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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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개구리 Rana uenoi

 기후변화지표종(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CBIS)

 분포: 한국, 쓰시마

 국내 번식기: 1~4월

 번식지: 계곡, 논, 농수로

 산란 특징: 폭발적 번식자, 집단 산란활동, 한 쌍이 한 개의 알덩어리를 산란

재료 및 방법

통계분석

 SPSS ver.21 (ESRI) 이용

연도별 산란일 변화 분석

① 각 연도별 산란일이 1년 중 몇 번째 날인지 계산

② 프리드만 검정 - 연도별 출현일 차이 분석

산란일과 관련된 환경요인 분석

① 기준 산란일의 1주 전후에 조사된 환경요인 값 추출

② 각 환경요인 별 산란 전 후를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비교

지점별 산란일 차이 확인

 지도 위에 5x6의 격자를 올림(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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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55 −

α − β
2

β
∗ 255

조사방법

주단위 조사를 최소 6회 반복 실시(4~10일 간격)

조사지점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며 시각조사(그림2)

조사지점 내의 알덩어리 수 기록

그림 1. 전국 27개의 산란일 조사지점.

그림 2. 조사지점에서 조사경로 예시(좌)와 알덩어리 세는 방법(우).

그림 3. 지도 위에 격자를 올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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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의 산란일이 유독 빨랐음 ➔ 예년의 겨울 평균 기온이 1.6℃ 이하였던 것에 비하여

2020년도에는 3.1℃로 약 1.5℃가량 높아 따뜻한 겨울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됨

산란일은 지역간 편차가 있었고 고위도, 동쪽으로 갈수록 산란일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임

➔ 온도, 습도, 그리고 강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이 세 요인이 구애노래 활동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며(You and Jang, 2012) 본 연구에서도 산란일과 온도요인이 연관성을 보임

➔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온도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임

➔ 하지만, 선정된 조사지점들이 대부분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

결빙률과 산란일이 연관성을 보임

➔ 대부분의 Rana 속 개구리 종의 최저하임계온도(Critical Thermal minimum)가 2도 이상임을 감안할

때(Johansen, 1962) 물이 얼 정도의 낮은 온도가 성체 북방산개구리 활동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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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in Spawning Date over a Five-Year period in the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Rana uenoi

환경요인 측정

 기상요인 : 기온(°C), 습도(%), 기압(Hpa), 달주기(%), 운량(%)

 수상요인 : 수온(°C), 전도도(uS), 산도(pH), 결빙률(%)

알 수가 2주 이상 감소, 유지될 경우 당해 조사 종료

산란일 산정

 첫산란일 : 알이 처음 관측된 날

 최다산란일 : 알이 전 주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날

결 과

표1. 북방산개구리의 연도별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의 기술통계값

연도
첫산란일 최다산란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6 27 47 88 60.7 12.9 27 47 98 65.6 14.2
2017 22 12 93 52.3 25.3 22 32 94 64.7 18.7
2018 23 16 100 61.2 20.3 23 54 100 69.6 10.5
2019 23 17 83 57.3 21.1 23 41 95 68.1 15.0
2020 21 8 86 42.5 17.8 21 30 86 50.5 14.6
전체 116 8 100 55.3 20.5 116 30 100 64.0 15.9

가장 이른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은 2020년도(8일, 30일)에서, 가장 늦은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은 2018년도(100일, 100일)에서 관찰됨(표1)

연도별 첫산란일과 최다산란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음(표1, 그림4)

지도상에서 산란일이 고위도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산란일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5)

① 각지도상 50 x 70 km 격자 설정

② 각 격자별로 1개 지점 무작위 선정

조사지 선정

환경요인
첫산란일 최다산란일

평균 표준오차 t p 평균 표준오차 t p
기온 전 7.82 5.82 -1.76 .109 7.49 5.32 -3.68 <.001

후 9.08 5.57 10.63 5.26
습도 전 39.07 24.32 0.57 .748 41.49 26.17 0.81 .336

후 38.21 24.77 39.17 22.98
기압 전 1007.11 47.60 1.35 .120 1010.38 63.26 0.60 .230

후 990.00 93.88 996.48 100.80
수온 전 7.65 4.19 -2.55 .004 8.12 4.21 -3.78 <.001

후 9.27 4.63 10.39 4.06
전도도 전 200.14 118.45 -0.75 .129 200.04 138.84 -1.11 .313

후 225.02 174.49 213.73 155.70
pH 전 8.17 0.55 -1.14 .525 8.16 0.77 -1.94 .262

후 8.09 1.16 8.27 0.83
결빙량 전 23.09 37.68 2.99 .003 17.44 34.98 3.05 <.001

후 10.16 27.02 3.46 12.60
달주기 전 49.04 34.56 -0.29 .675 46.65 34.77 0.46 .349

후 46.74 36.06 42.07 34.37
일몰시간 전 18:16 0:20 0.85 .840 18:21 0:14 0.51 .648

후 18:15 1:06 18:23 1:03
운량 전 69.20 44.18 -0.91 .728 69.81 43.60 -0.49 .567

후 70.86 41.13 72.58 40.72

+1.62

-13.97

+2.27

+3.14

-13.98

그림 4. 북방산개구리의 연도별 첫산란일(A)과 최다산란일(B)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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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북방산개구리의 연도별 산란일 지도.

표 2. 산란일과 연관된 환경요인 분석 결과

첫산란일은 수온 1.62℃ 증가, 결빙량 13.97% 감소와 연관

최다산란일은 기온 3.14℃ 증가, 수온 2.27℃ 증가, 결빙량 13.98% 감소와 연관

1. 연도별, 지점별 산란일 차이 확인

2. 산란일과 관련된 환경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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