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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PJ015071).

✓ 기후변화 ➔ 생물군집, 생물계절 변화로 이어짐(Beebee, 1995; Parmesan,1996; Parmesan et al., 1999; Pounds et al., 1999)

✓ 양서류 – 주변환경변화에 민감,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음 ➔ 번식시기 등 생물계절 변동

가능성이 큼(Parmesan,1996; Parmesan et al., 1999; Pounds et al.,1999)

✓ 환경변화에 따른 종의 반응 관찰 및 이해 ➔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 가능

✓ 연구 목적 -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양서류 3종의 연도별 그리고 지역별 산란시기의 차이 파악

통계분석

✓ 각 연도별 산란일이 1년 중 몇 번째 날인지 계산

✓ 프리드만 검정 - 연도별 출현일 차이 분석

✓ SPSS ver.21 (ESRI)

✓ 종별로 나누어 분석

표1. 양서류 3종의 연도별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의 기술통계값

종 연도
첫산란일 최다산란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두꺼비

2016 8 53 76 66.3 7.8 8 57 76 70.1 7.0

2017 8 67 85 74.0 7.0 8 67 89 75.9 9.3

2018 8 68 75 71.8 2.5 8 68 75 71.8 2.5

2019 8 60 84 74.0 8.0 8 60 84 74.0 8.0
전체 32 53 85 71.5 7.1 32 57 89 72.9 7.2

도롱뇽

2016 15 56 80 67.0 7.2 15 56 89 70.7 9.4

2017 15 55 95 76.0 11.8 15 68 115 81.9 14.0

2018 15 68 113 79.4 14.1 15 68 113 87.9 14.0

2019 15 59 89 77.6 9.5 15 71 94 86.5 6.2
전체 60 55 113 75.0 11.7 60 56 115 81.8 13.0

산개구리

2016 17 47 88 57.6 13.1 17 47 98 63.5 16.2

2017 17 12 93 50.4 27.2 17 32 94 64.3 20.3

2018 17 16 73 56.2 19.8 17 54 82 67.6 7.7

2019 17 17 83 52.8 22.5 17 41 95 65.6 15.6
전체 68 12 93 54.2 21.0 68 32 98 65.3 15.3

✓ 각 종별 전국 27개 지점 설정

조사지점

지점별 산란일 차이 확인

✓ 지도 위에 5x6의 격자를 올림

✓ 각 격자에 속하는 1개 지점의 4년간의 산란일과

평균 산란일을 계산(α)

✓ 가장 이른 산란일과

가장 늦은 산란일의 간격을 계산(β)

✓ β값을 기준으로 각 지점 별

산란일의 빠르고 느림을

비율로 나타냄

✓ 비율에 맞추어 색상을 조절(그림6)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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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2

β
∗ 255

✓ 두꺼비는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산란 ➔ 중국 동부의 개체군도 1월~3월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짐(Fei et al., 2009). 

분포범위 전체에 걸쳐 비슷한 시기에 산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란일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밝힐 추가적인 연구 필요.

✓ 도롱뇽의 산란일이 해마다 늦어지고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음 ➔ 온도와 비가 산란일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이 두 요인은 Hynobius 속의 번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Sexton et al., 1990; 김등, 2014).

✓ 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연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간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보임.

✓ 산개구리의 산란일은 지역간 편차가 가장 크고 가장 뚜렷한 경향성을 보임 ➔ 온도, 습도, 그리고 강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이 세 요인이 구애노래 활동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음(You and J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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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Bufo gargarizans

✓ 분포: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분포함

✓ 국내 번식기: 2~3월

✓ 번식지: 저수지, 호수 등의 가장자리

✓ 산란 특징: 폭발적 번식자(Explosive breeder)

(Saenz et al., 2006), 집단 산란활동, 한 쌍이 2줄의 긴

알을 수초에 엮어 산란

도롱뇽 Hynobius sp.

✓ 분포: 한반도 – 남부 러시아

✓ 국내 번식기: 2~4월

✓ 번식지: 계곡, 논, 농수로

✓ 산란 특징: 폭발적 번식자, 집단 산란활동, 한 쌍이

2주머니의 길쭉한 알을 산란

산개구리 Rana uenoi

✓ 분포: 한국, 쓰시마

✓ 국내 번식기: 1~4월

✓ 번식지: 계곡, 논, 농수로

✓ 산란 특징: 폭발적 번식자, 집단 산란활동, 한 쌍이

한 개의 알덩어리를 산란조사방법

✓ 주단위 조사를 최소 6회 반복 실시(4~10일 간격)

✓ 조사지점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며 시각조사(그림2)

✓ 조사지점 내의 알덩어리나 알주머니 수 기록

✓ 알 수가 2주 이상 감소하거나 유지될 경우 그 해 조사를

종료

✓ 산란일 산정

▪ 첫산란일 : 알이 처음 관측된 날

▪ 최다산란일 : 알이 전 주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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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서류 3종의 조사지점.

그림 2. 조사지점에서 조사경로 예시.

그림 3. 알덩어리 세는 방법.

그림 4. 지도 위에 격자를 올린 모습.

그림 5. 알3종의 연도별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 그래프. 두꺼비, 도롱뇽, 산개구리의 첫산란일(A,B,C)과
최다산란일(D,E,F)

그림 6. 3종의 연도별 산란일 지도

권세라1, Amaël Borzée2, 구교성3, 장이권1

1이화여자대학교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2Laboratory of Animal Behaviour and Conservation, College of Biology and the Environment, Nanjing Forestry University, Nan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3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연구소

sera0622@hanmail.net

✓ 가장 이른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은

산개구리(12일, 32일)에서, 가장 늦은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은 도롱뇽(113일, 

115일)에서 관찰됨(표1)

✓ 연도별 산란일은 두꺼비가 66.3~74.0, 

도롱뇽 60.0~79.4, 산개구리

50.4~57.6로 두꺼비의 연도별 산란일이

가장 변화가 적었음(표1)

✓ 두꺼비와 산개구리는 연도별 산란일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Friedman test; p>0.05, 표1, 그림5-A,C,D,F)

✓ 연도별 도롱뇽의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은

67.0, 76.0, 79.4, 77.6과 70.7, 81.9, 87.9, 

8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차

늦어짐(표1, 그림5-B,E)

✓ 지역별 편차는 두꺼비의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이 2.5~8.0과 2.5~9.3, 도롱뇽

7.2~14.1, 6.2~14.0, 그리고 산개구리

13.1~27.2, 7.7~20.3으로 두꺼비가 가장

작고 산개구리가 가장 컸음(표1, 그림6)

✓ 세 종 모두 지도상에서 산란일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나

산개구리가 가장 뚜렷하였음(그림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