa)

⑥ 개리(Anser cygn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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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붉은부리갈매기 (Larus ridibundus)

⑧ 황오리 (Tadorna ferrug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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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⑪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us)

⑫ 깝작도요 (Tringa hypoleu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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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흰물떼새 (Charadrius alexandrinus)

⑬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⑭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⑮ 꿩 (Phasianus colchicus)

⒃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⒔ 황로 (Bubulcus ibis)

⒕ 쇠오리 (Anas cre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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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① 원앙 (Aix galericulata)
우리나라에서 쉽게 관찰되는 텃새로서 몸길이는 약 42cm 이며, 오래된 나무
구멍이나 바위틈 등에 둥지를 만들고, 각종 식물의 열매, 도토리나 상수리, 작은
동물을 먹는다. 문화재청지정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② 큰고니 (Cygnus cygnus)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찰되는 겨울철새로서 몸길이는 약 140cm 이며 시베리아
에서 번식을 한다. 먹이는 갈대, 부들, 줄 등의 수생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주로
먹으며 농경지에서 벼의 뿌리를 먹기도 한다. 문화재청지정 천연기념물 제201-2
호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③ 말똥가리 (Buteo buteo)
간척농경지나 산림 등에서 쥐나 작은 육상동물을 잡아먹는 겨울철새로 몸길이
는 약 52cm정도이며 깃털색의 변이가 심하다. 경사가 급한 산비탈이나 벼랑에
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④ 매 (Falco peregrinus)
우리나라에서는 텃새로서 적은 수가 무인도서나 해안가의 가파른 절벽에서 번
식을 하며 몸길이는 약 43cm 정도이다. 높은 지형에서 먹이를 찾다가 빠른 속력
으로 하강하여 먹이를 잡아먹는다. 문화재청지정 천연기념물 제323-7호와 환경
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⑤ 가창오리 (Anas formosa)
겨울철에 서산간척지에 대규모집단이 도래하는 겨울철새로 얼굴이 태극무늬
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 북한에서는‘태극오리’라 부른다. 몸길이는 약
34cm 이며 동부 시베리아(툰드라지역)인 야나강, 콜리마강, 인디지르카강 그리
고 레나강 하류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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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잡목림에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둥지를 만든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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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리 (Anser cygnoides)
강 하구의 모래섬이나 갯벌 등에서 갈대, 줄과 같은 수생식물의 뿌리나 줄기,
작은 수생동물을@ 먹는다. 몸길이는 약 87cm 이고 시베리아의 중남부, 캄차카반
도,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분포한다.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325-1호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⑦ 붉은 부리갈매기 (Larus ridibundus)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겨울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새이다. 날개 윗면은 흐린 회
색으로 날 때 날개의 바깥쪽은 흰색이고, 첫째날개깃 바깥쪽은 검은색이다. 여름
에는 얼굴부위가 검은 갈색으로 변하지만 겨울에는 흰색이다. 금강 하구쪽에서
바다와 강을 거슬러 부여지방까지 올라오며 주로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간혹
여름철에도 북상하지 않은 개체들이 눈에 띤다.

⑧ 황오리 (Tadorna ferruginea)
오리류 중에서 대형 종에 속하며 수컷은 머리 부분이 흰색을 띤 밝은 주황색이
고 목에 검은색의 띠가 보이지만 겨울에는 보기 어렵다. 암컷은 머리 부분이 수
166

컷보다 흰색을 띠며 검은색의 목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백마강변에는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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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여 개체가 월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⑨ 흰물떼새 (Charadrius alexandrinus)
전장이 17㎝ 정도인 소형 물떼새류이다. 이들은 번식기에 우리나라에 전역에
서 번식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서식지는 모래해안, 갯벌 등으로 백마강변의 모래
밭에서도 자주 눈에 띤다. 물에 잠기지 않는 모래밭에서는 번식도 한다. 꼬마물
떼새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좀 크고, 눈에 노란 테가 없으며 목의 검은띠는 목 앞
쪽에서 연결되어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⑩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번식하며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하한 무리가 백마강변에
서 집단으로 월동한다. 청둥오리 암컷과 유사하나 부리 끝이 노랗고 눈썹선이 뚜렷
한 것이 특징이다. 얼굴은 흰색은 아니지만 몸 전체 중 가장 밝게 보인다. 백마강변
및 지류근처에서 마른 풀잎과 풀줄기로 엮어서 둥지를 만들고, 흰색의 알을 10~12
개정도 낳으며 봄철에 어미가 새끼를 여럿 거느리고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⑪ 검은댕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us)
머리꼭대기는 검은색이며, 목 뒤쪽으로 댕기모양의 깃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들은 다른 백로류와는 달리 단독생활을 한다. 백마강이나 지류의
얕은 곳에서 물고기나 곤충 등을 사냥하여 살아간다. 다른 해오라기류와는 다르
게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 조류이며 날 때 목을“Z”
자 모양을 한다.

⑫ 깝작도요 (Tringa hypoleucos)
우리나라 전역의 물가에 서식하는 통과조이며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한
다. 눈 위에는 흰색의 눈썹선과 눈앞에는 어두운 갈색의 눈선이 보이며 꼬리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행동이 특징이다. 주로 이동기에 백마강이나 지류 및 하천의
얕은 곳이나 진흙에서 감각류, 곤충류, 연체동물, 소형 어류 등을 잡아먹고 산다.

⑬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된 새이며 환경부 특정종으로 지정된 비교적 흔한
맹금류이다. 이들은 주로 작은 조류나 쥐 등을 잡아먹고 살며 사냥의 명수이다.
먹이를 사냥시에는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여 먹이감을 충분히 추적 한 후 재빨
리 달려들어 낚아채므로 사냥성공률도 높다. 부여지방의 농경지나 인가부근 또

⑭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우리나라 해안 도서에서 흔히 번식하는 전장이 약 43cm이며 텃새로서 충청남
도 난도등에서 번식한다. 종 자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나 이들의
집단 번식지 중 일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주로 바다나 강
어귀에서 서식하지만 강을 따라 부여지방까지 거슬러 올라온다. 다른 갈매기류
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⑮ 꿩 (Phasianus colchicus)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로서 전장이 수컷은 약 81~89cm, 암컷
은 56~66cm이다. 수컷은 화려한 장식깃을 가지지만 암컷은 단조로운 갈색계통
이다. 산란 후 암컷이 알을 품기 때문에 암컷은 화려한 깃털보다는 보호색을 가
져 천적의 눈에 잘 띠지 않게 한다. 번식기에는 수컷이 붉은 피부를 부풀리는 구
애행동을 한다. 곡식의 낟알 등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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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얕은 구릉 지역에서 흔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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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개미, 메뚜기 등의 육식성 먹이도 먹는다.

⒃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백로과에 속하는 중형종으로, 우리나라에 드물게 번식하는 여름철새로서 전장이
약 58~71cm이다. 암수가 외형으로 구별되지는 안으나 유조는 갈색계통의 깃털을
하고 있어 구별된다. 이들은 다른 몸집이 큰 백로류와의 경쟁을 피해 주로 밤에
행동하는 야행성이다. 검은댕기 해오라기와는 달리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
이다. 부여일대의 논이나 하천, 백마강의 얕은 곳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종이다.

⒔ 황로 (Bubulcus ibis)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여름새로서 전장이 51cm정도이다.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생김새는 다른 백로류와 비슷하지만 번식
기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금빛 장식깃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물가에서 서식하
는 종이지만 초지나 논둑에서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기는 모습이 더 눈에 잘 띤
다. 비번식기에는 쇠백로와 유사하나 목이 더욱 짧고 부리는 노란색이어서 쇠백
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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⒕ 쇠오리 (Anas crecca)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하는 흔한 겨울새로서 전장이 32~39cm정도의 소형
오리이다. 수컷의 머리는 갈색이고 눈과 귀 주변에 녹색의 무늬가 있으나 암컷은
갈색계통의 단조로운 색을 띤다. 낮에는 백마강이나 지류 및 하천에서 휴식을 취
하지만 밤이 되면 농경지로 올라와 낙곡을 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