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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Ⅰ. 연구 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IUCN에서 정의하는 수달의 세계적인 서식 위협정도 평가 기준인 적색목

록 카테고리(Red List Category 2008)에 수달을 1996년에 관심 필요종
(Lower risk; least concern)으로 평가함.

• 또한, 2000년에는 멸종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류
하였으며, 2004년에는 하향조정 되어 위기 근접종(Near threatened)으로
평가함.
<자료 : 금강수계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강정훈 외 7인, 2011, p.49>

• 세계자연보전연맹 종보존위원회(IUCN/SSC) 보고서에 따르면 수달은 해당
지역 수환경의 건강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보고되고 있음.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0>

• 한국에서 서식하는 수달은 Eurasian Otter(Lutra lutra)로 국제으로 IUCN
Red List 보호 등 멸종위기종 Ⅰ급,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 되어있
음.
<자료 : 수달서식지와 하천의 상관관계 분석, 김석규 외 4인, 2006, p.1530>

• 현재 국가하천 수계는 자연서식지 감소와 대단위 하천공사, 인간의 간섭으
로 인해 수달의 서식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자료 : 금강수계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강정훈 외 7인, 2011,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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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개발사업(도로건설, 건설, 해안매립, 하천정비, 수
보 축조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여러 가지 공해물질에 의한 하
천오염으로 물고기 등 수달의 먹이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개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자료 : 수달서식지와 하천의 상관관계 분석, 김석규 외 4인, 2006, p.1530>

• 하천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등 먹이자원의 부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
태계의 고립으로 수달의 서식지가 단절되고 파괴됨.
• 엄천강, 섬진강 등 수환경에서 생활하는 수달의 서식지는 크게 감소되었
고, 일부 양어장주변에서의 포획과 밀렵으로 수달의 안정적인 서식여건을
위협하고 있음.
• 수달의 배설물관련 서식환경과 식이습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수달의
서식분포 현황과 생태는 일부 알 수 있음. 그러나 계속적으로 수달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서식지의 환경요인, 개체군의 크기와
개체수 산정 등 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수달이 여러 가지 위해요인에도 불구하고 해
양이나 내륙의 강과 같은 수환경이 반드시 필요함. 종 보존을 위한 서식지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20년내에 우리나라에서
도 수달이 멸종될 것으로 전망되어짐.
<자료 : 수달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 민희규 외 4인, 2004, p.2>

• 해외에서 수달의 생태와 보존에 관해서는 Mason과 Macdonald(1987),
Hussain(2000), Delibes et al.(2009)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영국에
서는 1만여 개체의 수달군집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됨.(JNC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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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현재 아프리카나 아시아등지에서는 수달의 생존 개체수를 산정하기조
차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자료 : 금강수계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강정훈 외 7인, 2011, p.49>

<표1-1> 전 세계 수달 13종의 생태적 특징
수달 종
Eurasian

분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생태보존상태

집단상태

Near Threatened

감소추세

Least Concern

안정적

남미

Endangered

감소추세, 1,000~5,000

Neotropical

Lontra longicaudis

〃

자료불충분

감소추세

Southern river

Lontra provacax

〃

Endangered

감소추세

Marine

Lontra feline

〃

Endangered

감소추세, 〈 1,000

아시아

Endangered

감소추세, 〈 300

Smooth-coated

Lutrogale perspicilata

〃

Vulnerable

Unknown

Small clawed

Aonyx cinerea

〃

Vulnerable

감소추세

Lutra lutra

N.American

Lontra canadensis

Giant

Pteronura brasiliensis

Hairy-nosed

Lutra sumatrana

Cape clawless

Aonyx capensis

아프리카 Least Concern

안정적

Congo clawless

Aonyx congica

〃

Least Concern

Unknown

Spotted- necked

Lutra maculicollis

〃

Least Concern

감소추세
안정적,
북반구 64,600-77,300
남반구 2,800
러시아연해 15,000

Sea

Enhydra lutris

북미/아시 Endanger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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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경우, 1983년 수달의 사체발견 이후 현재까지 수달의 출현에 대
한 보고가 없는 일본을 비롯한 파키스탄 동부지역, 인도의 중앙지역과 서
부지역에서는 수달이 멸종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달은 Eurasian otter (Lutra lutra) 1종으로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IUCN Red List 보호등급 Ⅰ의 멸종위협종으로 고시(함IUCN/SSC, 2000)
• 수달은 수환경 지표종(Indicator)이라고 보고(IUCN/SSC, 1990), 하천생태
계의 먹이사슬을 균형있게 조절해주는 핵심종(keystone species)으로 하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최근에는 야생동물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수렵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중
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야생
동식물의 중요한 역할들이 밝혀짐으로써 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할 필요성
이 커짐.
•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포획 및 채집으로 인한 멸종위
기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 이로 인해 많은 야생동식물이 이미 사라져
멸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지 않은 생물종이 사라질 위기에 놓
임.
<자료 : 야생동식물의 지속가능한 보호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2013, 장인호, p.327∼p.328>

• 수달의 서식은 하천의 개발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의 보
존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자연하천이 갖는 생태적 기능에 대해 특별한 관
심을 기울여야 함. 또한 수달 보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수달의 생태적 특징
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
<자료 : 한국 수달의 생태 및 관리체계, 2004, 한성용,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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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전주천 및 삼천 수계 수달 서식지에 대한 분포 현황 및 개체수 조사
• 수달 서식지 현장조사와 더불어 현 실태, 위협요소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함으로써 수달보호를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
•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확보와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DB기반 구축
• 전주천, 삼천에 서식하는 수달에 대한 정확한 분포상황을 파악하여 안정적
인 서식환경 조성과 보전 방안 마련
• 전주시 도심생태하천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의 분포현황을 파
악하고 안정적인 집단형성을 위한 증식(augmentation), 도입(introduction),
재도입(reintroduction)의 방법 등으로 생태적 서식환경과 보호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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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
 수달의 중점 서식지
 수달 서식지 조사사례
 수달의 서식지 및 보금자리 이용특성


Ⅱ. 이론적 고찰


천연기념물

•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임.
•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4개 유형인 식물,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됨. 2017년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552점.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3165&cid=46640&categoryId=46640>

• 천연기념물은 자연 가운데 학술적ㆍ자연사적ㆍ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ㆍ고유성ㆍ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
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 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일정한 구역임.
<자료 : 한국의 소나무·소나무림 보전·관리체계, 국립산림과학원, 2016>

• 한국의 독특한 동물 또는 특수한 지역에 서식하거나 일정한 번식지역, 계
절에 따라 나타나는 철새 등과 희귀한 동물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동물들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됨.
• 지정 내용을 보면 조류(鳥類) 도래지(渡來地)·번식지·극경회유해면(克鯨廻
遊海面), 진돗개, 오골계(烏骨鷄)가 있고, 종(種) 자체를 지정한 것은 크낙
새·따오기·황새·두루미·흑두루미·먹황새·백조·재두루미·팔색조(八色鳥)·저어
새·느시·흑비둘기·까막딱따구리·사향노루·산양(山羊)·무태장어·어름치·장수
하늘소·수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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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류는 사향노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점박이물범
등 10건이 있음.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과 가축으로는 진도의
진도견, 경산의 삽살개, 제주의 제주마 등이 있음. 어류 및 곤충의 경우 장
수하늘소, 한강의 황쏘가리, 금강의 어름치 등이 있음.
<자료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6216&cid=40942&categoryId=33495>



멸종위기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
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
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
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임.
<표2-1>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종)

육상
고등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균류 계
Ⅰ급 11 12 1 1 9 4 4 9 - - 51
Ⅱ급 9 49 2 3 16 18 27 68 2 1 195
전체 20 61 3
4 25 22 31 77 2
1 246
<자료 : e-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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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1. 특성
학명 : Lutra lutra
크기 : 80∼100㎝
무게 : 5∼14㎏
• 수달은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야행성 동물로 강, 바
다 등 물가에 서식. 주요 먹이원은 물고기, 갑각류, 양서류, 설치류, 곤충,
새, 새의 알 등임.
• 수달은 여러 개의 보금자리를 불규칙적으로 옮겨 다니며 조심성이 많고
외부 간섭에 민감함.
• 서식환경은 수리·수문학적 및 생태적 특성, 먹이에 따라 다양하며 주로 하
천가의 큰 나무뿌리 밑의 구멍이나 큰바위 틈새와 같은 곳을 자신의 보금
자리로 이용함.

<자료 : 하천공간정보를 활용한 수달 서식처의 수리·생태학적 환경 분석, 김석규 외 3인, 2015>

• 한국의 수달을 보면, 과거에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
다고 보여지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개발이라는
대규모 사회변화가 계속되면서 하천에 살아가던 많은 수의 수달군집들이
크게 사라짐.
<자료 : 한국 수달의 생태 및 관리 체계, 한성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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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은 69% 이상이 1m 이하 깊이의 하천에 서식하며,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달의 서식지점은 암반보다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많음.
• 수달 서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공구조물가운데 교각은 60% 이
상으로 수달의 서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자료 : 하천공간정보를 활용한 수달 서식처의 수리·생태학적 환경 분석, 김석규 외 3인, 2015, p.2>

2. 식이습성
<표2-2> 수달의 식이습성
구분
연구지역
한성용 거제 연초댐
(1997)
차수민
섬진강
(2001)
남택우
화천군일대
(2004)
강정훈 외7 북한강수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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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빈도
어류>조류>양서류>갑각류>소형 포유류>곤충>복족류
어류>양서류>조류>곤충>기타>소형 포유류>갑각류>복족류
어류>양서류>기타>곤충>소형 포유류>조류>갑각류
어류>양서류>곤충>조류=갑각류>복족류>소형 포유류

3. 분포
• 한국의 수달 분포는 크게 내륙과 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수달분포 확인지역
• 내륙지방 : 강원도 산간지역부터 무등산 끝자락의 산간지역에서 유래한 하
천수계를 중심으로 넓게 서식함.
• 해안지방 : 남해안의 경우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파
도가 잔잔해 수달의 사냥이나 활동을 수월하게 하는 반면, 동
해안과 서과 서해안의 경우 파도가 높아 생존에 불리함.
<자료 : 한국수달보호협회, http://www.ak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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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력권
• 다른 동물과 달리 수달의 경우 한줄기의 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타 육식
동물과 다른 고유한 세력권 특징을 지님.
• 수달의 세력권은 선형으로 이뤄지며 보통 10㎞를 넘는 활발한 행동반경을
가짐.
• Sam Erling의 연구에 의하면 수컷 수달은 15㎞, 암컷은 7㎞ 정도의 세력
권을 지님.
• 한줄기 하천에서 다른 세력권을 가지는 수달 집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해 새끼를 기르는 경우 기존의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골짜기 지류하
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기도 함.

그림 2. 일반 포유동물과 수달의 영역권

<자료 : 한국수달보호협회, http://www.ak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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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달의 기초 세력권

<자료 : 한국수달보호협회, http://www.akoc.org/>



국내 수달의 중점 서식지

• 한반도에 서식하는 수달은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간의 간섭
이 적으며 수환경이 청정한 지역에서 높게 분포함.
•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의 내린천과 동강, 경상북도의 봉화군 운곡천지역
과 왕피천, 그리고 거제 장목-마산 구산면 일대의 남해안 지역으로 나타
남.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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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동강유역
• 동강 지역의 수달 분포는 상류지역인 기수리부터 어라연 계곡까지 광범위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서식 흔적이 발견됨.
• 곳곳에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고, 조사시 새끼 수달의 배설
물이 함께 발견되고 있어 안정적인 번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자연환경의 우수함이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레프팅이나
관광을 위한 인간의 활동이 점차 빈번해짐으로써 하천변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되고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인간의 활동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수달
의 서식지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2>

2. 경북 울진군 왕피천
• 왕피천을 흐르는 하천수는 역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불영계곡의 하천
수와 합류하여 최종 울진군을 관류 하여 흘러나가는 자연조건이 우수한
지역임.
• 왕피천은 하천의 좌우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량도 풍부하여, 그 자
연 상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하천의 상류방면으로는 가면 갈
수록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된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기념물 수달
의 안정적인 서식이 이루어짐.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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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제 장목 북단의 진해만 일대 섬들
• 현지의 담수지역은 갈대, 모래, 흙, 초본류 등이 존재하고 있어 수달이 몸
을 말리거나 털을 고르는데 활용될 수 있는 필수 생태조건을 갖춤.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4>

4. 경북 봉화군 운곡천
• 수달의 흔적은 중상류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며, 하천변의 바위 위와 수중
보 위에서 배설물이 관찰되고, 주변의 모래 위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발자
국이 관찰되고 있어 안정적인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5>

5.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 내린천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부터 인제에 이르기까지의 하천
으로, 주위가 1천미터 이상되는 고봉들로 연결되어 있어 산세가 깊고 자연
경관이 우수하여 수달의 서식장소로서 아주 적합함.
• 내린천 본류는 수달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자갈밭과 모래, 숲이 이루어져
있어 서식지로서의 훌륭한 조건을 갖춤.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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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달 서식지 조사사례

1. 남해군 창선면(서·남해환경센터, 2011)
• 해안선을 이동하며 수달 배설물과 흔적을 조사하는 선조사법 실시
• 배설물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조사
• 배설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된 지역에 무인센서 카메라 설치
• 수달 외 조사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야생동식물 조사

2. 순천시 이사천(서·남해환경센터, 2014)
• 수달의 서식하는 전체지역을 알기 위해서 동천과 이사천 합류지 지역에서 북
으로 하천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달 배설물과 흔적을 조사하는 선조사법으로
실시
• 배설물이 발견된 다리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실시
• 이후 배설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된 지역 중에서 수달 활동을 촬영하기 위
해서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
• 수달 조사와 함께 조사구간에서 관찰되는 물새 등을 조사하였으며 천연기
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인 법적보호종의 경우에는 별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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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시 삼천(전주생태하천협의회, 2015)
• 2013년도∼2015년도 기간 동안 삼천의 원당교∼금학보 구간 조사
• 조사 방법은 삼천의 서식지를 물속과 물밖을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정밀
조사
•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를 주변의 건물이나 특징이 될 만한 장소를 함께
포함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결과사진을 도면에 첨부
• 도면에 첨부한 장소의 경우 화살표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표시
4. 전주시 전주천(전주생태하천협의회, 2016)
• 2013년도∼2016년도 12월 기간 동안 전주천의 안적교∼기린교 구간을 조사
• 조사의 방법은 전주천의 서식지를 물속과 물밖을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정밀 조사
•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를 주변의 건물이나 특징이 될 만한 장소를 함께
포함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결과사진을 도면에 첨부
• 전주천의 경우 삼천과 다르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수심이 있는
곳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조사 실시
• 수심이 깊어 확인되지 않은 삼천의 합류지점의 경우 주변지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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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의 서식지 및 보금자리 이용특성

• 수달은 먹이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2∼3시간에 한번 배설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야생 포유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출된 지역에 자신의
배설흔적을 남김으로써 세력을 나타냄. (Macdonald 1980, 1985; Gosling
1982; Gorman and Trowbridge 1989; Kruuk, 1995).
• 배설물에는 취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냄새
를 알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수달이 침범해 오는 것을 방지하고, 번식기에
이성을 찾는 수단으로 이용됨. (Lenton et al., 1980; Chanin, 1987; Green
and Green 1980, 1987)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7>

1. 외국 사례
• 수달은 휴식을 취하거나 번식을 위한 은신처를 필요로 하는데, 주로 꼴이
나 바위틈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입구는 주로 단순하거나
복잡한 터널식의 구조를 이룸
• 스리링카의 경우 보금자리는 물가로부터 약 1-2m의 거리에 위치하고 홍
수시에도 물에 잠기지 않으며 입구는 2개의 터널과 주위에서 많은 배설물
이 관찰된다고 보고 된 바 있음. (Silva, 1991)

그림 4. 수달의 보금자리 모식도
A. Sweden(Erlinge, 1967), B. Srilanka(Silva, 1991)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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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 서식하는 수달의 서식지 및 보금자리 이용특성
1) 댐환경에서의 서식지 및 보금자리 이용 특성
• 한성용(1997)의 연구에 따르면 거제 연초댐을 사례로 배설지점 및 식이지
점을 수변환경 특성별로 바위와 식생지대, 진흙과 식생지대, 그리고 토양
고 돌지대로 구분하였을 때 이용빈도는 바위와 식생지대가 37∼62%, 진흙
과 식생지대가 6∼31%, 흙과 돌이 많은지역이 21∼46%로 바위와 식생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댐에 서식하는 수달의 보금자리 모식도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39∼p.140>

2) 하천에서의 서식지 및 보금자리 이용 특성
• 동강의 사례에서 서식지의 이용특성은 암벽지역(41±7.1, 34.75%) > 암벽과
바위지역(25±4.0, 21.19%) > 바위지역(23±4.1 19.63%) > 수중에 돌출된 바
위지역(18±3.6, 15.11%) > 바위와 자갈지역(8±1.3, 6.92%) > 자갈지역
(3±0.4, 2.26%) > 기타(0.2, 0.14%) 등으로 나타남.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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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환경
입지여건
 기상·기후
 수문 및 수질


Ⅲ. 자연환경


입지여건

• 지리적 위치는 전북의 중심에 위치하고 동으로는 진안, 무주, 장수, 서로
는 익산, 군산, 김제, 부안, 남으로는 정읍, 남원, 북으로는 완주군과 연
결됨.
• 전주천은 전주역의 남동방 26㎞의 관촌평야와 경계한 분수령에서 기원하
여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방에서 북서방으로 관통하고 삼천은 노령산맥 북
부를 흐르고 있는 섬진강의 북평 분수령인 임실군 운암면과 완주군 구이
면계에서 시작하여 전주시 서부 농경지를 남방에서 북방으로 흐르다가 전
주천에서 삼천과 합류하여 만경강으로 흘러듬.
• 또한 소양천은 곰치에서 기원하여 전주시역의 북동경계를 흘러 전주천과
합류되며 3개의 하천이 전주역의 남북으로 관통함.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16>



기상·기후

• 전주는 한반도 서남지방에 자리하며 산악에서 평지로 바뀌는 노령산맥의
서쪽 기슭에 위치하여 남쪽은 분지를 형성하고 북쪽은 만경강을 경계로
도시를 형성함.
• 전주시 서쪽은 김제평야, 남쪽은 모악산이 있으며, 지역적으로 동쪽이 고
도가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임.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18>

• 전주지방 주변의 기후는 서쪽은 남부서해안형에 속하고 동부 산악지대는
내륙형에 속함.
27

전주천 삼천 수달 개체 수 조사 및 보전대책

• 서쪽지역은 서해의 영향을 받아서 내륙지방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적고
우량이 산악지대보다 적은 것이 특징임.
• 동쪽 내륙지방은 서해안지방에 비해서 기온의 한서의 차가 심하고, 동절기
는 건조하며 여름철은 고온 다습함.
• 따라서 전주지방 기후의 특징은 남북의 차이보다 동서의 차가 크며 그 이
유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수문 및 수질

• 전주시 하천은 국가하천(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지방 1급하천(전주천, 삼
천), 지방 2급 하천 및 소 하천의 4종류로 분류할 수 있고, 총하천연장은
102㎞로 모두 만경강수계에 속하며, 계수율은 80%를 나타내고 있음.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국가하천 중 전주천은 삼천 합류점에서 만경강까지 7.0㎞, 소양천은 아중
천 합류점에서 만경강까지 7.0㎞임.
• 지방1급 하천의 경우 전주천은 저주시 완주군 상관면 시군계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 12.20㎞, 삼천은 독배천 합류점에서 전주천까지 7.26㎞임.
• 전주시 구역 내 저수지는 총 64개소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7개소, 전주시
관리 57개소 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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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하천현황 총괄
<표3-1> 전주시 하천 현황
구 분 하천수
합계 23
국가하천 3
지방하천 17
소하천 3

총연장
(㎞)
105.0
18.0
81.0
6.0

요개수연장
(㎞)
180.0
32.0
136.0
12.0

기개수연장
미개수연장
개수율
(㎞)
(㎞)
(%)
144.0
36.0
80.0
32.0
100
106.0
30.0
78.0
6.0
6.0
50.0
<자료 : 전주시 통계연보, 2015>

<표3-2> 전주시 행정구역 내 주요하천 현황
구 분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하천명
전주천
전주천
삼 천
아중천
건산천
지방2급 덕전천
하천 중복천
구화천
금학천

연(㎞)장 유역면적
기 점
종 점
(㎢) 비고
삼천합류점
만경강합류점
6.8 286.25
수원천합류점
삼천합류점
14.9 101.93
전주시계
전주천합류점
8.9 152.30
전주천 우아동
소양천 합류점
8.0
18.50
전주천 인후동
전주천 합류점
5.0
4.2
전주천 평화동
삼천 합류점
4.0
6.0
전주천 삼천동
삼천 합류점
5.0
6.7
전주천 평화동
전주천 합류점
3.0
3.2
전주천 팔복동
전주천 합류점
2.0
6.7
<자료 :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2008∼20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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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주시 수계망도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29>

2. 전주천 특성
• 전주천은 만경강 하구에서 약 41.5㎞ 상류지점에서 만경강 좌안측으로 유
입되는 제 1지류로서 지방하천 구간의 최하류지점(삼천 합류점)으로 볼
때 유역면적은 101.93이고, 유로연장은 24.87㎞임.
• 전주천 유역은 대체적으로 세장형을 이루고 있으며, 동경 126 6‘ 26“∼12
7 16’ 34”, 북위 35 42‘ 04“∼35 50’ 38”에 위치함.
。

。

。

。

•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지선의 설치재와 박이뫼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유하하면서 남서측으로 유하하는 수원천과 합류하여 다시 북서류하다 한벽
교 지점에서 다시 7.2㎞를 북서측으로 흐르다 삼천과 합류한 후 직할하천 구
간에 합류하고 있음.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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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전주천의 하상특성

구
분 W-1 W-2 W-3 W-4 W-5 W-6 W-7 W-8
하천폭(m) 30.8 1.0 0.6 8.9 24.5 12.7 23.1 29.3
측정간격(m) 3.0 1.0 0.2 1.0 2.0 2.0 2.0 3.0
평균수심(m) 0.30 0.22 0.06 0.18 0.13 0.21 0.36 0.18
단면적(㎡) 8.63 0.27 0.02 0.70 2.87 2.74 7.53 4.67
평균유속(m/s) 0.09 1.64 0.21 0.55 0.18 0.23 0.05 0.09
유량(㎥/일) 62,015 62,357 301 59,507 35,047 45,079 35,087 35,477
W-1 : 덕진동 가련교 하류 100m
W-5 : 태평동 어은교 밑
W-2 : 덕진동 가련교 상류 300m
W-6 : 다가동 완산교 밑
W-3 : 덕진동 건산천 오수차집보
W-7 : 전동 전주교 밑
W-4 : 진북동 서신교 하류 300m
W-8 : 교동 승암교 밑
<자료 :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999>

3. 삼천 특성
• 삼천은 만경강 유역 중류부의 남쪽으로 유입되는 전주천의 제 1지류로서
본 조사구간인 지방하천 구간의 하류지점으로 볼 때 유역면적은 152.20㎢,
유로연장은 32.40㎞임.
• 삼천의 유역은 대체적으로 수지상을 이루고 있으며 동경 127。33’09”∼
127。11’44”, 북위 35。36’43”∼ 35。50’32”에 위치함.
•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지선의 섬진강 수계를 경계로 하는 무명산에서 발
원하여 북쪽으로 유하하면서 모악산에서 발원한 계월천과 합류하여 다시
북류하다 구이저수지를 지나 삼천 취수장에서 다시 8.5㎞를 북측으로 유하
하다 전주천의 국가하천 구간에서 합류하고 있음.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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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삼천 특성

하천명 지점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유역평균폭
(㎞) 형상계수 유역평균고도
(m) 유역표면경사
(%)
삼천하구 152.20 32.40 4.70
0.14
204.4
29.7
동거천합류전 145.34 30.90 4.70
0.15
210.7
30.2
삼천
중복천합류전 129.74 27.40 4.74
0.17
227.3
32.0
구이저수지 60.57 18.20 3.33
0.18
282.4
37.2
<자료 :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01>

4. 주요 하천주변 현황

그림 7. 전주시 주요 하천 위성사진

<자료 : Google earth>

• 전주천과 삼천을 경관코리더로 하여 연계경관이 갖는 하천의 자연성과 인
공성, 그리고 양자간의 조화성과 주민 이용특성을 파악함.
• 전주천은 가련교와 한벽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삼천은 서곡교와 세내교를
중심으로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여 경관적 특성과 이용형태를 파악하
고 이를 일정한 시점에서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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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수지·소류지 현황
• 전주시 환경위생과 및 한국농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 및 소류지는 덕진구에 36개소, 완산구에 34
개소가 분포함.
•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관리 소류지는 57개소, 한국농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7개소, 기타 소류지 6개소가 분포함.
• 일부 소류지의 매립/방치 등으로 건생천이 계열로 진행되고 있음.
• 재전제의 경우 상수도 취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주시 전체 저수지 및 소류지의 평균 유역면적 33.1ha, 평균만수면적
1.2ha에 이름.
• 축조시기별로 살펴보면 1930년부터 1999년까지이며, 이 중 66%에 이르는
저수지 및 소류지가 1943년에 축조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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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주시 저수지/소류지 분포도

<자료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주시, 2008,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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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달 서식 분포 및 개체수 조사
조사방법
 전주천 구간별 조사결과
 삼천 구간별 조사결과


Ⅳ. 연구방법


현장조사

• 수달은 하천생태계 최상위포식자이므로 이들의 먹이, 활동흔적, 배설물은
중요한 단서가 됨. 따라서 수달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증거물 채집, 현
장조사를 실시함.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서식 수달의 생물학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하고, 주요 조사지점 특성을 파악함.
• 직접관찰 : 수달의 서식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야행성 수달관찰
을 위해 CCTV 설치하거나 사진을 촬영함
• 배설물 조사 : 하천주변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배설특성을 감안한 배
설물 현황을 파악함.

그림 9. 수달의 배설물
• 전주천, 삼천 현지특성을 감안하여 전주천 7개 구간, 삼천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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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전주천·삼천 조사구간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전주천(J)
J1 : 안적교∼한벽교
J2 : 한벽교∼싸전다리
J3 : 싸전다리∼다가교
J4 : 다가교∼어은교
J5 : 어은교∼서신교
J6 : 서신교∼백제교
J7 : 백제교∼금학보

삼천(S)
S1 : 원당교∼신평교
S2 : 신평교∼삼천교
S3 : 삼천교∼우림교
S4 : 우림교∼효자교
S5 : 효자교∼홍산교
S6 : 홍산교∼서곡교
-

1. 수달 흔적 조사
• 조사 대상지내 하천을 중심으로 표준 조사법으로 현장 조사 실시
• 조사 대상지의 활동 중인 수달, 휴식 장소, 잠자리, 은신처, 서식 흔적(배설
물, 족적, 식흔 등) 조사
• 현장 조사시 주요 조사 대상지 전경 및 활동 중인 수달, 주요 서식 흔적은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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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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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구간별 조사결과

• 흔적 조사와 주변 환경분석 결과 가장 주요한 서식지는 승암교∼남천교,
서신보∼쌍다리, 금학보∼백제교 인근으로 추정되어지며,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함.
1. J1구간 (안적교∼한벽교)

그림 10. J1구간
• J1구간의 경우는 이동하거나 먹이 섭식장소는 가능하나 굴곡이 심하거나
수심이 낮고 은신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음.
• 배설물의 위치가 가뭄때와 장마철이 지난 후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물 높이에 따라 가뭄에는 낮게 이동하고 장마철에는 비교
적 높은 바위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구간은 한벽보 등 주요 서식지에서 전주천 수달의 원래 서식지로 추정
되는 완주 상관저수지까지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 은석교에서 전주천 상류 지천인 수원천을 따라 상관저수지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상관저수지 배수로 아래쪽과 위쪽에서 수달 배설물 확
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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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시바위 인근
• 참사랑복지원 위 각시바위 하단과 하천 내 돌무더기에 지속적으로 배설물
이 확인되어 수달이 자기 구역을 표시한 이동통로로 판단됨.
• 각시바위 아래로는 수심이 깊고 상류 쪽으로 여울이 형성되어 있어 먹이
활동에 좋은 조건이며, 하상에 달뿌리풀군락 넓게 형성되어 있어, 은폐, 엄
폐가 가능한 이동통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 각시바위에서 색장교, 안적교, 은석교 구간은 교각 근처에 소량의 배설물
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중간중간 여울형 징검다리나 수변에 돌무더기
에서 배설물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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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교 주변환경 1

안적교 주변환경 2

안적교 주변환경 3

안적교 인근 수달 배설물

승암교 주변환경 1

승암교 주변환경 2

색장교 주변환경 1

색장교 주변환경 2

<사진4-1> J1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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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2구간 (한벽교∼싸전다리)

그림 11. J2구간
1) 한벽보∼고무보
• 배설물이 지속적이지 않아 한벽교 아래 깊은 물에서 서식하면서 위로 올
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사료됨.
• 상류쪽으로는 물이 풍부 할 때는 서식 및 휴식처로 가능하지만 평상시에
는 그러하지 못한 특정을 가짐.
• 한벽교 아래의 경우 고무보의 역할로 수심이 비교적 깊으며, 고무보를 중
심으로 배설물이 다량의 배설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됨.
• 이는 물속에서 먹이잡이를 한 후 밖으로 나와 쉬거나, 이동통로로 활용되
는 것으로 여겨지며, 한벽교 아래로 모래톱이 형성되어 휴식처로 활용되
는 것으로 판단됨.
• 고무보 인근 숲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설물이 발견됨.
• 선행 연구에서 한벽교 아래는 수달이 처음으로 확인된 구간임. 생태박물관
앞 중도 및 습지를 연결하는 수달 쉼터와 자신을 은폐, 엄폐 가능 한 돌무더
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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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벽교 상류의 잘 발달된 달뿌리풀과 넓은 갈대밭, 깨끗한 수질, 그리고
어느정도의 유속이 있고 고무보로 인하여 한벽교 교각아래쪽은 수심이 1
∼2m여서 잉어 등 먹이원이 풍부함.
• 한벽보 일대는 1급수에 가까운 수질과 고무보의 역할로 1∼1.5m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어 수량이 풍부함.
• 고무보 좌안의 어도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잉어, 참갈겨니, 피라미, 쉬리, 칼
납자루, 돌고기 등 17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먹이 공간으로 기능도 충
분함.
• 한벽보 우안 옛 산림환경연구소의 숲은 수달의 은신처로 예상되며, 죽나무, 팽나
무, 갯버들, 찔레꽃이 자생하고 있으며 중국단풍, 은행나무, 말캐나무, 편백, 능수
버들, 잣나무 등 인공적으로 식재한 나무가 한데 어울려 은신할 공간을 제공함.
• 고무보에서 상가 건너편 숲은 수달의 쉼터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물
가 바위와 인공 구조물 두 군데에서 오래된 배설물이 발견됨.
2) 남천교
•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부터는 위 청연루와 아래(물 평상)에는 이용객들이
많아 낮 중 수달이 이동하는 것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천쪽의 달뿌리풀과 제방쪽의 억새가 우거져 있고, 교량 특성상 사람의 접
근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달을 제외한 다른 동물의 접근도 자유로움.
• 실제로 삵, 왜가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무인적외선카메라에 촬영됨.
• 물길이 좁고 유속은 약간 빠르나 수심이 깊지 않아 이동통로나 쉼터로 이
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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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벽교 주변환경 1

한벽교 주변환경 2

한벽교 인근 수달 배설물

한벽보 인근 수달 배설물

남천교 주변환경 1

남천교 주변환경 2

남천교 인근 수달 배설물 1

남천교 인근 수달 배설물 2

<사진4-2> J2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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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3구간 (싸전다리∼다가교)

그림 12. J3구간
1) 싸전다리∼서천교
• 새벽장과 천변 주차장, 이용객들이 항상 많은 곳으로 야행성인 수달이 밤
늦게 이동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이곳을 경계로 굳이 위
쪽의 한벽보쪽과 아래 방향에서 서신보로의 이동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지점부터 상관저수지까지 드물지만 일년 내내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되
므로 싸전다리를 기점으로 상류의 무리와 하류 서신보에서 목격되는 무리
는 별개인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어도는 아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나, 1미터 이상의 수
심을 유지하고 있어 잉어와 기타 어류가 많아 먹이원은 풍부함.
2) 완산교∼다가교
• 수크령을 비롯하여 사초과 식물이 식재되어 식생이 풍부해지고 이에 따라
수달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휴식과 이동 공간이 수월해 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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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교 하부 교각은 사람이 올라가기에도 높으며 여름철과 달리 수심이
50Cm이하인 가을철에는 삵으로 추정되는 발자국과 너구리 발자국, 그리
고 수달의 발자국이 발견됨.
• 다른 곳에 비해 수달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흔적이 모래톱에 자주 나타남.

싸전다리 주변환경

싸전다리 인근 수달 배설물

매곡교 주변환경

매곡교 인근 수달 배설물

서천교 주변환경

완산교 주변환경

<사진4-3> J3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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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4구간 (다가교∼어은교)

그림 13. J4구간

1) 쌍다리
• 전주천 전 구간 중 가장 많은 배설물이 발견된 지점임.
• 다리 하부 칸막이와 주변 식생대로 인해 은신이 용이함.
• 삵,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의 발자국이 조사되어 수달 외 다양한 동물 출
몰 가능함.
• 무인적외선카메라를 통해 삵, 고라니, 수달, 너구리가 확인됨.
• 전주천 중 두 번째로 유력한 은신처임.
•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쪽의 중도와 쌍다리, 그리고 아래쪽의 중도까지
구간은 전주천 전 구간 중 은신처뿐만 아니라 번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
용 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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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교 주변환경

다가교 인근 수달 배설물

도토리골교 주변환경 1

도토리골교 주변환경 2

쌍다리 주변환경

쌍다리 인근 수달 발자국

쌍다리 아래 수달 배설물

쌍다리 아래 수달 배설물

<사진4-4> J4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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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5구간 (어은교∼서신교)

그림 14. J5구간
1) 진북교
• 징검다리 위로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되며, 인근에 모래가 깔린 좁은 수로
에 수달의 발자국이 가끔 발견됨.
• 수달의 배설물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오탁방
지막이 설치되어 있고 항상 쓰레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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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은교 주변환경 1

어은교 주변환경 2

어은교 주변환경 3

어은교 인근 수달 배설물

진북교 주변환경 1

진북교 주변환경 2

진북교 주변환경 3

진북교 주변환경 4

<사진4-5> J5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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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6구간 (서신교∼백제교)

그림 15. J6구간

1) 서신교
• 인공 하중도가 기존에 설치되었다가 육상화 된 하중도를 개선 후 물이 흘
러가는 독립된 하중도로 개선하여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바위 등의 환경은 전주천 구간에서 서식처로 최상의 조건
임.
• 수달의 이동으로 인해 억새 사이로 생긴 이동통로가 있음.
• 수달이 가장 자주(2∼3마리, 5회) 목격된 장소임.
• 서신보 바로 위에 중도에서 은신, 또는 서식지로 추정됨.
• 전주천 구간 중 최고의 은신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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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교 주변환경 1

서신교 주변환경 2

서신교 주변환경 3

서신교 주변환경4

서신교 주변환경 5

서신교 주변환경 6

서신교 주변환경 7

서신교 수달

<사진4-6> J6구간 현황사진

53

전주천 삼천 수달 개체 수 조사 및 보전대책

7. J7구간 (백제교∼금학보)

그림 16. J7구간
1) 백제교
• 전주천 전 구간에서 폭이 가장 넓은 다리이나 사계절 수량이 적음.
• 배설물이 물가에서부터 사람이 통행하는 곳 아래까지 넓게 분포함.
• 은신하기 좋은 이동통로로 쓰였다고 판단됨. 2017년 교량 안전 공사 후로
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음.
• 수량도 작고 심하게 오염된 건산천과 합류되는 곳이나 왜가리나 중대백로,
흰뺨검둥오리 등의 먹이 활동이 이루어 것으로 보아 비점오염원에 따라
때로는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10월까지 배설물이 보였으나 11월부터 공사기간동안 배설물이 보
이지 않음.
• 2018년 공사 후 2월에 배설물 흔적 소량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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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제교∼사평교
• 하도 확장공사 진행이 완료된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하중도가 복
원되고 있는 지역임.
• 개선한 호안에 갯버들 등의 식생도입을 통해 은폐물을 조성한 곳임.
• 10월경 사평교 인근에서 3마리가 유영하고 있었다는 시민의 목격담을 확
보하였음.
3) 사평교∼금학보
• 수달 흔적이 미약한 곳임.
• 수달이 삼천 또는 만경강 지류 등과 왕래한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을 진행해야 할 곳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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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교 주변환경

백제교 인근 수달 배설물

사평교 주변환경

사평교 인근 수달 배설물

가련교 주변환경

가련교 인근 수달 배설물

금학보 주변환경 1

금학보 주변환경 2

<사진4-7> J7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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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 구간별 조사결과

• 흔적 조사와 주변 환경분석 결과 가장 주요한 서식지는 신평교, 삼천교,
서곡교 인근으로 추정되어지며,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함
1. S1구간 (원당교∼신평교)

그림 17. S1구간
1) 원당교
• 원당교는 삼천의 상류 구간으로 물의 흐름이 빠른 편이나 수심이 깊지 않
음.
• 여름에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이 되듯이 물의 수심이 깊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흐름이 빠르며, 겨울 사진에서는 여름에 비해 확연히 물의 양이 줄어
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음.
• 이런 정도의 깊이에서 수달이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수달의 일상적
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원당교 다리 밑 구간을 비롯해 주변 지역이 수달이 은신할 만한 갈
대나 나무가 부족함.
57

전주천 삼천 수달 개체 수 조사 및 보전대책

2) 삼천1교
• 삼천1교의 경우에도 원당교와 마찬가지로 수심이 깊은 구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이 빠름.
• 이 구간에는 수달의 먹이원이 되는 왕우렁이가 많이 흘러 들어오는 구간
으로 왕우렁이를 먹은 수달의 배설물이 자주 관찰됨.
• 삼천 1교 구간에는 모래무지가 그다지 넓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지만 교각
주변으로는 모래가 쌓인 지점이 몇 군데 있으며 이런 지점에는 수달의 배
설물이 확인됨.
• 거마보에 이르는 구간까지 하천 내에 산책로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은 구간이 많지 않음.
• 다만 거마보 윗 지점 중 넓게 형성된 모래무지에는 수달의 배설물이 자주
관찰됨.
• 또한 이 구간에는 다슬기가 많이 서식을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왕우렁이
도 많은 편에 속해 수달에게 좋은 먹이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거마보의 경우에도 농사철이 끝난 이후 겨울 기간에는 물을 가둬
놓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은 구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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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마보
• 거마보는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 막아 놓은 보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
나는 시기인 늦가을에는 보의 수문을 열어 겨울에는 거마보 윗 공간의 수
심이 깊지 않음.
• 수량이 유지되는 봄과 여름 기간에는 거마보를 중심으로 상류에서 수달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음.
• 겨울에는 거마보 윗 공간 중 모래무지와 일부 구간에서만 수달의 활동 흔
적을 확인되어지며, 주변 왕우렁이 양식장에서 흘러들어 온 왕우렁이를
먹은 흔적이 배설물에서 나타남.
• 거마보 구간은 수달이 일상적으로 정주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부분
한계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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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교 주변환경

원당교 인근 수달 발자국

원당교 인근 수달 배설물

삼천1교 주변환경

삼천1교 인근 수달 배설물

삼천1교 인근 수달 배설물

거마보 주변환경

거마보 인근 수달 발자국

<사진4-8> S1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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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2구간 (신평교∼삼천교)

그림 18. S2구간 현황사진
1) 신평교∼여울형 낙차보
• 삼천의 수심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겨울 기간 동안 신평교 구간 중 수심
이 60 cm 이상 유지되는 지점은 상류방향 다리 교각으로부터 약 20m 이
상 지점부터 이고 하류 방향은 약 160m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60cm 이상
수심이 형성됨.
• 수달의 배설물이 연중, 매일 새롭게 관찰되어지는 신평교 교각 밑의 구간
은 겨울 기간에는 수심이 약 40cm 전후이며, 이 정도의 수심에서도 수달
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하지만 삼천의 다른 수달서식공간에 비해
수심이 낮은 편이나 여름과 가을 기간에는 60cm 정도의 수심은 유지됨.
• 수달의 정주공간으로 예상되어지는 신평교 지역은 여울형낙차보가 있는
지점의 윗 공간으로 이곳에는 중도처럼 형성된 지역임.
• 겨울기간에도 수심이 약 70m 이상 유지되어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음.
• 특히 여울형낙차보 윗 공간에는 겨울에도 잉어가 무리지어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어지며, 이 구간에서 수달이 숭어를 잡아먹은 흔적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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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의 배설물이 집중적으로 관찰되어지는 신평교 교각이 있는 지점은 사
람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서 약 6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
하여, 사람으로부터 간섭이 적음.
• 또한 이 지점의 경우 키가 비교적 큰 갈대나 달뿌리풀이 빼곡이 자라고
있어 외부와의 차단이 이뤄짐.

2) 여울형 낙차보∼삼천교
• 세내교는 교각의 밑은 수심이 약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각 바로 옆으로 상류와 하류 모두 징검다리가 놓여짐.
• 교각을 중심으로 모래무지가 형성되지도 않아 세내교 근처에서는 수달의
배설물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나, 세내교 상류 방향으로는 일부 구
간에만 모래무지가 형성되어 있어 수달의 발자국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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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교 주변환경 1

신평교 주변환경 2

신평교 주변환경 3

신평교 인근 수달 배설물 1

신평교 인근 수달 배설물 2

신평교 인근 수달 배설물 3

신평교 인근 수달 배설물 4

신평교 인근 수달 배설물 5

<사진4-9> S2 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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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3구간 (삼천교∼우림교)

그림 19. S3구간
1) 삼천교
• 삼천교 주변은 수달이 서식하는데 있어 이상적인 조건을 가짐.
• 삼천교 주변지역은 신평교와 다르게 산책로부터 거리가 비교적 먼 편이기
도 하고 수달이 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모래무지 역시 산책로부
터 단절되어 있음.
• 삼천교 주변은 여울형낙차보로 인해 겨울기간에도 수심이 70cm 이상 유지
되는 구간들이 많음.
• 특히 여울형낙차보 윗쪽으로는 다른 곳에 비해 수심이 높아 먹이원인 잉
어들이 많이 활동함.
• 수달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장소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어지지 않으나, 수
달의 번식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임.
• 수달의 새끼들이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왕우렁이와 말조개들이 많이 발
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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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삼천교 교각 밑으로 수달이 휴식을 취하면서 모래목욕을 즐길
수 있는 모래무지가 넓게 형성되어있고, 달뿌리풀과 갈대가 빼곡하게 형
성되어 있어 은신처로써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춤.
• 수심이 60cm 이상 유지를 하고 있어 육상에서 위협이 있을 시 빠르게 이
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

2) 세내교∼우림교
• 산책로로 이용되어지는 도로와 수달이 서식을 하는 하천의 거리가 15m 이
내로 매우 가까워 수달이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에 해당함.
• 여름철에는 세내교 주변의 수심이 60cm 이상 유지되어지기는 하나 겨울철
에는 교각을 중심으로 수심이 30cm 이내이어서 수달이 일상적인 생활에
도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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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교 주변 현황

삼천교 인근 수달 배설물

삼천교 인근 수달 발자국

삼천교 인근 수달 식흔

세내교 주변 환경 1

세내교 주변환경 2

세내교 주변환경 3

세내교 인근 수달 배설물

<사진4-10> S3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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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4구간 (우림교∼효자교)

그림 20. S4구간
1) 우림교∼이동교
• 우림교 수달서식구간은 언더패스를 통해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장소
일 뿐만 아니라 차도와 수달이 생활을 하고 있는 하천의 거리가 아주 짧
은 것이 특징임.
• 우림교 교각을 중심으로 상류 및 하류 방향에서 수달의 배설물을 관찰할
수가 있으나 우림교 교각 밑에서는 수달의 배설물을 찾아보기 어려움.
• 여름에는 우림교각을 중심으로 물이 전체적으로 차오르면서 영역을 표시
하는 수달의 배설물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겨울기간에는 우림교 교각 밑의
수심이 30 cm 도 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
을 형성함.
• 전체적으로 우림교는 사람이 통행을 하는 산책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언더
패스가 하천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 수달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는 어려운 조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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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구간의 경우에도 언더패스 바로 옆으로 모래무지가 들어나는 구
간이 있고 그곳에 수달의 발자국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수심이 깊어지
는 여름철 기간에 수달의 로드킬이 우려되는 지역임.

2) 이동교∼효자교
• 이동교는 효자교에 비해 수심이 깊지 않지만 여름에는 교각의 기둥 밑이
잠길 정도의 수심은 유지되나, 겨울에는 교각의 기둥이 드러나는 구간이
더 많으며 교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래무지에서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되어짐.
• 이동교는 전체적으로 수달이 일상적으로 서식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선 겨울기간 내내 수심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달의 서
식공간과 사람의 산책로, 언더패스가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의 간섭이 많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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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교 주변환경 1

우림교 주변환경 2

우림교 인근 수달 배설물

우림교 인근 수달 발자국

이동교 주변환경 1

이동교 주변환경 2

우림교 인근 수달 발자국

이동교 인근 수달 발자국

<사진4-11> S4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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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5구간 (효자교∼홍산교)

그림 21. S5구간
1) 효자교
• 효자교는 수달의 로드킬이 일어났던 장소임.
• 효자교 교각을 중심으로 주변에 키가 큰 나무나 억새, 달뿌리풀이 많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주 이용을 하는 산책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언더
패스가 가까워 있어 수달에게 위험함.
• 여울형낙차보가 효자교 하류 방향 180m 지점에 위치해 있어 효자교는 마
전교나 이동교에 비해 갈수기인 겨울에도 수심이 70cm 이상 유지됨.
• 효자교 상류방향으로는 수달의 은신처와 휴식처가 될 만한 작은 중도가
있어 좋은 수달의 서식환경을 갖춤.
• 효자교 교각 밑으로 수심이 깊어 수달의 휴식처가 될 만한 모래무지나 진
흙더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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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전교
• 교각을 중심으로 수심이 겨울에는 40cm 전후로 낮은 편이며 하천의 폭도
넓지 않음.
• 마전교의 교각은 2개인데 그 중 한 곳에만 물이 잠기는 특징이 있으며, 여름
에도 한 쪽 교각에 물이 차 있지 않고, 수달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움.
• 마전교 상류방향과 하류방향 모두 하천 주변에 억새나 달뿌리풀이 넓게
자생을 하고 있어 수달의 은신처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형성함.
• 겨울철 수심이 50cm이하로 유지되면서 수달이 마전교 교각 주변에서 일상
적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움.
• 삼천의 다른 교각에서 자주 발견되는 수달의 배설물도 마전교에서는 교각
을 중심으로 수심이 낮으며, 수달의 배설물이 드물게 관찰됨.

71

전주천 삼천 수달 개체 수 조사 및 보전대책

효자교 주변환경 1

효자교 주변환경 2

효자교 인근 수달 배설물

효자교 인근 수달 발자국

마전교 주변환경 1

마전교 주변환경 2

마전교 인근 수달 배설물

마전교 인근 수달 발자국

<사진4-12> S5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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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6구간 (홍산교∼금학보)

그림 22. S6구간

1) 홍산교
• 홍산교지점은 산책로가 하천과 너무 가깝지 않고 수심도 비교적 깊어 수
달서식에 유리한 여건임.
• 수달이 휴식하거나 놀 수 있는 흙무더기나 모래무지가 발달되지 않고, 중
도 없음.
• 홍산교 인근 수심이 깊어 수달이 서식을 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있는 환
경은 아니며, 수달의 먹이인 잉어들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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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곡교∼금학보
• 서곡교지점은 하천과 산책로간 이격거리가 멀어 수달의 서식처가 사람의
위협을 덜 받는 환경에 있음.
• 하천의 중심부에 중도가 있어 사람으로부터 위협이 적음.
• 각 주변에 형성된 모래무지를 중심으로 수달의 배설물과 놀이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 수달의 배설물이 확인됨.
• 금학보의 수심은 최하 70 cm 이상이 유지되어 수달의 먹이원이 되는 다양
한 어류들이 서식하고, 수심이 깊어 수달이 천적으로부터 위협을 덜 받는
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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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곡교 주변환경 1

서곡교 주변환경 2

서곡교 인근 수달 배설물

서곡교 인근 수달 발자국

홍산교 주변환경 1

홍산교 주변환경 2

홍산교 인근 수달 배설물

홍산교 인근 수달 발자국

<사진4-13> S6구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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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달 보전방안
수달 서식의 위협요인
 수달의 보금자리 조성
 수달 생태섬 조성
 로드킬 예방
 지속적인 서식지 관리
 수달 보전을 위한 응급조치


Ⅵ. 수달 보전방안
• 천연기념물 수달의 보호 : 위협요인 저감방안,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
- 수달에 대한 가장 뚜렷한 위협요인은 삼천과 전주천 언더패스에서 발생
하는 로드킬이나 여타 요인이므로 치사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 전주천이나 삼천주변에 수달보호를 위한 도로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보행객, 운전자들로 하여금 수달보호 의식을 위한
경각심 고취시켜야 함.
• 전주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 수변산책로 이전검토, 수생태계 구성원 유지
노력이 필요함.
- 전주천 생태환경 유지 – 서식지 모니터링, 생태적 여건관리방안 모색,
서식환경을 개선해야 함.
• 수달보존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필요.
-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조성이나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수달의 생태적 연구자료 축적이나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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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서식의 위협요인

1. 해외 사례
1) 오염
• 수질오염은 수달 서식지내의 어류 종 감소로 인한 주요 서식지의 감소와
독성의 의한 사망, 번식능력 감소 등 직간접적인 수달의 분포 및 개체군
감소에 영향을 미침. (Mason, 1989; IUCN, 1990)
• 중금속의 오염은 수달의 생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Fe, Zn
등과 같은 생체 필수 원소 역시 과량 섭취 시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서 해당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연구사례는 미비한 편임.
2) 서식지 파괴
• 수달은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새끼를 양육 할 수 있는 나무뿌리, 통나
무, 하천의 제방, 바위틈 등의 은신처를 필요로 함.
• 하천변의 식생은 서식공간 뿐 아니라 휴식공간으로서, 수달의 식이활동 후
서식처로 돌아가기 전 몸을 건조시키기 위해 갈대 등 건조한 곳에 몸을
비벼 몸에 묻은 수분을 털어냄. (Kruuk, 1995)
3) 덫, 어망
• Madsen(1996)에 의하면 덴마크의 경우 1980년부터 1989년 6월까지 그물에
걸려 익사한 수달이 41개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성숙기에 있는 어린 개체들이며, 그물에 걸린 고기를 먹기위해 접
근하였다가 발목에 그물이 걸려 익사함.
80

4) 로드킬
• 주로 다리나 배수관, 혹은 댐을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함.
• 수컷보다는 암컷이, 성체보다는 새끼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됨.
• 독일에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303마리가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함.
• 매년 26∼50여 마리의 수달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Heideman, 1981)
5) 질병
• 뼈의 골절이나 비타민 B,D등의 결핍으로 치아파괴가 발생함. (Keymer, 1993)
• 야생상태 수달에게서 담낭의 종양이 발생함.(Simpson, 1997; Heggberget, 1998)
• 가축동물에게 흔히 전염되는 광견병, 살모넬라증, 가성결핵증, 결핵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유럽지역의 경우 기생충 감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함.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208∼p.215>

2. 국내 사례
1) 하천오염
•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약오염, 축산 및 관광단지 등에서 흘라나오는 폐수
로 인한 중금속 오염
• 국내 수달의 중금속 오염은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 성체에 중금속의 농도
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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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변의 콘크리트화
• 2001년 섬진강 지역의 친환경적 생태구조를 이룬 지역과 콘크리트화 된
지역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콘크리트화가 이루어진 쪽에서는 약 24%만의
서식지 이용빈도를 보임
3) 수중보의 설치, 댐, 저수지의 축조
• 어류종의 풍부도에 따라 서식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달에 있어 수중보
는 물이 연중 평균수위 이상의 물을 저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먹이조건
을 가지는 반면,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로 어류종 감소와 수달의 이동을 초
래함
4) 그물 및 양식장의 피해
• 수달이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접근했다가 그물에 발이 걸
리거나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수달이 양식장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피해를 발생시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나 덫을 이용
5) 로드킬
• 로드킬은 영국과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이미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알려짐
• 수달의 이동통로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건설
• 2017년 전주시 삼천 인근에서 두 차례의 로드킬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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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금자리 부족
• 하천의 콘크리트화 및 식생훼손, 개발 등으로 인해 수달 서식지가 사라짐
• 수달의 번식공간 감소 및 서식지 감소 초래
• 강원도 조양강의 경우 하천공사 이전 수달이 서식하였으나 공사 이후 다
른지역으로 이동함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p.216∼p.225>



수달의 보금자리 조성

1. 인공보금자리 조성
• 부득이하게 수달의 보금자리가 소실되거나 혹은 충분한 보금자리의 숫자
를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
• 수달의 재도입이나 재이동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유효
• 수달은 스스로 굴을 파거나 집을 만들지 않고 자연의 하천변에 큰 나무나
뿌리밑의 공간을 활용하므로 이를 염두하여 주변과 조화된 보금자리를 조
성하도록 함
• 계절에 따른 하천의 수위변화 또한 필수적으로 고려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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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형 보금자리 조성
• 수달의 중요한 생태적 행동요소들을 고려하여, 현장의 지형지물 등의 여건
에 따라 배치
중요 요소
먹이감
보금자리

설명
• 가까운 근처에 어류 등 먹이감이 풍부한 장소가 필요
• 하나의 서식지당 최소 2∼3개의 보금자리를 권장
배설장소는 낮은 수심의 하천에 솟아있는 둥근 바위돌과 같은 위치
배설 및 •
먹이를 먹는 섭식장소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바위
섭식장소 • 잡은
돌이 하천 내에 필요
털말리기 장소 • 물에서 활동 후, 몸을 털고 말리는 행동을 위해 초지, 흙이 필요
말리면서 잠시 휴식(혹은 낮잠)을 취하는 자리, 갈대 또는 물가
휴식장소 • 몸을
에 길게 자란 초본류 필요
놀이공간(물) • 자맥질 하며 놀 수 있는 공간 필요
은폐물 • 이동시 은폐할 수 있는 색생과 하천변에 바위가 많으면 좋음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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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달의 자연형 서식지 모형도

(1: 놀이 및 털다듬기 장소, 2: 배설장소, 3: 서식지, 4: 은폐장소)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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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생태섬 조성

• 하천, 호수에서 수면 중간에 독립되어 위치하면서 영구적 식생과 은신공간
이 있는 모래톱과 같은 공간은 수달에게 번식과 보금자리 기능을 제공하
는 매우 안정적인 생태섬이 될 수 있음
• 생태섬에 착안하여 훼손된 곳에 인공적인 생태섬을 조성해주는 것은 매우
좋은 복원기법이 될 수 있음
• 수환경의 중앙부는 수심이 깊어 수달이 먹잇감을 찾는데 어려워 대부분
물가쪽 낮은 수심 지역에서 먹이를 찾으므로 수변부에 가까우면서도 적절
한 위치에 수달이 휴식할 수 있는 생태섬 휴식판을 설치해 준다면, 수달에
게 큰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음
<자료 : 한국수달연구센터, http://www.ottercenter.org/otterInfo.html#otterInfo4>



로드킬 예방

• 2017년 삼천 효자교 인근 언더패스 구간에서 수달의 로드킬 사고가 연이
어 발생함
• 수달의 주요 서식지역 인근 언더패스 구간을 비롯하여 로드킬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 선진국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자료 : Daniel, 2010; Kruuk, 2006; Mason & MacDonald,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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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킬 저감 방안
1) 야생동물 도로시설 설치 개요
• 침입방지책·유도울타리 설치, 유도·은폐수림대조성, 야생동물 탈출로 설치,
출현주의 표지판 설치, 경고거울·반사경 설치

그림 24. 야생동물보호 도로시설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2) 침입방지책·유도울타리 설치
• 기존의 가드휀스를 준용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이1.5m형과 높이 1.0m형
사용
• 주 구성재료는 모두 아연도금으로 주주간격이 2m이며 동물의 진입을 막는
주된 역할의 망은 PVC 코팅재질의 능형망(#8,50*50) 또는 아연도금망
(#10,50*50)
• 수달이 울타리 하단부를 헤집고 고속도로 내부로 진입할 경우를 고려하여
10cm 지중매설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양서·파충류의 진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의 하단에 30cm 높이의 조밀망 (스테인레스, 4*4*1T)을 설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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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야생동물유도휀스 설치 사례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 설치위치는 성토부, 절토부, 절·성토 경계부로 구분하여 설치

그림 26. 성토부 울타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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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절토부 울타리설치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그림 28. 절·성토부 울타리설치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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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야생동물유도휀스(H1.5)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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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야생동물유도휀스(H1.0)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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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달 유도 및 은폐수목 식재
• 수목식재는 수달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통로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 성토부 중 일반다수에 노출되는 지점, 절토부로 본선에서 보이는 지점, 통
로박스 또는 수로박스 주위에 조성
• 은폐식재는 지역 여건과 지질을 감안하여 지역의 생물상과 생태계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하며 식생구조는 다층구조를 원칙
• 유도울타리 바깥 부분의 수목은 효과적으로 높이를 조절하여, 소음방지와
시야 방지에 도움을 주도록 조성
• 탈출로 주변에는 수달이 좋아하는 종류의 수목(관목위주)을 식재하여 유도
토록 하고, 탈출 후 야생으로 돌아가기에 용이하도록 식재

그림 31. 은폐 수목 식재 사례
4) 탈출로 설치
• 로드킬 다발구간으로 선정된 일부 구간에 한하여 설치가 되므로, 울타리의
끝부분을 통해 도로 내 진입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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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형, 지상형으로 구분하고 지상형은 다시 문(Gate)형식과 점프(Jump)형
으로 구분되어지며, 수달과 같은 소형 포유류의 경우 지하 파이프형을 주
로 활용함
• 탈출로는 유도울타리의 끝부분에서 2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기존 배수로는 새끼수달을 포함한 소형동물(양서·파충류, 소형 포유류)의
경우 도로진입을 시도하다가 측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하여 Ramp-out형 탈출구를 설치
• Ramp-out형 탈출구는 배수구 일부 지점에 미끄럽지 않거나 울퉁불퉁한
재질을 이용하여 경사가 완만하도록 조성
• Ramp-out형 탈출구는 4m에 1개소씩 설치(총 길이 100m의 경우 상하
50m, 좌우에 4m에 1개씩 설치)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그림 32. One-way pipe형 탈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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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One-way gate형 탈출로

그림 34. Jump-out형 탈출로

그림 35. Ramp-out형 탈출로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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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One-way pipe형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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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One-way gate형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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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Jump-Out형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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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달 출현주의 표지판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임을 알려 사람들의 경각심을 유도함.
• 동물의 출현 표지판과 제한속도 규제를 함께 적용하면 로드킬 저감 효과가 큼.
6) 경고거울·반사경·조명 설치
• 수달의 이동을 주저하게 하여 도로상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 자동차의 불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동물이 놀라게 함으로써 이동을 주저하
게 하여 도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함.
• 야행성인 수달이 밝은 곳을 꺼려하는 습성을 이용하여 로드킬 위험지역에
다른 곳보다 밝은 조명을 활용하여 수달의 접근 막음.
<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7) 기타 로드킬 예방 해외 사례
(1) 미국의 로드킬 저감 대책
• 사슴류와 인간과의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매년 20억불 이상 집계됨.
•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며, 생물학적 이해
의 바탕 위에 사고의 실제 패턴을 연구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남부에 길이 1∼4.5㎞, 폭 50∼2,000m의 생태통로 조성함.
• 텐사스강 유역 4개의 서식지 사이를 400ha와 600ha 크기의 이동통로를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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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미국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2) 스위스의 로드킬 저감 대책
• GIS에 기초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이동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짐.
• 다양한 폭의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많은 종의 서식처 연결을 가능하게 함.
• 적외선 카메라 설치, 흔적조사법과 같은 standard 방식으로 구조물 위에서
의 동물의 행동 등을 모니터링함.
• 텐사스강 유역(Tansas River basin)에서 4개의 서식지 사이를 400ha와
600ha 크기의 이동통로를 계획함.

그림 40. 스위스의 야싱동물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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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로드킬 저감 대책
• 프랑스는 유럽에서 처음 야생동물을 위한 overpass를 발전시킨 나라임.
• 야생동물 충돌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측정을 하고 있으며, 모든 연
방 고속도로에 침입방지책 설치를 요구함.
• 구조물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후 3년에
서 5년 후에 다시 이루어져 다음 project에 지침서로 이용함.
• 양서류의 도로횡단을 위하여, 도랑이나 one-way pipe등 다양한 형태의 구
조물을 설계하여 설치하였음.

그림 41. 프랑스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4) 네덜란드의 로드킬 저감 대책
•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야생동물과 교통에 관한 issue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
• 오소리의 보호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약 600개의 culvert 시스템을 제공함.
• 양서류의 계절적 이용을 위한 파이프형 지하통로 시스템 10개소를 설치함.
• 육교형 생태통로는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폭은 17-50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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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네덜란드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5) 독일의 로드킬 저감 대책
• 자연보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자연을 훼손한 만큼 보상하는 것을 법
으로 규정함.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조성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짐.
•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육교형 생태통로(overbridge, 32개)가 설치됨.
• 폭은 8.5∼87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28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임.

그림 43. 독일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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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의 로드킬 저감 대책
• Banff지역 내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파편화된 서식처를 연결하는 생태통
로 조성함.
• 생태통로 주변에 2.5m 높이의 침입방지책을 설치하여 로드킬 발생율 감
소시킴.
• 대형 유제류의 도로침임을 막기위해 침입방지책 설치, 도로내 진입한 동물
을 위해 일방통행문(one-way gate) 설치, 대형동물 침입방지용 사슴 가드
(Deer guard) 설치 등 다양한 노력 경
사고횟수 /mile
사고가 적은 구간
8건
16건
24건

대책
반사경 설치 : 사고 빈도에 따라 10∼25m설치간격 조절
도로 한쪽에만 유도울타리 설치
도로 양쪽에 유도울타리 설치
도로 양쪽에 유도울타리 설치 및 횡단로 확보

(7) 일본의 로드킬 저감 대책
• 야생동물의 도로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대체이동통로로 유도하는 펜
스설치
• 성토지역에서는 두 번째 소단, 절토지역은 최상부의 부지경계에 설치
• 도약력이 있는 대륙사슴과 같은 동물을 고려해 방지책의 높이를 2.5m로
높여 설치
• 설치류와 같은 소형 포유류를 막기 위해 좀더 세밀한 망목의 울타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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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속도로 입지유형별 로드킬 저감방안, 박성수, 2007>

2. 서식지간 이동통로 조성
• 수달은 하천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하천 내부를 변형하는 개
발사업이나 여러 구조 설치물은 수달의 이동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이동통로를 확보가 필요함.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그림 44. 친환경적 서식지 이동통로 조성 모식도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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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사업 시 서식공간 조성
• 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제도적 장치속에서 수달과 같은
대형 포유동물의 세력권, 활동반경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예측과 평가가
필요
• 활동반경 뿐만 아니라 식수원, 보금자리 등과 같은 생존조건도 검토

그림 45.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모식도

그림 46. 친환경적 생태통로 건설 모식도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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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서식지 관리

1. 모니터링 관리
• 수달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므로 야간투시경, 적외선 모션감지 카메라와 같
은 장비 필요
• 수달의 발자국은 앞, 뒤 발가락이 모두 5개로써 발자국의 형태를 기억하여
조사함
• 수달의 배설물은 배설물 내에 뼈의 잔해가 쉽게 발견되는 특성을 파악하
여 지속적인 배설물 조사 필요
<자료 :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1>



수달의 보전을 위한 응급조치

<자료 : 한국수달연구센터, http://www.ottercenter.org/emergency.html>

• 수달의 보금자리는 대부분 하천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로 장마기의 많은 강우량은 수달들의 보금자리를 물에 잠기게 함
• 급한 유속은 어미와 함께 이동하는 새끼수달이 휩쓸려 떠내려감
• 7∼8월 이러한 형태로 떠돌다가 사람에게 발견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함
• 따라서 수달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조치 방법을 고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매우 어린 개체일 경우 건강상태 크기를 고려하여 보호조치, 혹은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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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달이 건강한 상태일 경우
• 성체인 수달이 외형적으로 큰 부상이 아닌 상태이고, 활동성이 맹렬한 수
달이며, 단순히 그물이나 어떤 구조물에 갇힌 상태로 발견된 성체 수달이
라면 즉시 방생
• 어린 새끼 수달이 활동력이 우수하고 폭력적이며, “삐이-삐”하는 어미를
찾는 소리를 쉬지 않고 내거나, 외형적으로 큰 부상이 없을 때 현장으로
재방생 고려
• 어린 새끼 수달의 방생 시 보호 케이지에 두고 하천 물가에 방치 한 후,
망원경 등으로 어미 수달의 접근을 관찰
• 너무 어릴 경우 일정기간 보육해주는 방안 검토
2. 다친 수달 발견 시 조치사항
• 관할 관공서의 담당부서, 동물병원 수의사 등에게 우선적 연락을 취하고
전문가의 조치를 받도록 함
• 긴급한 응급보호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유지시키면서 즉시 관할
기관에 연락
3. 응급 보호방법
• 임시보금자리 : 보금자리가 될만한 케이지를 마련하고, 빛이 적게 들어오
는 어두운 조건 조성
• 안심시키기 : 다친 수달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접근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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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최대한 어둠을 유지하거나 수달의 눈을 검은 천으로
살짝 가림
• 건조상태 유지(보금자리) : 보금자리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른
수건, 건조한 천 등을 바닥에 충분히 깔아줌
• 건조상태 유지(몸체) : 수달은 오랫동안 물에 들어가지 못해도 문제가 없
으며, 새끼수달은 스스로 몸을 잘 털어내지 못하므
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줌
4. 식수 및 먹이제공
• 하루 먹이량 : 성체인 경우 체중의 15%를 섭취하며, 새끼의 경우 복부의
상태를 관찰하여 제공함
• 식수공급 : 마실 물은 하루에 2∼3회 공급하되, 물그릇은 작고 무거운 것
을 이용하여 수달의 몸이 젖지 않도록 함
• 먹이감 선택 : 새끼 수달의 경우 먹이는 작은 물고기를 공급하되 먹기 어
려울 경우 작게 잘라서 공급
• 우유 공급 : 이빨이 몇 개 없는 어린 수달의 경우 한번 끓인 미지근한 우
유 제공
• 강제 이유 : 다친 수달이 먹지 못할 경우, 끓인 후 미지근한 우유를 젖병
등으로 강제 이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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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기사항
• 체온저하 : 수달의 털이 젖어있게 방치해서는 안됨
• 과식 : 너무 많은 먹이를 하루에 제공할 필요 없음
• 주변 위협요인 제거 : 수달 주변에 풀어놓은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이 돌아
다니지 않도록 하며, 과도하게 보금자리를 자주 열
어보거나 수달을 관찰하려 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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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과 및 종합
전주천 · 삼천 서식 수달 개체 수
 전주천 · 삼천 수달 보전방안
 애로 및 제안사항


Ⅵ. 결과 및 종합


전주천·삼천 수달 서식 개체 수

1. 전주천 서식 수달 개체수
• 일반인의 제보와 목격, 그리고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 서신보의 경우
에는 바로 위쪽에 위치한 중간 하중도 섬이 은신처 등으로 여겨짐.
• 수달의 특성상 서식지를 한군데 국한하지 않고 서너 군데가 넘는 곳을 이
동하며 이용하는데, 아래쪽의 갈대숲이나 위쪽의 사람의 접근이 용이치 않
은 곳에 서식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서신보 주위에서 목격된 세 마리의 수달의 행동반경은 위쪽으로 남부시장
을 넘을 것 같지가 않다는 판단임.
• 이는 수달 행동반경이 10㎞ 정도로 볼 때 아래쪽의 건산천은 서식하기에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의 금학보 상류에 삼천과 합류 지점에 조
성한 수달공원을 경유하여 삼천으로 이동하는 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남천교 위로 한벽보에 사는 수달은 다른 무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런 것으로 미루어보아 남부시장 싸전다리를 기점으로 위쪽에 1∼2마리
와 아래쪽에 3마리로 추정됨.
• 전주천의 경우 잠정적인 결론으로 한벽보의 1∼2마리와 서신보의 3마리까
지, 총 4∼5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사평교 아래 등지에서 발견된 3마리가 삼천이나 만경강 등에서 왕래
하는 개체가 아니고 전주천에 서식하는 개체로 증명될 경우에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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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천 서식 수달 개체수
• 삼천은 신평교로부터 금학보까지 10개의 다리가 있으며, 모든 지점에서 수

달의 배설물과 발자국이 확인 됨.

• 신평교에서 수달의 배설물과 CCTV를 조사한 결과 독립개체 1마리가 거의

매일 이곳에서 확인됨.

• 삼천교에서는 교각을 중심으로 두 지점에서 수달의 발자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두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수달 개체 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천교에서는 교각 주변 모래무지에서 새로운 수달의 발자국을 매일 확인
됨.

• 삼천교 교각 주변 모래무지에서 전날 밤에 남긴 수달의 발자국 중 발자국

크기가 확연히 다른 2마리의 발자국이 확인됨.

• 서곡교는 수달의 새로운 발자국이 매일 확인될 정도로 삼천 수달 서식지

중 가장 활발한 수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며, 특히 서곡교 교
각을 중심으로 수달의 먹이원인 잉어무리가 활동하는 것이 관찰되므로 서
곡교에서도 한 마리 이상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잠정적인 결론으로 삼천교 인근에 2마리 이상, 서곡교 인근에 1마리 이상

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삼천 전 구간에 걸쳐 대략 3∼4마리
이상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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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체수 조사 결과
• 지방하천구간에 속하는 전주천과 삼천에서의 수달 개체수는 전주천에

4∼5마리, 삼천에 3∼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총 8마리 내외가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주천 사평교 아래에서 3마리가 발견되고 있으나, 전주천에서 서식

하고 있는 개체인지 만경강, 혹은 삼천에서 오가며 서식하는 개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찰이 필요하고, 전주천에 서식
하는 개체로 증명될 경우 증가 될 수 있음.



전주천· 삼천 수달 보전방안

1. 로드킬 예방
1) 전주천
(1) 위협요소
• 전주천의 로드킬 위험성은 비교적 낮음.
• 다만 공사중이거나 우수토실(사평교∼백제교)등을 오가면서 주위로 움직일
때 위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됨.
• 현재까지는 먹이원이 풍부한 까닭에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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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방안
• 남부시장 인근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할 곳으로
여겨지며, 이동통로인 만큼 식생 등을 보완하여 은폐에 유리하도록 해야
함.
• 시장의 생선가게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지 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
니터링 필요한 지역임.
• 우기시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는 지점 등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임.
2) 삼천
(1) 위협요소
• 효자교는 8월과 2월 두차례의 로드킬이 발생함.
• 수달이 서식을 하는 삼천의 자연환경을 살펴볼 때 8월시기는 수달이 활동
을 하는 효자교 교각을 중심으로 수량이 늘어나면서 언더패스를 넘어 왔
을 것으로 여겨짐.
• 2월의 경우에는 부족한 먹이를 찾아서 물 밖으로 이동을 했다가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보임.
• 겨울철이라 할지라도 효자교는 2월에도 교각을 중심으로 수심이 70㎝ 정
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달의 서식환경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효
자교 주변에서 수달이 일상적으로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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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교(2017년 8월)

효자교(2018년 2월)

• 2017년 2월에 효자교 주변에서 수달의 로드킬이 발생한 후 효자교 언더패
스 구간의 펜스 밑 열린 공간을 막아서 수달의 통로를 차단.
• 이후 8월에 발생한 로드킬은 하천과 연결된 관의 뚜껑을 닫지 않으면서
이곳을 통해 수달이 펜스를 통과해 넘어 온 것으로 보임.

차단된 펜스 하부

하천과 연결된 수로관

• 우림교 역시 수달의 로드킬이 일어났던 장소로 로드킬 방지대책이 필요함.
• 우림교 교각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에 모래무지가 형성된 곳이 있는데 지
속적으로 수달의 발자국이 확인됨.
• 모래무지가 있는 구간은 하상도로가 지나는 바로 옆 구간으로 수달이 하
상도로로 언제든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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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림교는 하상도로 옆 구간으로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산책로 구간의
공간이 열려 있어 수달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수심이 낮아지는 겨울이나 일상적인 시기에는 우림교 교각을 중심으로 수
심이 낮아 하상도로로 수달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수심이
높아지는 장마철 기간에는 하상도로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
음.
• 이 외에 삼천의 언더패스는 이동교와 마전교가 있는데 이 구간의 경우 삼
천의 다른 구간에 비해 수달의 로드킬의 가능성이 낮은 구간으로 보여짐.

모래무지 수달 흔적

하상도로 옆 산책로

(2) 보전방안
• 효자교을 중심으로 발생한 수달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하천과 연
결된 수로관 뚜껑에 수달이 지날 수 없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함.
• 이 외에 방법으로는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효자교 언더패스 구간
에 온라인, 양방향 음성 기능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하여 하천 하상을 통
해 수달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여 곧바로 경보조치를 보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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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통해 수달의 접근이 이뤄졌을 때 언더
패스를 통과하는 차량이 속도를 낮추거나 주의하도록 표시나 경보등을 울
려서 수달의 로드킬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함.
• 우림교 언더패스 구간의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수달이 하상도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막아주는 작업이 필요함.
• 우림교 하상구간 역시 이 외에도 우림교 언더패스 구간에 온라인, 양방향
음성 기능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하여 하천 하상을 통해 수달이 올라오
는 것을 확인하여 곧바로 경보조치를 보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통해 수달의 접근이 이뤄졌을 때 언더
패스를 통과하는 차량이 속도를 낮추거나 주의할 수 있는 표시나 경보등
을 울려서 수달의 로드킬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동교와 마전교 구간은 교각을 중심으로 수심이 아주 낮게 형성되는 구
간으로 수달의 서식환경이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킬이 발생할
우려는 적으나 삼천에서 서식을 하는 수달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곳 역시 로드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CCTV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필
요함.
2. 서식처 보전
• 서식처 주위환경(식생대-어류-동물 등)에 걸 맞는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야 함.
• 수심 확보를 위하여 보를 설치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인공습지와 인공서식
지의 조성을 고려하여 수심을 낮게 하는 준설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하천관리계획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117

전주천 삼천 수달 개체 수 조사 및 보전대책

• 싸전다리∼서천교 구간은 시민들에게 수달이 자주 목격되는 곳으로 남부
시장 주위 호안 콘크리트 개선으로 식생호안 도입하고, 이후 사람이 다가
갈 수 없는 물억새 등 식생 도입으로 은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달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함.
• 완산교∼다가교 구간은 하상의 확장과 더불어 산책로의 격리가 필요하며,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형의 솟은 바위를 배치해야 함.
• 쌍다리 주변 하천 식생정비공사 야생동물의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 예방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달 생태특성에 따른
공사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짐.
• 진북교 인근은 쓰레기가 많고, 해외에서도 수달이 폐그물 등을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협요소로 작용하므로 하천 청소가 필요함.
• 백제교∼사평교 구간 하도확장공사가 완료된 지점에 식물이 안착하여 수
달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삼천에 위치한 교각의 주변환경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 삼천의 수달 서식
지 중 신평교, 삼천교, 서곡교 교각 주변에서 가장 많은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 등 수달 흔적이 확인되어짐.
• 신평교의 거마보, 삼천교와 신평교의 여울형낙차보, 서곡교의 금학보가 위
치하여 이 곳 모두 교각 주변의 수심이 다른 교각에 비해 깊고, 겨울에도
최소 60C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함.
• 삼천의 수달 서식지 보전방안은 세 곳의 서식지 조건을 훼손하고자 하는
개발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교각을 중심으로 겨울철에도 수심이 60Cm 이
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점들은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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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인 모니터링
• 용역과정에서 전주천과 삼천에서 확인된 수달서식지 중 가장 이상적인 조
건을 갖추고 있는 삼천의 신평교, 삼천교, 서곡교, 서신교, 전주천의 승암교
∼남천교, 서신보∼쌍다리, 금학보∼백제교 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일상
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로드킬은 시설확충을 통해 예방 될 수 있으나 수달 개체수의 증가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로드킬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추가 알맞은 추가 시설을 확충 할 수 있도록 CCTV를 모든 언더패스 구간
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 개체수 확인을 기본으로 한 단기 및 장기 계획이 필요함.
4. 먹이원 유지
• 전주천과 삼천의 경우 60㎝이상의 수위가 확보된 구간에서 수달이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달의 먹이인 어류가 주로 서식하는
지역으로 여겨짐.
• 주로 삼천1교 인근에서 새끼수달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왕우렁이가 발견되
고, 수달 배설물에서 왕우렁이의 흔적이 발견되어지고 있으나, 왕우렁이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위적인 방사는 지양해야함.
• 추후 보의 관리 과정에서 여울형 낙차보를 활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음.
• 먹이원이 되는 어류의 종, 서식지역 등 체계적인 분석 후 서식환경 유지관
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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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구역 지정
•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
호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 최종협의를 거쳐 지정
될 수 있음.
•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 생태계 안정화에 따른 수달 서식환경 안
전성 도모할 수 있으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신축 제한, 하천 구조변경,
풀, 입목의 채취 및 벌채 금지,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활동에 제약
등의 제재가 뒤따라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수달의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으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심하천의 특성과 수달의 이동성을 보면 현실적으
로 지정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추후 2년에서 3년 정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달의
정확한 수달의 서식 범위 파악과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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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낚시객 통제
• 수달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은 먹이가 되는 어류의 서식지와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있음.
• 인조미끼를 사용할 경우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달의 먹이원 감
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남획을 예방해야함.
• 특히 한벽보∼고무보 구간의 낚시 행위는 수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함.
• 낚시를 제한할 경우 생태계 교란종의 경우 분포현황 조사가 필요하며, 이
를 통해 일부 구간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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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 수달 보전대책
보전대책

전주천

삼천

• 남부시장 주변 식생호안 조성
• 식생 확보를 통한 은신처 제공
완산교∼다가교 자연석 쉼터
단기 • 추가
조성
• 보 관리 시 수심에 영향을 줄
서식처
수 있으므로 사전 대책 마련
보전방안

• 주변 식생호안 조성
• 식생 확보를 통한 은신처 제공
• 주요 출몰 지점의 적정 수심
유지
• 보 관리 시 수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대책 마련

• 하천통행로 조정 및 우회 캔틸
레버 설치
장기 • 생태통로,
은신처 설치
• 보호구역 지정 검토
• 60Cm이상의 수심을 확보하고
단기 모래톱 보존과 주 먹이원이
될 수 있는 어종 유지

• 하천통행로 보행자 우회 캔틸
레버 설치
• 생태통로, 은신처 설치
• 보호구역 지정 검토
• 60Cm이상의 수심을 확보하고
모래톱 보존과 주 먹이원이
될 수 있는 어종 유지

먹이원
확보방안

되는 어류의 종확보, • 먹이원이 되는 어류의 종확보,
장기 • 먹이원이
하천생태계 조성
하천생태계 조성

• 안내판 설치
• 언더패스 속도 제한, 과속카메
라, 조명보완 검토
• One-Way 펜스 등 로드킬 예
방 시설 설치 필요
• CCTV설치
• 수달 보호를 위한 홍보강화
로드킬
• 은신처, 놀이터 등 하천특성을
예방 등
• 수달 보호를 위한 홍보강화
감안한 시설필요
기타사항
• 수달서식환경조성을 위한 필요 • 넓은 하폭과 하상특성을 감안
시설 조성, 관리가 필요
한 생태여건 유지 관리 필요
장기 • 수달
서식 핵심지역에 대한 효 • 수달 서식 핵심지역에 대한 효
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 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
터링 필요
터링 필요
• 로드킬 발생지점에 대한 도로
시설보완 및 저감대책 수립
• 하상도로 우수토실 보완
• 안내판 설치
단기 • 속도 제한 검토 및 과속카메라
설치
•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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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 및 제안사항

• 본 연구는 2017년 6월 전주시 수달의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10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연구의 수행과정에 있어 시간적으로 수달의
서식환경을 면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자연생태분야 특성상 기간이 촉박.
• 추후 3∼5년의 기간을 두고 전주시 수달의 자연서식, 번식 등에 대한 자연
생태관점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또한 과학적 근거를 수반한 정확한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체모, 배
설물에 대한 DNA분석과 CCTV 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주천과 삼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구
조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도심하천에 서식하는 전주시 수달의 경우 언더패스, 하천변화 등 활동에 필요
한 서식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주변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현재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함.
•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임실군 등 섬진강수계와 만경강수계로 확대, 연
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이들 수계를 통한 수달의 이동경로를 파
악하고 수달의 광역적 보존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 전주천, 삼천 수달서식 활동지역을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지정 검토, 아
울러 전주천의 경우 상류의 상관저수지, 삼천의 경우 구이저수지를 대체서
식공간이나 인공적 수달도입 공간으로 검토
• 본 연구는 전주지역 하천생태와 보존에 앞장서는 시민환경단체 관련자들
과 공동으로 진행된 과제로써 추후 전주지역 수달보존을 위한 시민참여
여건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환경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다울마당을 통해
진행방향,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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