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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억새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생물상 모니터링

Monitoring Biota in Giant Miscanthus Fields

강구*․홍성구*․지광재**․최준열***․이효혜미****․김한중*․박성직*,†

Kang, Ku․Hong, Seong-Gu․Ji, Kwang-Jae․Choi, June-Yeol․Lee, Hyo-HyeMi․Kim, Han-Joong․Park, Seong-Jik

ABSTRACT
The cultivation of biomass crops is now global demand for decreasing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2) from fossil fuel. Miscanthus 

species have been studied as a suitable crop for biomass production,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fast growth and high biomass. In 
Korea, Miscanthus species have gained wide attention as an option for biomass production alternative to fossil fuels, recently. New 
strain of giant Miscanthus has been developed and two large trial sites for the giant Miscanthus production were built in the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To evaluate the ecological influence of the giant Miscanthus as an bioenergy crop for the future,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of the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on the biota and also compared it with biota in 
paddy fields near the study sites. The biota including plants, amphibians, reptiles, mammals, avifauna, insects, and bugs was 
investigated. The plant diversity of the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was poorer than the paddy fields because the high height 
of the giant Miscanthus might hinder the growth of other plants. However, the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serves habitat to 
animals, leading to rich diversity of animals including avifauna, insects, and bugs. The rich diversity of the animals in the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coincides with the fact that the giant Miscanthus was grown without any pesticide, herbicide, and 
fertilizer. This study showed that the giant Miscanthus can influence on biota and further long term study is needed to elucid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iversity of biota and the giant Miscan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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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환경오염 등의 사

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에너

지 개발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문제를 다소나

마 해결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탄소 중

립적이고 재생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NOx, SOx 등 환경 유

해 물질을 발생 시키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Tan and Li, 2000).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차세대 연료로서 바이오 에탄

올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옥수수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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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수요가 활발히 진행되는 국가로, 2030년

까지 휘발유의 약 30 %를 대체에너지로 줄이는 계획을 진행하

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수출

국으로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여 자국의 자동차 연료 25 %를 충

당하고 있고, 유럽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바이오디

젤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도 광대한 

토지와 작물 생육이 유리한 기후를 바탕으로 바이오 에너지 사업

에 참여하고 있다 (Chung et al., 2008).

바이오에너지 원료로는 사탕수수와 옥수수가 대표적인 1세대 

바이오매스와 나무 등의 섬유질계 물질인 2세대 바이오매스로 

나눌 수 있다 (Kim and Kim, 2010). 1세대 바이오매스는 식용

작물로서 곡물가 상승을 야기 할 수 있고, 2세대 바이오매스는 

Lignin 제거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비용 상승 유발에 따른 낮은 

경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Shigechi et al., 2004; 

Keith, 2006). 반면 억새의 경우 비식용작물로서 곡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과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단점인 Lignin의 함

량이 낮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Kim and Kim, 2010). 

억새는 비식용 작물이며 연간 생산량이 높은 에너지 작물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질소이용 효율이 매우 높으며 질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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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es where soil and vegetation were researched in the Geum River floodplain, Iksan, South Korea

비재배가 가능한 식물이다 (Moon et al., 2010). 또한 에너지 작

물 중 에너지 산출/투입 지수가 높아 수확 시 다른 식물에 비해 

수분 함량이 15 % 정도 적어 건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guez et al., 2008). 억새는 단위면

적당 마른줄기 수량이 많아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연

료펠릿용이나 바이오에탄올용으로 주목하는 작물이다. 최근 농촌

진흥청에서는 기존 물억새에 비해 마른줄기 수량이 50 %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억새 1호’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경

남 산청의 수변구역 등에 11 ha 재배하고 있고 금강하구의 웅포

/용안지구 강변둔치에 184 ha 대규모 억새밭을 조성하여 운영하

고 있다.

거대억새 재배단지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금강하구 강변둔치에 

위치하고 있다. 거대억새는 강변둔치 또는 수변구역에 식재가 가

능하다. 억새밭에 유입되는 물에 들어있는 다량의 질소, 인 등 부

영양화 물질은 억새가 비료로 흡수하여 수질정화 기능도 가능하

며, 강변과 어우러진 억새재배단지는 관광지로도 활용성이 높아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거대억새 재배

단지는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과 넓은 면적에 의하여 야생동물 및 

곤충류의 주요 서식지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Kwun 

et al., 2004). 정부는 새만금 유보용지 1,000 ha에 바이오에너지

원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림의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이오

에너지 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지 조성에 따른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금강하구에 조

성된 거대억새 재배단지 용안지구의 자연생태계 조사를 수행하

여 생존하는 동물상 (조류, 양서 ․ 파충류, 포유류, 곤충류)과 식

물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거대억새 재배에 따른 생

태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새만금 단지 내 조성

될 바이오에너지 단지 및 향후 추가적인 거대억새 재배 단지의 

조성과 현 조성된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에 기초적인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금강하구에 위치한 거대억새 재배 지

구는 Table 1 및 Fig. 1과 같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바

이오매스 생산단지조성’지역으로 거대억새 재배면적은 128 ha이

Table 1 Locations for flora and fauna investigation

Article Survey Point of Survey

Vascular 

Plants

A1

A2

B

C

G

R

Two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Harvest) 

Two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No Harvest)

One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Plant)

Abandoned fields

Miscanthus sacchariflorus fields

Paddy fields

Amphibian 

& Reptilia 

R1

R2

Giant Miscanthus fields

Paddy fields

Bird
B1

B2

Giant Miscanthus fields

Paddy fields

Mammalia
M1

M2

Giant Miscanthus fields

Paddy fields

Insecta A2 Two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No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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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안지구에 식재된 거대억새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

로 향후 바이오에탄올, 연료용 펠릿, 조사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

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하구 억새관광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로 경작지, 수로, 농로 등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

고, 4대강 사업에 의해 준설된 준설토로 일부 경작지가 복토 완

료되었다. 현재 거대억새는 1년생과 2년생이 식재되어 있으며, 연 

1회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2. 조사 시기 및 방법

가. 토양환경 분석

토양시료에 대한 조사는 2013년 6월 29일에 용안지구 내 1년

생, 2년생 거대억새 재배단지와 인근 물억새 서식지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토양 시료 채취 지점은 Fig. 1과 같다. 토양의 입도

는 미국농무성의 체계에 따라 음건 토양 40 g에 5 % sodium 

hexametaphosphate 수용액을 넣어 12시간 동안 진탕한 후, 비

중계를 이용하여 침강속도에 따른 입자의 크기를 모래 (Sand), 

미사 (Silt), 점토 (Clay)로 구분하였다. 토양의 pH와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EC)는 생토양과 증류수를 1 : 2 (v/v)

의 비율로 섞어 2시간 동안 진탕 후 상층액의 pH와 EC를 pH 

측정기 (Orion 720＋Thermo Electron Corporation)와 EC 측

정기 (150＋Orion Research, In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토

양 수분은 현장에서 밀폐용기에 채취한 시료를 건조기 105 ℃
에서 48시간 건조시켜 감소된 무게를 건조토양 무게의 백분율로 

계산 하였다. 유기물 함량은 건조된 토양을 전기로 550 ℃에서 

5시간 태운 후 손실량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나. 식물상

식물상은 2013년 6월 (29일)과 9월 (7-8일) 각 1회씩 조사를 

수행하였다. 식물상 조사는 현지를 종횡으로 답사하면서 출현하

는 식물 종을 기록하고, 현장에서 식별이 모호한 식물은 채집 후 

실내에서 동정하여 식물 종 목록을 기록하였다. 출현한 식물의 종

명은 국가 표준식물목록 명명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Lee (2003), 

Park (2009), 국가 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외래식물 목록에 따

라 귀화식물을 분류하였다 (www.nature.go.kr). 생활형은 우리

나라 습지생태계 관속식물의 유형분류 (Choung et al., 2012)

에 따라 절대수생식물 (obligate wetland plant), 임의습지식물 

(facultative wetland plant), 임의식물(facultative plant), 임의육

상식물 (facultative upland plant), 절대육상식물 (obligate upland 

plant)로 구분 하였다.

다. 양서 파충류상

억새군락지 안, 억새군락지 안팎의 통행로, 배수로, 논 등에서 

초지, 웅덩이, 바위틈을 관찰하거나 양지의 돌을 들추어 가며, 포

충망, 뜰채, 뱀집개 등으로 출현하는 유미양서류 (도롱뇽류), 무

미양서류 (개구리류), 파충류 (장지뱀류와 뱀류)를 채집 ․ 조사하였

고 이와 더불어 청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종 식별은 Son and Lee 

(2007)의 도감을 따르고, 종 목록 작성은 The Korean Society 

of Systematic Zoology (1997)의 문헌을 참조하여 구분하였다.

라. 포유류상

주간과 야간에 조사지역 내․외 초지 및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직접 관찰을 통하여 출현 종 확인 및 소형포유류 조사를 위한 포

획 틀 설치와 함께 직접 관찰이 어려운 종은 배설물, 식흔, 보금

자리 및 발자국과 같은 흔적조사 등을 통하여 서식 종을 확인하

였고,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종 식별은 Choi and Choi (2007)의 도감을 참

조하고, 종 목록 작성은 The Korean Society of Systematic 

Zoology (1997)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 조류상

조류 조사는 야생조류의 관찰빈도가 높은 시기인 일출 시기

부터 시작하였으며 쌍안경 (15×, Nikon) 및 전망망원경 (25×, 

Nikon)을 이용하여 선 조사 방법 (line census method)과 정점

조사방법 (point census method)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선조

사법으로는 조사지역을 도보로 시속 2～4 km 정도로 이동하면

서 관찰하거나 울음소리로 식별된 조류를 동정 ․ 기록하였고, 정

점조사법으로는 조류가 많이 관찰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정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조사하였다. 종식별은 Lee et al. (2000)의 도

감을 참조하고, 종 목록 작성은 The Ornithological Society of 

Korea (2009)의 한국조류목록을 따라 구분하였다. 양서 파충류

상, 포유류상, 조류상의 조사는 식물 상과 동일한 시기에 수행하

였다.

바. 곤충상

곤충상은 2013년 8월 (12-13일), 9월 (2-3일), 10월 (13-14

일) 각 1회씩 매회 이틀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고 거대억새 2

년차 재배구에서 채집을 실시하였다. 채집에는 Fig. 2와 같이 쓸

어잡기 (Sweeping), 말레이즈트랩 (Malaise Trap)의 두 가지 방

법을 사용했다. 쓸어잡기는 억새밭 주변에서 억새 상부를 중심으

로 포충망을 좌우로 20회씩 흔들어 3반복으로 곤충을 포획하였

다. 고안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말레이즈트랩은 설치에 소요

되는 노력에 비해 다양한 비행곤충을 많이 채집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채집법이므로 특정 지역의 곤충상을 조사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본 조사에서는 키가 큰 억새의 특성을 고려하여 8월과 

9월에 억새밭 주위와 억새밭 안에 두 가지의 트랩을 하루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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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Insect collection in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a: Sweep collection, b: Townes trap, c: Slam trap)

치하여 비행곤충을 채집하였다. 크기가 큰 Townes형 트랩은 억

새밭 가장자리에 설치하였고, 크기가 작은 Slam 트랩은 억새밭 

안에 설치하고 채집통에는 70 % 에틸알콜을 넣어 두어 포획된 

곤충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각 방법으

로 채집된 곤충은 실험실로 가져와 육안과 현미경을 이용하여 동

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토양환경 특성

Table 2는 1년생 거대억새 재배구와 2년생 거대억새 수확 및 

미 수확 재배구, 인근 물억새 서식지에 대하여 토양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토성은 전체 식재지에 상대적으로 모래 함량이 적어 홍수 시 

배수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전도도의 경우 거대억새 재

배지가 자연 물억새 군락지 (G)에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년생 거대억새 재배지 (B)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 수분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in the Geum River floodplain, 
Iksan, South Korea (N＝5, Mean±SE)

Article
Point of Survey

Pr(＞F)
A11) A22) B3) G4)

Particle 

Size

Sand (%) 24.2±0.4 25.0±2.6 21.3±1.9 28.3±1.1 0.1031

Silt (%) 53.3±0.4 55.4±2.1 57.9±1.1 54.2±2.5 0.3354

Clay (%) 22.5±0.00 19.6±0.8 20.8±1.1 17.5±1.4 0.0406

pH 5.7±0.05 5.4±0.05 5.7±0.03 6.0±0.10 0.0004

Conductivity (mS/m) 2.75±0.51 2.92±0.17 2.52±0.07 7.45±0.71 0.0001

Water Content (%) 26.5±0.5 28.6±0.6 22.5±1.4 30.1±2.3 0.0202

Organic Content (%) 3.7±0.1 3.5±0.1 3.3±0.2 3.8±0.1 0.1046

1) Two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Harvest) 

2) Two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No Harvest) 

3) One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Plant) 

4) Miscanthus sacchariflorus fields 

이 낮았으며, 유기물 함량과 토성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거대억새 식재지 내에서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식물상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관속식물은 34과 84속 113종으로 나타

났다 (Table 3). 각 조사지역에 따른 출현 식물 종은 2년생 조사

구 (A1)에서 39종, 2년생 미 절취 조사구 (A2)에서 28종, 1년생 

조사구 (B)에서 44종, 미식재구 (C)에서 20종, 자연 물억새 식재

구 (G)에서 36종 그리고 인근 논경작지 (R)에서 69종이 발견되

었다. 개망초, 금방동사니, 돌피, 뚜껑덩굴, 망초, 며느리배꼽, 미

국개기장, 바랭이, 밭뚝외풀, 여뀌, 자귀풀, 한련초, 환삼덩굴은 거

대억새가 식재된 시험포 (A1, A2, B)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종

이었으며 2종을 제외하고 모두 일년생 식물로 나타났다. 거대억

새가 식재되지 않은 미식재구 (C)는 가장 적은 종이 출현하였다. 

이는 예초작업으로 두터운 리터 층이 생성되어, 토양 내 종자 발

아를 억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Van der Valk, 1986; 

Hölzel, 2005). 또한 인근 논 경작지 (R)는 가는잎왕고들빼기, 개

피, 까마중, 달맞이꽃, 도꼬마리, 물달개비, 미국나팔꽃, 새콩, 새

팥, 쇠비름, 아까시나무, 좀개구리밥, 질경이, 좀명아주, 콩다닥냉

이 등 가장 많은 종이 등장하였다. 여뀌, 환삼덩굴, 망초는 모든 

6개 조사구에서 출현하였다. 조사된 관속식물 중 귀화종은 개망

초, 달맞이꽃, 도꼬마리, 돼지풀, 망초, 미국가막사리, 미국개기장, 

미국나팔꽃, 미국자리공, 방가지똥, 붉은서나물, 선개불알풀, 소

리쟁이, 아까시나무, 좀명아주, 주홍서나물, 쥐보리, 콩다닥냉이, 

큰비짜루국화, 토끼풀, 호밀풀로 총 21종이 발견되었다. 특히 돼

지풀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된 식물이지만 밀도는 높지 

않았다. 조사 지역에서 법적 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 거대억

새는 그 키와 생장량이 일반 물억새에 비하여 커서 주변 초본 식

물 생장에 필요한 빛, 영양분, 수분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조사 결과 거대억새 군락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돌콩, 뚜

껑덩굴, 며느리배꼽, 환삼덩굴 등의 덩굴성 식물은 거대억새를 감

아 올라 서식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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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sent vegetation of study sites in the Geum River floodplain, Iksan, South Korea

Article Species (Korean name)
Sites

Species (Korean name)
Sites

A1 A2 B C G R A1 A2 B C G R

Annual

Acalypha australis (깨풀) 　 ○ 　 ○ ○ ○ Ipomoea hederacea (미국나팔꽃*) 　 　 　 　 　 ○

Actinostemma lobatum (뚜껑덩굴) ○ ○ ○ ○ Kummerowia striata (매듭풀) ○

Aeschynomene indica (자귀풀) ○ ○ ○ ○ ○ Lemna perpusilla (좀개구리밥) ○

Ambrosia artemisifolia (돼지풀*) ○ ○ Lindernia procumbens (밭뚝외풀) ○ ○ ○ ○

Amphicarpaea trisperma (새콩) ○ Ludwigia prostrata (여 바늘) ○ ○ ○

Aneilema keisak (사마귀풀) ○ ○ ○ Mazus pumilus (주름잎) ○ ○ ○

Artemisia annua (개똥쑥) ○ ○ ○ Monochoria vaginalis var. plantaginea (물달개비) ○

Bidens frondosa (미국가막사리*) ○ ○ ○ ○ Mosla dianthera (쥐깨풀) ○

Bromus japonicus (참새귀리) ○ Oryza sativa (벼) ○

Centipeda minima ( 가리풀) ○ ○ ○ ○ Panicum dichotomiflorum (미국개기장*) ○ ○ ○ ○

Chameacrista nomame (차풀) ○ Persicaria hydropiper (여 ) ○ ○ ○ ○ ○ ○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명아주) ○ Persicaria japonica (흰꽃여 ) ○ ○

Chenopodium ficifolium (좀명아주*) ○ Persicaria nodosa (명아자여 ) ○ ○

Commelina communis (닭의장풀) ○ ○ ○ Persicaria perfoliata (며느리배꼽) ○ ○ ○ ○

Crassocephalum crepidioides (주홍서나물*) ○ ○ Persicaria thunbergii (고마리) ○ ○ ○

Cyperus difformis (알방동사니) ○ Phaseolus nipponensis (새팥) ○

Cyperus iria (참방동사니) ○ ○ ○ Polygonum aviculare (마디풀) ○ ○

Cyperus amuricus (방동사니) ○ ○ ○ Portulaca oleracea (쇠비름) ○

Cyperus microiria ( 방동사니) ○ ○ ○ ○ Setaria glauca ( 강아지풀) ○ ○

Digitaria sanguinalis (바랭이) ○ ○ ○ ○ ○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 ○ ○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 ○ ○ ○ ○ Solanum nigrum (까마 ) ○

Eclipta prostrata (한련 ) ○ ○ ○ ○ ○ Sonchus oleraceus (방가지똥*) ○

Eleusine indica (왕바랭이) ○ ○ Spirodela polyrhiza (개구리밥) ○

Erechtites hieracifolia (붉은서나물*) ○ Vandellia angustifolia (논뚝외풀) ○ ○ ○

Glycine soja (돌콩) ○ ○ ○ ○ Xanthium strumarium (도꼬마리*) ○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 ○ ○ ○ ○ ○

Sub total
Spiecies A11) A22) B3) C4) G5) R6)

51 24 19 25 13 15 35

Biennial

Alopecurus aequalis (뚝새풀) 　 　 ○ 　 　 ○ Lepidium virginicum (콩다닥냉이*) 　 　 　 　 　 ○

Beckmannia syzigachne (개피) ○ Lolium multuflorum (쥐보리*) ○

Cardamine flexuosa (황새냉이) ○ ○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 ○

Crepidiastrum sonchifolium (고들빼기) ○ Rorippa palustris (속속이풀) ○ ○ ○

Erigeron annuus (개망 *) ○ ○ ○ ○ ○ Salvia plebeia (배암차즈기) ○ ○

Erigeron canadensis (망 *) ○ ○ ○ ○ ○ ○ Sedum alfredii (말똥비름) ○

Gnaphalium affine (떡쑥) ○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벼룩나물) ○ ○ ○

Ixeris polycephala (벌 바귀) ○ Stellaria aquatica (쇠별꽃) ○

Lactuca indica f. indivisa (가는잎왕고들빼기) ○ Veronica arvensis (선개불알풀*) ○

Lactuca indica (왕고들빼기) 　 　 　 ○ ○ ○ Youngia japonicai (뽀리뱅이) ○ 　 　 　 ○ 　
Sub total

Spiecies A1 A2 B C G R

20 8 5 4 3 7 13

Perennial Achyranthes japonica (쇠무릎) 　 　 ○ 　 ○ ○ Ixeris dentata ( 바귀) ○ 　 　 　 ○ 　
Agropyron ciliare (속털개 ) ○ ○ Ixeris strigisa (선 바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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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Article Species (Korean name)
Sites

Species (Korean name)
Sites

A1 A2 B C G R A1 A2 B C G R

Perennial

Artemisia princeps (쑥) ○ ○ ○ Juncus alatus (날개골풀) ○

Artemisia selengensis (물쑥) ○ ○ Juncus tenuis (길골풀) ○

Aster koraiensis (벌개미취) ○ Leersia japonica (나도겨풀) ○ ○

Aster subulatus var. sandwicensis (큰비짜루국화*) ○ Leptochloa chinensis (드 새) ○ ○

Aster yomena (쑥부쟁이) ○ Lolium perenne (호 풀*) ○

Cabomba caroliniana (어항마름) ○ Metaplexis japonica (박주가리) ○ ○ ○

Calystegia hederacea (애기메꽃) ○ ○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

Calystegia sepium (메꽃) ○ Oenanthe javanica (미나리) ○ ○

Carex dimorpholepis (이삭사 ) ○ ○ Oxalis corniculata (괭이밥) ○

Carex dispalata (삿갓사 ) ○ ○ Phytolacca americana (미국자리공*) ○

Carex neurocarpa (괭이사 ) ○ ○ Plantago asiatica (질경이) ○ ○

Ceratophyllum demersum (붕어마름) ○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

Cyperus serotinus ( 도방동사니) ○ Rorippa indica (개갓냉이) ○

Equisetum arvense (쇠뜨기) ○ ○ Rubus parvifolius (멍석딸기) ○

Equisetum hyemale (속새) ○ Rumex crispus (소리쟁이*) ○ ○

Fimbristylis miliacea (바람하늘지기) ○ ○ ○ Rumex japonicus (참소리쟁이) ○

Gnaphalium japonicum (풀솜나물) ○ ○ Trifolium repens (토끼풀*) ○

Hemarthria sibirica (쇠치기풀) ○ Typha angustifolia (애기부들) ○

Isodon inflexus (산박하) 　 　 　 　 ○ 　 Viola mandshurica (제비꽃) 　 　 ○ 　 ○ 　
Sub total

Spiecies A1 A2 B C G R

42 7 4 15 4 14 21

Total 113 (21*) 39 28 44 20 36 69

* : Naturalized plant

1) Two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Harvest), 2) Two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No Harvest), 3) One year old giant Miscanthus fields (Plant), 4) Abandoned 

fields, 5) Miscanthus sacchariflorus fields, 6) Paddy fields

Table 4 Amphibians and reptiles in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and paddy fields

Family (Korean name) Species (Korean name) R11) R22)

Ranidae (개구리과)
Rana catesbeiana Shaw (황소개구리) H3)(8) H(1)

Rana nigromaculata Hallowel (참개구리) E4) (Many) E(1)

Viperidae (살모사과) Agkistrodon blomhoffii brevicaudus Stejeneger (살모사) A5)

Colubridae (뱀과)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유 목이) A(1)

Elaphe rufodorsata (Cantor) (무자치) A(1)

1)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2) Paddy fields, 3) Chirp, 4) Observe, 5) Audience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다른 초본류는 다양성과 밀도가 매우 낮

으며 거대억새 군락지 중심으로 가면 거대억새 이외의 다른 초

본성 식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거대억새의 크기와 생물량으로 인해 주변 식물의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본 조사 결과에서도 

거대억새 식재지가 논 지역이나 자연 물억새 군락지와 비교했을 

때 종 다양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양서 ․ 파충류상

거대억새 재배단지에서 양서류는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등 2종, 

파충류는 유혈목이, 무자치, 살모사 등 3종이 조사되었다 (Table 

4). 인근 농경지에서는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등의 양서류만 조

사되었다. 재배단지에서 9월 참개구리 성체는 억새 군락지 안보

다는 가장자리와 통행로에서 많이 (최대 5 m 도보거리마다 1개

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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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mmals in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and paddy fields

Family (Korean name) Species (Korean name) M11) M22)

Muridae (쥐과) Micromys minutus ussuricus Barrelt-Hamilton (멧밭쥐) N3) (Many)

Canidae (개과) Nyctereutes procyonoides koreensis Mori ( 구리) X4)(1), F5) A8)

Mustelidae (족제비과) Mustela sibirica coreana Domaniewski (족제비) A

Cervidae (사슴과) Hydropotes inermis argyropus Heude (고라니) E6)(1), H7)(1), F (Many), X (Many) A

1)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2) Paddy fields, 3) Nest, 4) Excrement, 5) Footprint, 6) Observe, 7) Chirp, 8) Audience

Table 6 Avifauna in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and paddy fields

Family (Korean name) Species (Korean name)
B11) B22)

total
J3) S4) M5) J S M

Phasianidae (꿩과) Phasianus colchicus Linnaeus (꿩) 2 3 3 3

Alcedinidae (물총새과) Alcedo atthis bengalensis (Gmelin) (물총새) 1 1 1

Dove (비둘기과) Streptopelia orientalis orientalis (Latham) (멧비둘기) 8 2 8 1 3 3 11

Falconidae (매과)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Horsfield) (황조롱이) 1 1 1

Ardeidae (왜가리과)

Egretta alba modesta (Gray) ( 백로) 1 1 1

Bubulcus ibis coromandus (Boddaert) (황로) 7 7 7

Ardea cinerea jouyi (Clark) (왜가리) 1 1 1 3 3 4

Nycticorax nycticorax (Linnaeu) (해오라기) 1 1 1 1

Corvidae (까마귀과) Pica pica sericea (Gould) (까치) 1 1 2 2 3

Hurundinidae (제비과) Hirundo rustica Linnaeus (제비) 1 1 1

Sylviidae (휘 람새과)
Acrocephalus arundinaceus orientalis (개개비) 40 40 40

Paradoxornis webbiana (Campbell) (붉은머리오목 이) 55 55 55

Passeridae (참새과) Passer montanus (Linnaeus) (참새) 2 11 11 11

Species 6 7 10 5 4 6 13

Population 53 70 118 8 17 21 139

Point of Survey B1: Planting Giant Miscanthus, B2: Agricultural land

1)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2) Paddy fields, 3) June, 4) September, 5) Maximum

3. 포유류상

거대억새 재배단지에서 멧밭쥐, 고라니, 너구리 등 3종의 포

유류 서식이 확인되었다 (Table 5). 멧밭쥐는 억새 군락지, 특

히 식물체 높이가 큰 2년생 거대억새 식재구 안에서 많은 둥지

가 발견되었다. 고라니는 목견으로 1개체, 울음소리 청취로 1개

체가 억새 군락지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배설물, 발자국 등이 

거대억새 군락지 안팎의 통행로에서 발견되었다. 너구리는 억새 

군락지 주변 통행로에서 배설물과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주변 

농경지에서는 너구리, 족제비, 고라니가 서식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청문조사로 확인되었지만, 이곳은 섭식활동을 위

한 먹이원으로 찾고, 주된 서식처는 거대억새 재배단지나 그 인

근일 것으로 판단된다. 포획 틀은 거대억새 재배지 안과 인근 

농경지 주변 초지에서 설치하였으나 소형 포유류는 포획되지 

않았다.

4. 조류상

거대억새 재배지에서는 붉은머리오목눈이, 개개비, 멧비둘기, 

황로, 꿩 등 최대 10종 118개체가 조사되었고, 주변 농경지에서

는 참새, 멧비둘기, 왜가리, 까치 등 최대 6종 21개체가 조사되

었다 (Table 6). 거대억새 재배단지 중 식물체 높이가 큰 2011

년 식재구 안에서는 6월에 개개비의 번식활동이 활발하였고, 둥

지도 다수 조사되었다. 거대억새 재배단지는 인근 농경지보다 동

물상이 풍부하였는데 이는 재배단지가 억새 식재 및 통행로 예초 

외에는 다른 교란행위가 거의 없는 자연 서식처와 가깝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곤충상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분류군으로서 경제적 중요성

이 큰 종을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의 생활사가 알려지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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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armful insects collected by sweeping in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Order (Korean name) Species (Korean name)
Date of collecting

8.14 9.3 10.14

Orthoptera (메뚜기목)
Gonista bicolor (de Haan) (딱따기) 1

Oxya japonica (Thunberg) (벼메뚜기) 1 4 4

Thysanoptera (총채벌 목)
Bactrothrips brevitubus Takahashi (밤나무 총채벌 ) 8 1

Aeolothrips fasciatus (Linné) (알팔 총채벌 ) 3

Hemiptera (노린재목)

Nilaparvata lugens (Stal) (벼멸구) 1

Delphacidae sp. (멸구) 2

Ossoides lineatus Bierman (운계방패멸구) 4

Cicadellidae sp. (매미충) 1

Nabis stenoferus Hsiao (긴날개 기노린재) 1 1

Rhopalus parumpunctatus Schilling (잡 노린재) 4 4 1

Nisia nervosa (Motschulsky) ( 강충이) 1

Cletus punctiger (Dallas) (시골가시허리노린재) 2 1

Riptortus clavatus (Thunberg)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1

Coleoptera (딱정벌 목) Chaetocnema ingenua (Baly) (두 털다리벼룩잎벌 ) 1

Diptera ( 리목) Chloropidae sp. (노랑굴 리) 1

Population 19 18 11

Table 8 Natural enemy insects collected by sweeping in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Order (Korean name) Species (Korean name)
Date of collecting

8.14 9.3 10.14

Hemiptera (노린재목) Miridae sp. (장님노린재 약충) 1

Coleoptera (딱정벌 목) Anisosticta kobensis Lewis (십구 무당벌 ) 1 1 5

Orthoptera (메뚜기목)

Ducetia japonica (Thunberg) ( 베짱이) 1 1

Hexacentrus japonicus Karny (베짱이) 1

Tettigoniidae sp. (여치) 1종 3

Hymenoptera (벌)

Apanteles sp. (고치벌) 1종 1 1 1

Ichneumonidae sp. (맵시벌) 1종 1

Gryon sp. (납작먹좀벌) 1종 1

Platygaster sp. (납작먹좀벌) 1종 1

Telenomus sp. (납작먹좀벌) 1종 1

Brachymeria minuta (Linné) (꼬마수 다리좀벌) 1

Pteromalus sp. ( 좀벌) 1종 2

Dendrocerus sp. (진디먹좀벌) 1종 1 1

Kleidotoma sp. ( 리혹벌) 1종 1

Odonata (잠자리목) Cercion hieroglyphicum (Brauer) (등 실잠자리) 3 1

Diptera ( 리목) Tachinidae sp. (기생 리) 1종 1

Neuroptera (풀잠자리목) Chrysopa pallens Rambur (칠성풀잠자리붙이) 　 　 1

Arachnida (거미목) 3 10 10

Mesostigmata (응애목) 　 　 1

Population 11 25 21

우가 대부분이다. 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분류군의 일반적인 속성

에 따라 초식성 곤충을 해충으로 구분하고, 육식성 곤충을 천적

으로 구분하였다.

거대억새 재배지에서는 8월 (13-14일) 3목 7과 19마리,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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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rachnida collected by sweeping in giant Miscanthus production fields

Family (Korean name) Species (Korean name)
Date of collecting

8.14 10.14

Araneidae (왕거미과)

Neoscona adianta (각시어리왕거미) 1♀

Neoscona sp. (어리왕거미속) 1종 1♀

Lariniodes sp. (기생왕거미속) 1종 1j♀

Salticidae (깡충거미과)

Mendoza sp. (살깃깡충거미속) 1종 3j♀

Myrmarachne sp. (개미거미속) 1종 1j♂

Salticidae sp. (깡충거미과) 1종 1♀

Tetragnathidae (갈거미과)
Tetragnatha praedonia (장수갈거미) 1♂

Tetragnathidae sp. (갈거미과) 1종 2j

Linyphiidae ( 시거미과) Linyphiidae sp. ( 시거미과) 1종 1j♂

Lycosidae (늑 거미과) Lycosidae sp. (늑 거미과) 1종 1j

Population 3 10

j: Juvenile

(2-3일) 3목 8과 18마리, 10월 (13-14일) 4목 7과 11마리의 

해충이 쓸어잡기로 채집되었다 (Table 7). 목으로는 노린재목에

서 가장 다양한 종이 채집되었으며, 다른 목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개체수로 보면 벼메뚜기, 밤나무관총채벌레, 잡초노린재

의 순으로 많았는데, 쓸어잡기의 특성상 식물체 윗부분으로 올라

가는 성향이 강한 종들이 많이 채집된 것으로 생각되며, 식물체

의 높이가 높아서 기대만큼 많은 종이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한국식물병 ․ 해충 ․ 잡초명감｣ (1986)의 초본 ․ 목본 편에

는 억새, 참억새 등 억새류의 해충으로 억새노린재, 들판멸구, 줄

점팔랑나비 등 노린재목 15종, 딱정벌레목 1종, 나비목 3종의 총 

19종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억새의 그동안의 경제적 가치가 

낮음으로 인해 해충류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던 결과로 생각

된다.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19종 중 운계방패멸구의 

단 1종만이 채집되었다. 따라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 등 최근 높

아져가는 억새의 가치를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억새밭에 발생하는 천적류를 조

사한 결과, 총 57마리가 채집되었는데, 여기에는 곤충 17종 33마

리와 거미 ․ 포식성 응애 24마리가 포함되며 자세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천적 역시 쓸어잡기의 특성에 따라 식물체 상부

의 비행에 능숙한 벌목 곤충들이 가장 다양하게 채집되었으며, 

식물체 상부를 포충망으로 때림에 따라 거미류도 많이 채집된 것

으로 생각된다. 맵시벌이나 고치벌, 기생파리는 나비목 해충을, 

거미류는 멸구류 등 노린재목 해충을 사냥하기 위해 억새밭에 서

식할 것으로 생각된다. 채집된 거미류는 8월과 10월에 채집된 13

개체에 대해 동정한 결과, Table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5과에 

속하였다.

비행곤충 채집은 말레이즈트랩 (Malaise trap)을 설치하여 채

Table 10 Insects and bugs collected in Malaise and slam 
trap

Trap Date of collecting Hymenoptera Diptera Other Total

Malaise 
8. 13～14 23 53 11 87

9. 2～3 122 250 79 451

Slam
8. 13～14 82 264 32 378

9. 2～3 36 67 12 115

Total 263 634 134 1,031

집하였다. 트랩의 특성상 설치일의 기상 상태가 채집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트랩 설치일은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이었다. 

말레이즈 트랩은 탁 트인 공간에서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활

동하는 모든 곤충을 채집할 수 있는 Townes형과 낮은 높이에서 

주로 활동하는 곤충을 채집하는 Slam형 두 종류를 이용하여 억

새재배지의 곤충들을 채집하였다. 2회에 걸친 채집결과 총 1,031

마리의 곤충이 채집되었는데, 트랩 설치 목적대로 벌목 263마리, 

파리목 634마리의 비행곤충들이 주로 채집되었다. 거미나 응애

처럼 비행과 관계없는 주행성 포식곤충도 일부 채집되었다. 이는 

트랩에 포획된 곤충을 포식하기 위해 트랩을 방문한 것으로 추

정된다. 채집된 곤충들은 Table 10과 같다.

Choi et al. (2004)에 의하면 1년 중 농경지에서 시기별 곤충 

출현 밀도가 6월에서 9월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Choi 

et al. (2007)의 연구에 의하면 농업지역의 서식 곤충 개체수는 

11～12개 목의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지

역인 거대억새 재배지의 경우 14개 목의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대억새 재배지의 경우 농약 및 비료 살포가 이

뤄지지 않아 곤충류의 서식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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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대체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비식용 바

이오매스 작물인 억새의 이용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억새

의 대규모 재배를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하구의 용안지구

에 거대억새 재배단지가 조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억새

단지 조성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거대억새가 성장 할수록 다른 초본류의 생장에 필요한 빛을 차

단하기 때문에 재배단지 내의 식생 다양성은 인근 농경지에 비

해 부족하였다. 거대억새 재배단지의 포유류 상 분석결과 거대억

새 재배단지가 멧밭쥐,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의 서식 공간으

로 확인되었다. 조류 상 및 곤충 상 분석 결과 거대억새 재배단

지의 동물 다양성이 풍부하였다. 거대억새 재배단지는 억새 식재 

및 예초 외에는 다른 교란 행위가 농경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농약 및 비료 살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식

물상과 달리 동물상의 경우는 주변 농경지에 비하여 거대억새 재

배지의 종 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새만금 내 조성 예정인 바이오에너지단지에 의한 생태환경

변화를 예측한다면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운영

에 따라 생태환경 즉, 동물, 식물, 곤충 등의 종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거대억새는 다년생 작물로 

작물특성에 따른 자연생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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