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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인천 경제자유구역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내

철새도래지 (인천 송도 갯벌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및 서식처 질에 관한 연구

공모 분야
특별공모 

(한스자이델재단 후원)

주제별 구분 접경지역의 생태연구

사업기간 2021 년 10월 01일 ~ 2022 년 03월 31일 (6 개월)

사업목적

• 동아시아 이동 겨울 철새(분석종: 알락꼬리마도요 및 혹부리오리)의 주요 도래지,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향후 지역의 철새 보전 정책 수

립 시 과학적 근거로 제공하기 위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구, 중구의 

멸종위기종 조류 출현 비율은 70.4%가량을 차지하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의 중심이나 그 가치 및 보전 방안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철새 분포 지도 작성, 도래지의 생태계 

서비스(탄소 고정량) 분석, 기후 변화로 인한 철새 이동 경로 변화 예측 등을 진행

하여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정량화함

• 연구 대상지는 서해안선 마지막 남은 갯벌과 해안 생태계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철

새의 종수만 2,046여 종이나, 개발지구임과 동시에 국내 절차 상, 철새 도래지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으므로 지역 내 통제가 어려워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입법자 및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보호 

구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함.

사업내용 

요약 

• 인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처 질의 시계열적 변

화를 가시화하였고, 이를 등급화함으로써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시각 및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함

•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탄소 고정량)를 

분석하고 이를 통화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온 변화와 향후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 상실 여부 가능성을 제시함

총 사업비 

(단위: 원)

계 지원금 기타

3,300,000 3,000,000 300,000

제출일자 2022.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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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 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1.10~11 데이터 현황 파악

연구 대상지 내 도래종 파악 및

분석에 필요한 주요 환경인자 추출

보유 데이터 확인

100%

21.12~22. 01 철새 분포 예측 지도

철새의 도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Maxent (Maximum Entropy 

Model)

모형을 사용한 종 분포 지도를 도출

100%

22.01~02
서식처 생태계

서비스 분석

InVEST model 내 

Carbon storage 모형을 사용하여 

서식지 내 생태계 서비스 정량화

100%

22.02~03
기후 변화에 따른 철새 

이동경로 변화 예측

1980~2070년 간의 생물 기후를 

활용하여 철새 이동경로를 분석한 

미래 시나리오 작성

95%

• 당초 분석종은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와 혹부리오리(Tadorna tadorna)로 

선정하였으나,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의해 혹부리 오리를 분석에서 제외함

• InVEST model 중 Habitat quality 모델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위의 분포 예측 지도에 따

른 서식 확률 분포도와 유사 개념으로 항목이 중복될 것 같아 제외함

• 기후변화에 따른 철새 이동경로 변화를 예측할 때 2030~2100년 간의 생물 기후를 활용하고자 하

였으나, 2070년부터 2100년까지는 먼 미래로, 그 분석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

였으므로 분석 기간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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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1) 과업 배경

• 조류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해, 생태계의 미묘한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 지표종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철새는 국가 간의 장거리를 이동하며 이동경로 내의 다양한 위협요소로 인

해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부, 2020)

• 한반도는 492종이 사용하는 EAAF (East Asian and Australasian Fly) 경로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기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Li, J et al., 2019) 

• 그 중 세계 5대 갯벌로 알려진 서해안의 연안 습지 및 내륙 습지는 동아시아주-호주 간의 이동경

로를 갖고 있는 철새에게 휴식 공간 및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왔으나 (이시완 외.,2003), 최근 50

년간 황해 간습지 중 66%가 유실되고 있으며 (EAAFP, 2017) 이러한 자연 습지 (연안 및 내륙)

의 소실은 도요물떼새의 개체수 급감에 직결됨 (Duan et al., 2021)

• 따라서 본 과제는 그 피해를 정량화 하는 것이 철새 보존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철

새 도래 핫스팟(Hot-spot)인 서해안 갯벌 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을 이뤄온 인천자유경제지

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이후 IFEZ)을 대상지로 철새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 

변화를 분석함

• 이에 분석종으로는 송도 갯벌 내 출현이 확인된 멸종위기종 2급이며, IUCN (International Union C) 

지정 VU (Vulnerable) 등급에 해당하는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로 선정

표 1 분석 대상지 및 연구종

ID 대상지 겨울 철새 특징 서식 시기 종류

1
인천 경제자유구역 (IFEZ)

내 송도 갯벌
알락꼬리마도요 멸종위기 2급 9~11월 겨울 이동 철새

2) 대상 지역 (수혜 대상지)

• 인천 경제 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은 2003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

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첫 번

째 사업 지구로 1차: 03’~09’, 2차: 10‘~14’, 3차: 15‘~22’의 과정을 거쳐 2030년 송도지구를 

마지막으로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음

• 이는 2022년 현재까지 구축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Korean Free Economic Zones: KFEZ) 

9개의 지역 중 가장 큰 면적 (122.4km2)과 규모가 특징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구축함으

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이때 IFEZ는 인천 내 행정구역 연수구, 중구, 서구를 중심으로 영종도, 청라, 송도 국제도시를 중

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송도 지구는 21조 5442억원을 투자한 계획 도시로 간척 사

업을 통해 인근 갯벌을 육지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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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천자유경제구역 내 매립 규모 

공구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송도 
1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4.31㎢, 준설매립 27,715천㎥ 1,419억원
1996. 11
~2003. 05

송도
2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2.52㎢, 준설매립 12,361천㎥ 806억원
1996. 11
~1999. 05

송도
3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2.55㎢, 준설매립 24,503천㎥ 984억원
2001. 01
~2005. 08

송도
4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3.29㎢, 준설매립 30,872천㎥ 1,048억원
1994. 07
~1999. 03

송도
5·7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6.51㎢, 준설매립 46,172천㎥, 호안 
8.9㎞

1,958억원
2004. 12
~2007. 12

송도
6·8공구

-
면적 6.34㎢, 준설매립 43,350천㎥, 호안 

9.9㎞
1,762억원

2006. 10
~2013. 12

송도 
9공구

- 면적 3.88㎢ 9,012억원 2002~2017

송도 
10공구

-
면적12.55㎢, 인천신항 29선석

(컨테이너25, 잡화4), 항만배후단지
5조 

4,735억원
2006~2030

송도 
11공구

- 면적 6.92㎢ 3,954억원
2011.08
~2025.09

• 이와 같이 인천자유경제구역 (IFEZ)은 갯벌 간척 사업 등을 통한 지구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이 곳을 서식지로 활용하는 철새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분석종 (수혜종):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 이하 Nm)

그림 1 알락꼬리마도요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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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락꼬리마도요는 IUCN 선정 VN(Vunerable), 환경부령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도요·물떼새로 지구상 총 32,000 정도의 개체수가 추정됨 (Moores, N. & Park 

M.N., 2021)

• Nm 개체수의 전세계적인 추이는 30 년 동안 30~49%에서 81%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며 

(Garnett et al., 2011; Moores, N. & Park M.N., 2021), 특히 황해 지역의 서식지 감소와 

악화로 인해 매우 급격한 개체군 감소를 겪고 있다고 추정됨 (BirdLife International, 2021; 

Moores, N. & Park M.N., 2021)

• 그림 1과 같이 번식지(Breeding site)로는 시베리아의 Nirhnyaya Tunguska 강, 중국, 러시아 

등이며, 호주(~70%), 필리핀(~25%) 및 파푸아뉴기니가 월동지(Wintering site)임.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중간 기착지(Staging site)로 활용하므로 (SSAPs, 2017) 우리 나라에서

는 이를 겨울 이동 철새로 명명함 

• 국내에서는 주로 3~5월 (북향), 7~10월 (남향)을 할 때 서남해안에서 관찰됨. 8~9월에 가장 잘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SSAPs, 2017), 최근 Moores, N. 와 Park M.N. (2021)의 조

사에 따르면 7월에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내 주요 먹이원은 칠게, 조개, 갯지렁이등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이며 (Dann, 

2014), 간조 시기에는 갯벌에서 먹이를 섭취하며 만조 시기 및 밤에는 바위 및 인근 농경지 등에

서 휴식을 취함

4) 분석 기간 

• 표 3 분석 기간 정리

ID 연도 비고

1 20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3)” 체결 이후,
기존 인프라 구축 이전

2 2009 1 차 사업 (03’~09’)

3 2013 2 차 사업 (10‘~14’)

4 2018 3 차 사업 (15‘~22) 중반’

5 2021 현재

5) 분석 방법 

5-1) 인천자유경제구역(IFEZ)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시계열 분포 변화

- 분석 도구: Machine learning 기법인 Maxent (Maximum Entropy Model)

- 활용 데이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130

• 표 4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작성시 활용한 입력 변수

Category Name Description Unit

Physical

DEM Elevation m
Dis_coast Distance from coast line m
Dis_rice field Distance from field/Rice field m
Dis_river Distance from River m
LULC Land use code

Prey

AVS
Acid Volatile Sulfide, Hydrogen sulfide 
content in sediments

mgS/g·day

DO Dissolved Oxygen mg/L

Loss_ignit
An indicator of organic matter contamination 
in marine sediments with chemical oxygen 
demand (COD)

%

m_diameter
Indicates the size of sediment particles; the 
smaller the number, the larger the particle 
size

φ

O_temp Ocean temperature ℃
pH Acidity

Sorting
Deposits divided by 'grade' according to their 
size; The larger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range, the lower the classification degree

%

WQI Water Quality Index Range:1-5

• 갯벌 개간에 따른 도요 물떼새 서식지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분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Jia L et al. (2019), Pocewicz  A et al. (2013) Wade S. and Hickey R. (2008) 등을 참

조하여 표 2와 같은 서식 변수를 선정함

• Prey (먹이원)에 따른 변수는 칠게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해양 공극수 및 퇴적물 데이터를 벡터 

변수로 구축하여 활용 (Choi JK et al., 2011)

• 인천 광역시 오픈데이터로부터 인천 연안 34곳의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조사 정보 (2010년~2019

년)를 획득하고, 이를 전처리한 후 Arcgis 10.8.1 내 Kriging 도구로 값을 활용함

그림 2 변수 PC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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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로 PCA 분석을 진행하여 Prey (먹이원)에 따른 초기 7개의 변수 중 COD와 Salinity 제외 5

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충청남도 (2020)의 갯벌 변수 그룹과 같음. 이들 값은 모두 상관 분석 

결과 p<0.05를 만족함

5-2) 갯벌 개간에 따른 도요 물떼새 주요 서식지 내 생태계 서비스 변화 형태 파악

• 분석 도구로는 InVEST model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

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서비스는 탄소 고정량(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의 시계열 

변화임 

5-3) 기후변화에 따른 철새 분포 이동

• 기후 변화에 의한 철새 분포 이동의 분석 도구로는 Machine learning 기법 중 하나인Maxent 

(Maximum Entropy Model)를 활용하였으며, 입력 데이터로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 (SSP 

370/585, 1km, ukesm1-0-ll) 및 현재 종 분포 자료를 활용함

6) 분석 결과

6-1) 인천자유경제구역(IFEZ)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시계열 분포 변화

그림 3 2004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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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9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그림 5 2013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그림 6 2018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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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1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 분석 결과, 모델의 정확도 (AUC, Area of Under Curve)는 평균 0.847로 우수한 수준의 정확

도를 보임 (M. B. Araujo et al., 2005)

•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그 순서대로 토지피복도 (LULC, 75.1%), 평균입도

(M_diameter, 8.5%), 해안으로부터의 거리(Dis_coast, 7.6%), 수질등급 (WQI, 1.9%), 농경지로부

터의 거리(Dis_field, 1.5%), 강으로부터의 거리(Dis_river, 1.4%), 퇴적물의 강열감량(Loss_ignit, 

1.3%), 용존산소(DO, 1.1%), 해수온도(O_temp, 1.1%), 황화물량(AVS, 0.3%), 분급도(Sorting, 

0.1%), 해수산성도(pH, 0.1%) 이며 고도(DEM)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사용한 변수 중 지형적 요소(DEM, Dis_coast, Dis_field Dis_river, LULC)은 알락꼬리마도요가 

선호하는 서식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공극수 및 퇴적물 인자(AVS, DO, Loss_ignit, 

M_diameter, O_temp, pH, Sorting, WQI)는 알락꼬리마도요의 먹이원 이용도와 연결지어 선

정하였음 (Li, J et al., 2019)

• 본 과제에서는 주요 먹이원을 칠게로 선정하여 칠게의 서식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인자를 

추출하였음 (Choi, J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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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의 분포 서식지의 등급 변화

• 그림 3,4,5,6,7은 차례로 2004년, 2009년, 2013년, 2018년, 2021년의 알락꼬리마도요의 인천

자유경제구역 내 서식 분포를 확률로 나타냄 (0.0 – 1.0)

• 그 확률을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함. 1.0-0.8인 지역을 Ⅰ등급, 0.8-0.6인 지역을 Ⅱ등급, 

0.6-0.4인 지역을 Ⅲ등급, 0.4-0.2인 지역을 Ⅳ등급, 0.2-0.0인 지역을 Ⅴ등급으로 설정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Ⅳ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그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 

중 Ⅱ등급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나,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이 모두 2018년을 기준으로 그 면적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1) 2014년 19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6.11km2)에 따른 주변 

구역 보호 정책등의 영향 및 2)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IFEZ의 개발 방

향, 및 3) 장비의 발달로 인한 입력 자료 (토지피복도 및 알락꼬리마도요의 개체수 파악)의 세밀

화 등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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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갯벌 개간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 주요 서식지 내 생태계 서비스 변화 분석

그림 9 인천자유경제구역의 토지 이용도 변화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시공 전 (본 연구에서는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4년으로 설정함) 과 시공 

후 (2021년 현재)의 토지 이용도 변화(Fig 1)를 살펴보면, 가장 급격한 면적 변화를 보이는 구간

은 ‘갯벌 (Coastal wetland, 기울기: -2.45)’였음. 반대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는 부분은 

Traffic (기울기: 2.23) 과 Artificial grassland (기울기: 2.15) 임

• 이는 지구 확장을 위한 갯벌 매립에 의한 면적 감소와 경제자유구역 내 물량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면적 증가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됨

• 아래의 표(table 2)는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착공 전인 2004년부터 현재 시점인 2021년까지 토지 

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손실 Carbon storage 및 피해 금액임. 이는 U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2021) 에서 제시한 할인율: 3%, Price ton 

carbon: 51$ t CO2 사용하였으며, 탄소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

(Annual rate)을 -2%로 입력하여 얻은 값임

• 표 5 InVEST model: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Result

Year Mg C Loss trend [standard: 2004] Sum of damage [$, t CO2]

2004 7813202.54 - -

2009 7371346.15 -438954.46 (Decreasing) -21973596.26 - 22M

2013 6938689.88 -870900.31 (Decreasing) -42796888.27 - 42.8M

2018 6042859.18 -1767127.37 (Decreasing) -84866341.65 - 84.9M

2021 5612967.75 -2197289.74 (Decreasing) -104089568 - 104.1M

• 특히 연안생태계는 유기탄소 퇴적속도가 빨라서 육상 식물생태계보다 장기간 탄소격리에 매우 효

과적이며, 이는 육상 밀림에 비해 탄소흡수속도는 육상 밀림보다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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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18)

•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안습지 등이 매립되면서 그로 인해 방출된 탄소량뿐만 

아니라, 향후 저장할 수 있었던 탄소의 손실로 인해 기온 상승의 효과가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할 수 있음 

• 실례로 기상청(2017)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RCP6.0 시나리오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연평균기온(12.0℃)은 우리나라 평균(12.8℃)보다 0.8℃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2071~210년) 연평균기온 상승 정도(+2.5℃)는 우리나라 평균 상승폭보다 0.1℃ 높을 것으로 전

망함 

• 이로 인해 온대 기후를 바탕으로 알락꼬리마도요와 같은 겨울 철새들에게 기착지가 되던 국내 여

러 사이트에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이에 따른 보전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아래의 표 3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천자유경제구역 (IFEZ) 내 토지이용도 변화를 면적

으로 산출한 값으로, 갯벌(탄소함유량: 240 Mg of C/m2)의 급격한 감소가 표 2와 같은 결과를 

야기함

• 표 6 Land use change table in IFEZ [2004-2021]

LULC name
Area [km2]

2004 2009 2013 2018 2021 Change

Residential area 62.58 55.17 46.89 46.24 19.46 -43.12

Manufacturing area 38.89 41.53 22.09 20.15 17.04 -21.85

Commercial area 10.75 11.46 18.24 16.10 17.31 6.56

Culture/athletic/recreation 0.35 1.29 1.53 1.56 2.95 2.60

Traffic 26.97 53.10 72.01 73.85 118.93 91.97

Public facilities 15.57 10.74 9.54 9.20 8.34 -7.23

Rice field 39.11 29.86 8.35 7.28 5.19 -33.92

Field 18.63 16.20 20.75 16.53 10.93 -7.71

Facility plantation 1.36 0.80 0.98 1.02 1.02

Orchard 0.31 0.87 0.95 1.03 0.93 0.62

Other Farmland 0.40 1.08 0.97 1.04 0.74 0.34

Broad-leaved forest 25.48 26.98 38.99 38.08 38.47 12.99

Coniferous forest 18.50 14.78 18.08 17.48 17.48 -1.01

Mixed forest 28.05 28.00 9.97 10.44 10.97 -17.08

Natural grassland 2.68 0.76 22.88 0.49 0.31 -2.37

Artificial grassland 7.03 29.12 31.29 59.12 90.53 83.50

Inland wetland 0.01 3.89 9.95 10.79 5.24 5.23

Coastal wetland 265.48 247.79 222.25 194.70 179.26 -86.22

Natural barren 0.05 2.37 3.27 3.43 3.43

Artificial barren 45.22 50.56 60.25 70.83 46.38 1.16

Inland water 8.70 6.57 14.11 10.18 9.32 0.62

Ocean 302.16 283.44 282.32 305.21 310.37 8.21

주) Change: 2004년 대비 2021년 변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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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후변화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의 분포 이동

그림 10 동아시아 이동경로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분포 (현재)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는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기존 rcp 

시나리오에 사회경제적 노력을 고려한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며 총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분

석한 결과임

• 본 과제에서는 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축된 생물 기후 변수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으며, 

ssp370;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ssp585;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루나, 기후정책이 

미흡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음

• 국립기상과학원(2020)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2.0~5.3℃ 증가, 강수량은 

6~10% 증가,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은 +1.9~4.6℃ 증가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전지구 미래 전망 결과와 유사하나, 변동성이 크며 해수면 온도와 같은 경우는 전지구적 평균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큼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알락꼬리마도요 이동 경로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며 기

후 정책이 미흡할 때 그 개체수가 급감함을 확인하였고 (적정 서식지 감소율: ssp585 >ssp370), 이

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감소폭: 2041-2070>20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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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의 동아시아 이동 경로 내 분포 변화

2011-2040, ssp370 2011-2040, ssp585

2041-2070, ssp370 2041-2070, ssp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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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효과 

• 인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처 질의 시계열적 변화를 가시화하였

고, 이를 등급화함으로써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시각 및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

함. 이는 겨울 철새 보전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철새 도래지 내 Hot-spot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보전하여 알락꼬

리마도요의 개체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탄소 고정량)를 분석하고 이를 

통화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온 변화와 향후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 상실 여부 

가능성을 제시함. 따라서 다음의 상황이 향후 도요 물떼새 보전 정책을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기

대함

• 철새 도래지 내 실제 분포도 작성 및 서식처 질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 등을 통해 동아

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로서의 실제 기능성을 정량화 및 시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철새 도래지 보

전 방향 수립 시 미래 분포를 반영한 대책을 선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 송도갯벌 인근 개발 사업(고속도로 착공 등)에 의한 람사르 협약 지역 내 훼손 여부 평가에 있어 

본 사업의 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학명 국명
조사일 도래

유형 비고　
2021.12.11

Order Anseriformes 기러기목 　 　 　

Family Anatidae 오리과 　 　 　

Anas acuta 고방오리 ◯ wv 　

Anas crecca 쇠오리 ◯ wv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 wv 　

Anas poecilorhyncha 흰뺨검둥오리 ◯ res 　

Anas strepera 알락오리 ◯ wv 　

Aythya ferina 흰죽지 ◯ wv 　

Tadorna ferruginea 황오리 ◯ wv 경

Tadorna tadorna 혹부리오리 ◯ wv 　

Order Ciconiiformes 황새목 　 　 　

Family Ardeidae 백로과 　 　 　

Ardeaalbaalba 대백로 ◯ wv 　

Ardea cinerea 왜가리 ◯ sv 　

Order Pelecaniformes 사다새목 　 　 　

Family Phalacrocoracidae 가마우지과 　 　 　

Phalacrocorax carbo 민물가마우지 ◯ wv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140

주) 1) res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2) 경 : 경기도 보호야생생물

Order Charadriiformes 도요목 　 　 　

Family Laridae 갈매기과 　 　 　

Larus argentatus 재갈매기 ◯ wv 　

Larus canus 갈매기 ◯ wv 　

Larus crassirostris 괭이갈매기 ◯ res

Order Columbiformes 비둘기목 　 　 　

Family Columbidae 비둘기과 　 　 　

Streptopelia orietalis 멧비둘기 ◯ res 　

Order Piciformes 딱다구리목 　 　 　

Family Picidae 딱다구리과 　 　 　

Dendrocopos major 오색딱다구리 ◯ res 　

Order Passeriformes 참새목 　 　 　

Family Corvidae 까마귀과 　 　 　

Corvus corone 까마귀 ◯ res 　

Pica pica 까치 ◯ res 　

Family Paridae 박새과 　 　 　

Parus major 박새 ◯ res 　

Family Pycnonotidae 직박구리과 　 　 　

Microscelis amaurotis 직박구리 ◯ res 　

Family Muscicapidae 솔딱새과 　 　 　

Phoenicurus auroreus 딱새 ◯ res 　

Family Passeridae 참새과 　 　 　

Passer montanus 참새 ◯ res 　

Family Fringillidae 되새과 　 　 　

Fringilla montifringilla 되새 ◯ wv 　

Family Emberizidae 멧새과 　 　 　

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 res 　

Emberiza rustica 쑥새 ◯ wv 　

과 수 13

종 수 25

박새 되새 딱새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141

오색딱다구리(암컷) 오색딱다구리(수컷) 쑥새

고방오리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혹부리오리 알락오리 황오리

흰죽지 갈매기 괭이갈매기

마도요 (조사일: 2.20, 고잔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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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초기 계획한대로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시공 전(2004)부터 현재(2021)까지의 알락꼬리마도요 서식 

분포 현황 및 시계열 변화를 가시화할 수 있었음

• 토지 개간 및 갯벌 매립에 의한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탄소 고정량 측면에서 살펴보며, 이를 통화

가치로 환산하여 정량화 함

• 동아시아 경로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를 가시화함

2.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과거 자료 (2004)의 공극수 및 퇴적물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지형요소로 분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추가로 인위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한 Night light 등 데이터의 부족이 연구에 있

어 어려움을 겪게 했음

• 또한 본 과제의 연구 대상종인 알락꼬리마도요의 평균 도래시기는 (8~10월, 3~5월) 정도로 본 연

구 시기와 조금 달랐음.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알락꼬리마도요를 관측할 수 없었던 것이 예상과 

다른 부분이었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천자유경제구역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핫스팟(Hot-spot)을 확인하고, 람

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을 중심으로 겨울 철새 보존 전략을 수립해야함

• 향후 알락꼬리마도요의 도래 시기에 맞춰, 이번 겨울 사업에서 구축한 분포 지도 내 서식 확률이 

높은 지점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의 추가 연구를 제안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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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7. ☼
Organization Name: Global Future Environment Association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Ecosystem Service and Habitat of Migratory Bird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Project Period: 2021. 10. 1. ~ 2022. 3. 31. (6 months)

1. Background

- To analyze the ecological value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hat is one of the 
main destinations of winter migratory birds in East Asia (Analyzed species: Far 
Eastern Curlew and Common Shelduck), an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developing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birds in the region. 

- The appearance ratio of endangered species in Yeonsu-gu, Seo-gu, and Jung-gu in 
Incheon IFEZ, which i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70.4%. Despite the high 
appearance ratio, a research on the value and conservation of the areas is 
insufficient. 

- The project aims to quantify the function of the areas as a migratory destination by 
mapping the distribution of migratory birds in the region, analyzing ecosystem 
services (fixed amount of carbon) of the destination, and predicting changes in 
migratory routes due to climate change

- The target sites in the study are the last remained tidal flat and coastal ecosystem 
along the west coast of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f migratory birds found 
here is 2,046 species, but since it is a development zone and there is no legal 
restriction on the migratory birds habitats,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Therefore, 
the project aims to come up with results that are visually easy to understand by 
legislators and citizens.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 The project visualized a time series changes in the habitat of Far Eastern Curlew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developed grades to provide an objective 
perspective and quantitative data on its role as a stopover site. 

- The project analyzed a change in ecosystem services (carbon fixed amoun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caused by changes in land use. The project also 
quantified its monetary value and analyzed the possibility of temperature changes 
and loss of function as a migratory birds habitat. 

- The project quantified and visualized the actual functionality of the IFEZ areas as 
migration route i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through presenting the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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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map of migratory birds within the sites and the analysis of habitat 
quality (based on ecosystem services)

- Conducted analysis on changes in domestic migratory routes i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caused by climate change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Far Eastern Curlew by identifying and preserving hot spots in the 
Ramsar Convention region through the development project near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Songdo 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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