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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서식지 복원공사 중 포획 및 이주과정에 대한 연구

-전주시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임현정
1)
⋅김종만

2)
⋅정문선

3)

1)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강사⋅2)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원장⋅
3)
청주대학교 휴먼환경디자인학부 조경도시계획전공 교수

The process of capture and translocation during habitat restoration

construction of Kaloula borealis

-A Case Study of Samcheo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Jeonju City-

Lim, Hyun-Jeong
1)
․Kim, Jong-Man

2)
and Jeong, Moon-Sun

3)

1)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Wonkwang University, Instructor.
2) Jeollabuk-do Natural Environment Training Center, Director

3)
Dept. of Human Environment Design, College of Science, Cheongju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habitat restoration by implementing a series

of processes of capturing and translocating Kaloula borealis and managing them in artificial breeding

facilities. The study site in Samcheon, Jeonju-si, Jeollabuk-do was a waste landfill site in the past, and

Kaloula borealis was found during the Samcheo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around March

2018. To restore the habitat, a plan was established to capture, translocate, artificially breed, and re-

lease Kaloula borealis at the site. The capture methods of adult Kaloula borealis were pitfall trap and

drift fence, direct capture, and deep barrels. During 2018-2019, 86 adults of Kaloula borealis were

captured and translocated to artificial breeding facilities. VIE-tagging was inserted under the skin for

monitoring. For artificial breeding, Gryllus bimaculatus with oyster powder and vegetables were regu-

larly supplied to feed Kaloula borealis. At the end of October 2020, 150 young Kaloula borealis raised

in artificial breeding facilities were found not entering hibernation, so they were managed in a separate

artificial breeding facility. Some young and adult Kaloula borealis currently hibernating will be s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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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ed to be continuously managed in artificial breeding facilities and released to the restored habitat

in the spring of 2021.

Key Words : Pitfall Trap, Artificial Breeding, Temporary Housing, Endangered Species

I. 서 론

양서·파충류는 습지환경의 중요한 생물학적

지표로(Ali et al, 2018),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Eekhout, 2010). 전 세계적으로 그 다

양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개체군 감소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Ra et al, 2008; Eekhout,

2010). 국내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 양서·파충류 총 8종(2017

년 기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있고

양서류는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고

리도룡뇽(Hynobius yangi), 금개구리(Pelophylax

chosenicus), 맹꽁이(Kaloula borealis) 총 4종이

해당된다(NIBR, 2018). 특히, 맹꽁이는 멸종위

기야생물Ⅱ급으로 기후변화 민감종이며 (ME,

2010; An et al, 2020), 주택과 도로 건설, 습지

의 감소, 개발사업 등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

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견되어 법적 보호종으

로 지정되었다(Rho, 2011; NIBR, 2012; NIBR,

2018). 맹꽁이는 대체서식지의 목표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Gang and Joo, 2018), 개

발현장에서 출현이 확인되면 포획·이주 후 개발

을 진행시키고 있다(NIBR, 2012). 전주시의 경

우도 2018년 삼천에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위

한 공사 중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고 이에 서

식지 복원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맹꽁이속(Kaloula) 중에서 유

일하게 맹꽁이1종만이 서식하고 있고(KSH, 2020),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습지, 중국 중부 및 동북

부 일부에 분포하고 있다(NIE, 2021). 평지, 습

지 주변 관목림과 초지에 서식하며, 산란은 6~8

월 장마철에 생긴 물웅덩, 배수로, 습지에 약

2,000개 가량의 알을 낳는다. 부화기간은 하루

이틀로 짧고(Gang and Joo, 2018), 알에서 성체

까지의 발생 속도가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진다

(NIBR, 2012). 맹꽁이는 10월부터 서식지 근처

의 땅속에서 동면하고(NIBR, 2018), 먹이는 주

로 밤에 나와 육상에서 거미류, 메뚜기, 귀뚜라

미, 모기와 같은 곤충류, 지렁이와 같은 빈모류

를 잡아먹는다(NIBR, 2018). Ko et al(2012b)에

따르면 비행성 곤충인 파리류나 초파리류를 더

선호하고 행동이 느려 기다리다가 포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명은 수컷 8살, 암컷 10살 이

상으로 볼 수 있고 첫 번식에 참여하는 수컷은

2살, 암컷은 3살로 나타났다(Ko et al, 2011). 맹

꽁이는 다른 양서류와 다르게 물에 대한 의존도

가 낮고 산란지 수심은 50cm 정도의 웅덩이이

며 활동지는 산란지 주변 300m 이내의 산림, 경

작지, 구릉지 등을 이용한다(Rho, 2011).

국내 맹꽁이 생태에 대해서는 맹꽁이의 번식

과 먹이습성(Ko et al, 2012b), 연령구조(Ko et

al, 2014), 생체량 변화(An et al, 2020) 등 맹꽁

이 생태특성 파악을 통한 종복원 차원의 연구가

있다. 맹꽁이 서식환경에 대해서는 유생의 생장

에 관한 염분의 영향(Ko et al, 2015)과 개체수

나 번식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Ko et al,

2012a; Rho, 2016)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서식처 복원에 대한 연구로는 대체서식지 조건

(Rho, 2011; Jung et al, 2013; Shim et al, 2014;

Cho and Shim, 2016)과 대체서식지 평가 및 유

지관리(Park et al, 2019), 최근에는 GIS 위치기

반정보를 바탕으로 맹꽁이 서식지를 관리하는

(Kim and Kim, 2020)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렇듯 최근까지의 연구는 맹꽁이 대체서식지의

조건과 외부 환경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맹꽁이의 포획, 이주 및 인공사육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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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Site: (a)Jeonju City, (b)Before the

habitat restoration construction(2018), (c)Waste

landfill(1989)

Figure 2. Process of translocate and artificial breeding of Kaloula borealis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식지에

맹꽁이를 재방사하기 이전까지의 전반적인 과

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주

시 삼천의 맹꽁이를 포획·이주하고 인공사육 사

례를 통해 목표종의 이주 및 임시거주 과정에서

안정적인 개체군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826-3일대는전주시를남북으로관통

하는 삼천의 하류구간으로 하천 좌안의 고수부

지에위치하고있다(Figure 1). 면적약 10,152㎡의

하천부지로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으며 침출수

에 의한 하천의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이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곳이다(Jeollailbo, 2018). 2018

년 3월경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한 공사

현장부지내에맹꽁이서식이확인되었고, 공사

중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의 맹꽁

이를 포획, 이주, 인공사육, 방사하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 또한 맹꽁이 서식처와 생태탐방로로

구성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2. 조사방법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맹꽁이 개체군 조사방법은 직접조사, 포획함정

(Pitfall trap), 청음조사가 있다(Gang and Joo,

2018). 본 연구의 맹꽁이 포획을 위한 사전 조사

는 청음조사와 목견법을 통해 맹꽁이 약 50개체

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멸

종위기야생동물 포획·보관·방사 허가를 받았다.

포획·이주계획서에 따라 포획, 인공사육, 방사

등의 전 과정을 전북지방환경청, 전주시, 전주생

태하천협의회, 환경단체가 협의하였고, 인공사

육장에서의 사육과정도 지역 환경단체와 주기

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다(Figure 2).

1) 포획방법

맹꽁이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우천 후 산란

하기위해모여드는 6월~8월번식기과월동이들

어가기 전인 10월 말까지(NIBR, 2012) 맹꽁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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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n et al.(2020) Hong et al.(2017) Choi and Rho(2016)

Site Seoul, Nonsan, Busan Busan Dae-gu

Goal
Biomass and Climate

factors
Population Population and distribution

Capture
method

Pitfall trap
․Cover
․Interval : 2.5 m

Guided trap

Pitfall trap
․Screen
․Interval : 2.5 m
․Size : 30(h)×20(w)cm
․Number : 240ea
․Site check : 2 times a week

Pitfall trap+Drift fence
․Cover
․Linear, mesh
․Trap depth : 30-40cm
․Site check : 2 times a week

Release
Immediate release after

capture
Release to a new habitat Capture and recapture

Tag VIE-Tag VIE-Tag VIE-Tag

Table 1. Trap method

Figure 4. Pitfall and Drift fence

Figure 3. Life cycle and Capture/translocate of Kaloula
borealis (Source: NIBR, 2012)

체를 집중 포획하였다(Figure 3). Gang and Joo

(2018)는 맹꽁이의 조사시기로 4~10월까지 가능

하나 장마철인 6~8월 사이는 필수적으로 하고,

포획함정의 경우 주변에 유도울타리(Drift Fence)

를 추가로 설치하여 포획률을 높이도록 제시하

고 있다.

국내 맹꽁이 관련 연구는 포획함정을 주로 이

용하였고(Table 1), 유도울타리가 같이 이용되기

도하였다. 해외연구들에따르면, 포획함정과유

도울타리를 같이 설치하면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Michell et al, 1993; Bennet, 1999), 탈수증과

과도한 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함정을 매

일매일확인하여야하며최소 3일을넘지않도록

하였다(Sparling et al, 2001). 본연구는 2018년도에

포획함정과 유도울타리, 가로형 함정, 직접포획

을, 2019년도에는 포획함정과 유도울타리, 깊은

통 설치(플라스틱대야), 직접포획방법을 이용하

였다. 포획시설설치를위한장소를결정하기위

해 사전답사를 실시하였고, 맹꽁이 출현지점, 맹

꽁이의이동통로가될수있는선형의용수로및

배수로, 산란장소가 될 수 있는 웅덩이 부근 등

을 파악하였다.

2018년도는접근성과포획의용이성을확보하

기 위해 대상지 내 전체 예초를 시행하였다. 유

도울타리는지그재그로설치하고모서리안쪽에

3m 간격으로 함정을 설치하였으며 함정 위에는

덮개를씌워빗물이들어가지않도록하였다. 매

일이른아침 7시부터 8시까지함정에빠진맹꽁

이 개체를 수거하였다(Figure 4). 가로형 함정은

PE 이중벽관(Φ250mm)을 사용하였고 더 많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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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owing before installing pitfall traps

Figure 5. PE pipe linear trap

체를 포획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으로 이중벽관

가운데를잘라땅에설치하였다. 함정을위한유

도울타리와 PE 이중벽관 함정의 총길이는 600m

이다(Figure 5).

직접포획은 야간에 유도울타리 주변과 포획

대상지 주변으로 먹이 활동을 하러 움직이는 개

체를 직접 포획한 것이다. 특히 우천 시에는 맹

꽁이가 활동을 활발히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이

동하는 개체를 포획하였다.

2019년은 전체 구간을 예초했던 2018년과 다

르게 함정 설치 전 예초작업에서 부분적으로 예

초제외구역을두어맹꽁이가숨을수있는공간

을 확보하였다(Figure 6). 예초 제외지역을 두는

이유는식생이있는곳에서맹꽁이가더많이발

견되고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천적을 피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Hong et al, 2017).

2019년포획방법은함정포획, 깊은통설치(플

라스틱대야), 직접포획을 이용하였다. 2018년에

시도된 가로형 함정은 배수구멍이 없어 빗물이

가득차고맹꽁이가쉽게도망을가는경우가발

생하여포획에큰효과를거두지못했다. 따라서

가로형함정을없애고추가로깊은통설치(플라

스틱대야)를 진행하였다.

함정포획은 총 600m의 유도울타리를 설치하

고 유도울타리 사이사이에 전년도 보다 더 촘촘

하게 2m간격으로함정을설치하였다. 매일아침

과저녁에함정에빠진개체를포획하였다. 깊은

통 설치(플라스틱대야)는 산란기에 암컷을 유인

하는 수컷을 위한 장치로 총 12개를 땅에 파서

묻고 물을 넣어 맹꽁이가 들어와서 산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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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itfall trap(Left) and Deep barrel(Right)

Figure 8. VIE-tagging

유도하였다(Figure 7).

직접포획은전년도와동일하고특히유도울타

리주변을집중수색하여숨어있는개체를포획

하였다. 큰비가 올 때는 대상지에 물이 차고 맹

꽁이가 산란을 하므로 족대와 뜰채 등을 이용하

여 직접 포획하였다.

포획방법의 분석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에

동일하게 적용된 함정포획에 의한 포획 자료를

이용하여 포획 개체 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

을 이용하였다. 통계 검정 시 둥분산을 가정하

지 않았으며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에는 R 프로그램 version 4.0.5(R Core Team,

2021)를 사용하였다.

2) 운반방법 

포획한 맹꽁이는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하는 기

간에 임시로 맹꽁이가 생활하게 될 인공사육장으

로운반하였다. 이때맹꽁이성체의안정적인호흡

을 위해 가로(30cm)×세로(20cm)×높이(30cm)의

이주용 플라스틱 용기에 공기가 통하도록뚜껑에

구멍을 뚫고, 맹꽁이가 전부 잠기지 않을 정도의

물을 채워 운반하였다. 인공사육장 방사 전, 추후

복원된서식처에재방사될맹꽁이는 모니터링을

위해 개체표시(VIE-tagging; Visible Implant

Elastomer Tagging)를 진행하였다(Figure 8).

3) 인공사육 방법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GARES)(2018)에 따르면 환경제어가 가

능하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닐하우스는 먹이

를 공급하는 집약적 관리형태로 모범적인 사육방

법에 하나이지만 노동력의 소모가 크고 먹이공급

및 질병발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맹꽁이 인공사육장은 겨

울철 동사를 막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구조이

며, 바닥 토양은 논과 밭흙 70cm를 성토하고 그

위에 코코피트 5cm 두께로 포설하였다. 천적

(삵, 너구리, 고양이 등의 포유류와 살모사, 유혈

목이 등의 파충류)의 진입과 맹꽁이 먹이원(곤

충류)의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전체

를 PE 녹색그물망(2cm 간격)과 모기장망으로

씌웠다. 여름철에는 차광률 70% 정도의 차광망

을 추가 설치하였다. 모기장은 통풍이 가능하며

차광망은 급격한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으며 자

연스럽게 부엽식물 및 추수식물 등의 생장이 가

능하다. 또한 사육장 내부에는 맹꽁이의 산란과

온습도 유지를 위한 수심 50cm 이내의 웅덩이

를 조성하였고 맹꽁이 먹이원(곤충류,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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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rtificial breeding house

(a)pre-installation, (b)post-installation,

(c)small pond for breeding, (d) planting

Oenanthe javanica (Blume) DC.

Figure 10. Results of the captured Kaloula borealis 2018(left) and 2019(right)

달팽이)의 먹이공급원이자 은신처 역할을 하는

미나리와 유채를 식재하였다. 습도 유지를 위해

관수장치를 설치하여 주 2회 공급하였으며, 겨

울철에는 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비닐

하우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보온효과를 높이

기 위해 낙엽을 넣어주었다(Figure 9).

자연환경에서 맹꽁이의 주요 먹이는 파리류,

먼지벌레류, 개미류, 초파리류 등(Ko et al,

2012a)이나 안정적인 인공사육을 위해 쌍별귀뚜

라미(Gryllus bimaculatus)를 제공하였다. 쌍별귀

뚜라미는 대량번식이 용이하고 다른 곤충류보다

성장속도가 빨라서 맹꽁이의 성장시기별 다양한

크기의 먹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맹꽁이의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칼슘 보충용 굴껍질 가루를 쌍

별귀뚜라미와 배합하여 주 1회씩 500개체 이상

제공하였고 채소류도 함께 공급하였다.

Ⅲ. 결 과

1. 포획 및 운반결과

포획작업은 2018년 7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2019년 6월 29일부터 시작하여 매립쓰레

기 제거를 위한 공사 착수 시점 이전인 8월31일

까지 2년 동안 진행되었다. 원래 6월초부터 포

획이 시작되어야 하나, 2018년은 포획허가 승인

이 늦어져서 7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도는 6월 물웅덩이가 형성될 정도의 강우일이

거의 없다가 6월 29일부터 강수량이 충분히 확

보되면서 6월 말로 포획시기가 늦춰졌다.

포획된 맹꽁이의 개체수는 2018년에 함정포

획 14개체, 가로형 함정 8개체, 직접 포획 4개체

로 총 26개체였으며, 2019년에 함정 56개체, 깊

은 통 함정 3개체, 직접포획 1개체로 총 60개체

였다(Figure 10).

2018년 포획 시 환경조건은 7월 16일부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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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 Mean t statistic df p-value

2018 8 2.125
-1.090 8.475 0.306

2019 9 6.222

Table 2. t-test results comparing captured Kaloula borealis in 2018 and 2019

Figure 11. Input feed for tadpoles in artificial breeding:

Mosquito larva(left), Snail feed(right)

Figure 12. Hibernation status: young Kaloula borealis
born in 2020(left), adult K. borealis (right)

22일까지의강우일이 1일로산란에필요한강수량

이부족하였고, 이후 9월초까지는집중호우와강우

일이계속되어서식지대부분이장기간침수된상

태였다. 또한맹꽁이의특성상먹이활동을위한

동면전까지의활동기에는행동반경이넓지않고

제자리에서기다렸다가곤충류를먹는특성때문에

이동이 적어 포획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에는 7월 한 달의 강우일이 13일로 고

르게 분포하였고 수심 50cm 이내의 물웅덩이들

이 생길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2019년도 포획의 조건을 파악한 결과, 강우일로

부터 평균 1~3일 이내가 가장 많았고 최대 6일

까지는 산란을 위해 물웅덩이로 이동하는 개체

를 포획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개체수가 포획

된 구역은 2019년 1구역(34개체)과 5구역(12개

체)으로 강우 시 물웅덩이가 넓게 형성되고 물

웅덩이와 경사지가 연결되는 곳에 해당된다.

2018년과 2019년에 포획된 개체 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018년과 2019년의 개체 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포획된 맹꽁이 총 86개체는 포획이 될 때마

다 성체와 아성체(직경 5cm이하)를 구분하여 이

주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운반하였다. 포획된

총 86개체는 인공사육장에 방사하기 전 개체표

시(VIE-tagging)를 실시하였다.

2. 인공사육 결과

2018년 포획된 26개체의 맹꽁이 성체는 인공

사육장에 방사되어 동면을 하고 2019년 산란기

에 많은 수의 알을 산란하였다. 그러나 올챙이

로 부화한 개체에 대해 추가적인 먹이 공급이

없어 성체로 변태하지 못했다.

2019년도에 포획한 60개체의 맹꽁이 성체도 인

공사육장에 방사하였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면기를 거친 개체들에 의해 2020년 산

란기(6월~8월)에 부화된 올챙이 개체는 모기유충

과 우렁이사료를 먹이로 제공받았다(Figure 11).

이올챙이개체들은 2020년 10월말에 2~3cm 크기

의 어린 맹꽁이 개체로 성장하였다.

원래 2020년 10월 예정이었던 생태학습장 맹

꽁이 재방사를 위해 2020년 10월 18일 인공사육

장 내 포획작업을 진행하였다. 동면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맹꽁이 150개체(2020년10월말 기준,

2~3cm)를 발견하였고, 개체표시 된 성체가 발견

되지 않아 인공사육장의 땅을 파보니 30cm 아래

에서 어린 맹꽁이와 성체가 발견되었다. 이미 맹

꽁이 성체들은 땅속에 일정크기의 월동공간을 만

들어 동면하고 있었고 일부 어린 맹꽁이 개체들

도 동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12).

월동공간이 만들어진 개체들을 무리해서 방사

하면 급격한 온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맹꽁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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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150 young Kaloula borealis in seperate

breeding case

동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재방사 계획을

연기하였다. 사육 중인 성체 및 어린 맹꽁이 개체

들은월동철이지나생태학습장내생태계가안정

되고 초본류가 무성해지는 2021년 4월～5월경 재

방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방사 예정인 맹

꽁이는 성체 86개체, 어린개체 150개체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재방

사 이전까지 인공사육장 내에서 맹꽁이 개체수와

성체를 위한 월동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월동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맹꽁이 150개체

들의 경우 너무 작은 상태이고 겨울을 나지 못

할 위험이 높아 별도의 사육장으로 이주하고 사

육케이스(리빙박스)에 사육하였다. 사육케이스

의 환경은 제일 밑 부분 바닥에 흙을 넣어 주고

그 윗부분에는 코코피트를 깔아 주었다. 이 외

에 어린 맹꽁이 개체들이 먹이로 공급되는 귀뚜

라미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원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 조각과 돌, pvc관 등을 설치해 주었

다. 2~3㎝의 어린 맹꽁이 개체들은 부화한 이후

10일 이내의 쌍별귀뚜라미를 3일 1회 개체당 10

마리 정도를 먹이로 공급하였다. 맹꽁이에게 칼

슘을 공급해 주는 차원에서 칼슘과 영양제가 함

유된 먹이로 쌍별귀뚜라미를 사육하였고 맹꽁

이에게 먹이제공 시 굴껍질 가루를 묻혀서 공급

하였다. 어린 맹꽁이 150개체를 위한 별도의 사

육장 온도는 맹꽁이의 습도 유지를 위해 가습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여 24시간 24~26도 이

내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Figure 13).

Ⅳ. 결 론

본 연구는 현장에서 맹꽁이를 포획 및 이주,

임시거주지 조성 및 인공사육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전주시 삼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

시하였다. 서식처 복원을 위한 목표종의 이주와

사육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

에 실제 적용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축적과 환경

조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쓰레기 매립지 내의 맹꽁이 전량 포획을 위해

2018년 포획함정과 유도울타리, 가로형 함정,

직접포획, 2019년도에는 포획함정과 유도울타

리, 깊은 통 설치(플라스틱대야), 직접포획방법

이 이용되었다. 2019년에는 가로형 함정을 제외

하고 함정설치 전 부분예초를 적용하여 맹꽁이

의 은신처를 확보하였다.

포획개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 26개체,

2019년에는 60개체가 포획되었다. 포획기간은

목표종의 활동기간을 포함한 최소 3개월의 조사

기간을 확보하여 서식지 내의 목표종 전량을 포

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Gang and Joo, 2018)

본 연구의 경우도 2018~2019년 맹꽁이 전량포

획을 목표로 충분한 조사 및 포획기간을 확보하

였다. 비록 포획개체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진 않지만 포획방법의 개선과 맹꽁이의 산

란 및 번식, 활동에 적합한 수심 50cm 정도의

물웅덩이가 생길 수 있는 강우량과 강우 일수,

지형 특성 등이 포획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된다. Hong et al.(2017)은 맹꽁이가 장

마철인 7~8월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포획·이주 역시 이 시기에 실시하여야

높은 포획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포획장소

의 특성을 보면 Rho(2016)는 맹꽁이의 산란지

로 저지대가 이용되고 평지부와 사면부는 동면

지, 휴식처 등으로 이용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포획결과를 보면 웅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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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저지대와 경사지 인접부에서 맹꽁이

산란과 활동이 활발하고 성체의 포획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포획된 성체는 인공사육장으로 운반·방사되

었고 동면을 거쳐 사육장 내에서 산란하였다.

인공사육 시 맹꽁이 개체군의 유지와 성장을 위

해서는 다양한 먹이자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북방산개구리 양식의 사례를 보면 양식실패

의 주원인이 성체개구리의 먹이생산(58%)과 변

태시기 먹이공급(35%)인 것으로 나타나 인공사

육 단계에서 먹이공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GARES, 2018). 멸종위기 야생생

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사육 시

개체의 행동관찰, 건강상태 점검, 먹이 및 영양

공급, 사육장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NIE, 2020). 맹꽁이의 인공사육장 조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인공사육을 통해 번식된 어린 맹꽁이 150개

체는 2020년 10월말 기준 동면에 들어가지 않아

별도의 사육시설에 분리하여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 인공사육장 내에서 월동에 들어간 맹꽁이

성체들과 일부 어린 맹꽁이들의 경우 이미 땅속

에 월동공간을 만들어 동면하고 있어 2020년 10

월 방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무

리한 방사가 진행될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에 적

응하지 못해 맹꽁이가 동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서식지(생태학습장) 내 생태계가 안정되고

초본류가 무성해지는 2021년 5월로 방사를 연

기하였다.

본 연구는 맹꽁이 포획 시 기후조건의 변화와

서식지 조성 공사일정의 변경, 동면시기에 따른

방사일정의 조정 등 사업시행의 특수성 때문에

맹꽁이의 포획 및 이주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

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적용

에 필요한 맹꽁이의 포획 및 사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목표종의 개

체수 유지 및 안정적인 이주를 위한 다양한 먹

이자원 및 인공사육환경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방사 후 모니터링을 통

해 서식환경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복원된 서식지내에서 맹꽁이 개체수 유지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해 최소존속개체군

(Minimum Viable Population, MVP)와 최소 역

동면적(Minimum Dynamic Area: MDA)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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