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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일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Platalea minor)의 포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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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ur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incubation behavior among breeding sit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 affecting environmental change and incubation behavior of the Black-
faced Spoonbill (Platalea minor). We set up the remote sensor cameras at three breeding sites (Mae-do,
Namdongji, Guji-do) to observe incubation behavior in Gyeonggi Bay, South Korea from 2015 to 2018. We
analyzed effects of breeding year, day of incubation started, day of incubation, the time of incubation
exchanges and sex on incubation bout length. Mean incubation bout length of females (Mae-do: 7.19 ± 0.23
hours, Namdongji: 6.08 ± 0.23 hours, Guji-do: 7.96 ± 0.30 hours) was longer than males (Mae-do:
6.14 ± 0.21 hours, Namdongji: 5.45 ± 0.28 hours, Guji-do: 7.38 ± 0.29 hours). Mean incubation bout length
was longer in Guji-do than other study sites. Incubation bout length tended to increase with the clutch
initiation date. Males incubated their eggs at day time while female did at night time, these tendencies were
observed more clearly in Guji-do. The proportion of time spent incubating of females was higher than
males. Males’ proportion increased as incubation progressed and increased rate in Guji-do was higher than
other study sites. Our results showed that incubation rhythm of the Black-faced Spoonbill differed among
breeding sites and varied with the environmenta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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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 물새류는 포란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

기 위해 암수가 교대로 포란한다(Deeming 2002). 부모는

교대로 포란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취식 및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Székely and Reynolds 1995;

Bulla et al. 2017). 일반적으로 포란 행동은 종 수준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St Clair et al. 2010a) 계절,

일주기, 조석 등 환경주기(environmental cycle)에 따라 암

수의 성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일정한 간격의 포란 교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Bulla et al. 2016). 따라서 많은 연

구자들은 환경주기가 부모의 포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각 종의 포란 전략을 이해하는데 활용해왔

다(González-Solís et al. 2000; Amat and Masero 2004;

Klimczuk et al. 2015). 

번식 환경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는 기상 조건, 식생, 번

식 밀도, 종간-종내 경쟁의 강도 등 번식지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St Clair et al. 2010a; Bulla et al. 2016) 먹

이 자원의 풍부도, 취식지까지 거리 등 먹이자원의 가용성

에도 영향을 미친다(Martin and Portugal 2011). 그러므로

부모의 포란 행동은 번식지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Matysioková and Remeš 2018).

그러나 다양한 환경에서 번식하는 조류의 포란 행동을 동

시에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에 관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저어새(Platalea minor)는 중대형의 물새류로 전세계 약

3,941개체가 생존해 있는(Yu et al. 2018) 국제적 멸종위기

종으로(Birdlife International 2018)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의 랴오닝성, 러시아 연해주 남부 지역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번식한다(Chong et al. 1996; Ding

et al. 1999; Shibaev 2010; Kang et al. 2016). 이 종은

1988년 개체수가 288개체까지 감소하였으나 저어새 보전

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인해 개체수가 점차 증가 추세

에 있다(Kennerley 1990; Yu et al. 2017). 저어새에 관한

연구는 과거 생존 개체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개체군

추정(Yeung et al. 2006), 서식지 이용(Yu and Swennen

2004), 유전자 다양성 분석(Lee et al. 2017) 등 종 보전과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번식 행동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그러나 최근 저어새는

해안과 인접한 내륙지역에 위치한 인공섬에서부터 육지

와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까지 번식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번식한다(김 2006; 김 등

2011; Kwon 2017). 또한 저어새는 4월부터 7월 하순까

지 긴 기간 동안 번식을 하기 때문에(권 등 2015) 번식시

기별 차이에 의해 부모의 포란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하여 지리적

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포란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고 계절, 시기, 일주기 등 번식지 내부의 환

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암수의 포란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어새의 포란 전략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지역

저어새 포란 행동에 관한 자료는 2015년부터 2018년까

지 저어새 포란 기간인 4−6월 사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

한 매도(Mae-do), 남동유수지 내 인공섬(Namdongji), 구

지도(Guji-do)에서 수집하였다. 매도(37°34'N, 126°35'E)

는 행정구역상 인천 서구에 위치한 면적 490 m2의 작은

바위섬으로 식생이 거의 없다. 육지에서 약 150 m 떨어져

있어 육지와 매우 인접해 있으나 해안선을 따라 철책이

설치되어있어 사람의 출입이 어렵다. 저어새 둥지는 동쪽

사면과 정상 일부 지역에서 분포하며 한국재갈매기(Larus

cachinnans)가 함께 번식한다(강화군청 2017). 2013년 처

음 번식지가 확인된 이래 해마다 번식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조사 기간인 2015−2018년에는 80−100쌍

의 번식을 확인하였다.

남동유수지(37°23'N, 126°40'E)는 행정구역상 인천 남

동구 고잔동에 위치해 있으며 저어새는 유수지 중앙에 인

공섬에서 번식한다. 면적 482 m2의 바위섬으로 섬 정상은

흙으로 덮혀 있으며 경사면은 바위가 노출되어 있고 식생

이 거의 없다. 유수지에서부터 육지까지는 약 250 m 떨어

져 있다. 저어새는 섬 전체에 걸쳐 번식하며 소수의 한국

재갈매기가 함께 번식한다(정 2014). 2009년에 처음 번식

이 확인된 이래 개체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Kwon

2017) 조사 기간인 2015−2018년에는 100−180쌍의 번식

을 확인하였다.

구지도(37°38'N, 125°40'E)는 행정구역상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해 있다(Fig. 1). 면적은 50,100 m2로 저어

새는 10−20쌍이 작은 군집을 이루어 번식한다. 육지와는

약 20 km 떨어져 있으며 섬 전역에 걸쳐 강아지풀

(Setariaviridis), 여뀌(Polygonum hydropiper), 개여뀌

(Polygonum longisetumBruijn), 흰명아주(Chenopodium

album) 등 초본 식물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섬가장자

리에는 소사나무(Carpinusturczaninowii), 보리수나무

(Elaeagnusumbellate), 떡갈나무(Quercus dentate) 등 목

본식물이 소수 분포한다(조 2010).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가 매우 높은 밀도로 번식하고 있으며(정

2014) 저어새는 150−200쌍이 군집을 이루어 번식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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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연구자의 출입으로 인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24시간 동

안 부모의 포란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무인 센서 카메라

(Reconyx HyperFire 900)를 활용하였다. 번식이 시작되기

전 연구대상 지역을 방문하여 포란 행동을 촬영하기 용이

한 위치에 번식지 별로 3−4개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섬

의 면적이 좁고 번식 밀도가 매우 높아 출입시 번식에 방

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매도와 남동유수지는 짝짓기 기간

과 산란 기간인 4월 초순에서부터 5월 초순까지 번식지

출입을 최소화하였다. 동작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저어새

움직임이 확인되었을 때 1초 간격으로 3장을 촬영하고

5분간 촬영을 중지하도록 카메라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는

주행성 조류로 낮 시간 동안에 움직임이 매우 많기 때문

에 04:00부터 19:00까지는 타임 랩스(time lapse) 기능을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3장씩 추가적으로 촬영하였다.

자료분석

세 지역 모두 4−5월 사이에 산란을 시작한 번식쌍을 대

상으로 매도 11쌍, 남동유수지 10쌍과 구지도 12쌍의 포

란 행동을 관찰하였다. 포란(incubation bout)은 암컷 또는

수컷이 교대없이 알을 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Zhang et al. 2017). 1회 포란 지속 시간(incubation

bout length)은 한 개체가 교대없이 포란을 지속한 시간으

로 정의하였다(Afton and Paulus 1992). 개체 식별은 각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자연 표식(natural mark)을 이

용하였다. 저어새는 개체 마다 부리의 주름, 눈썹선, 이마

선 등 얼굴 생김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Chong et al.

1996) 이를 적용하여 개체를 식별하였다(Fig. 2). 저어새는

수컷이 암컷보다 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암수간 몸 크기

차이를 비교하거나 사진에 촬영된 짝짓기 자세 및 산란

개체 등을 확인하여 암수를 구분하였다. 번식 시작일은 부

모가 포란을 시작한 일로 정의하였으며 사진에 촬영된 포

란 시작일을 Julian date(days after the new year)로 변환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포란일은 한배산란수가 완성된

날(0일)을 기준으로 포란 일차에 따른 부모의 포란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산란기간은 역산하여 음수로 표현하

였다. 

Fig. 1. A map of study sites 

Fig. 2. Differences in bill creases and face shape between

the Black-faced Spoonbill pair (left: female,

right: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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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모든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정규 분포 가정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Shapiro-wilk’s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모수적 검

정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번식쌍의 포

란 행동을 반복적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에 각 개체간 차이

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체간 나

타날 수 있는 포란 행동의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어새 1회 포란 지속 시간과 하루 동안 암수

의 포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

반화 선형혼합모형을(GLMMs)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1회

포란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번식 연도, 번식 시작일, 포란일, 부모의 성별을 고정효과

로 지정하였다. 암수의 포란 행동이 낮과 밤시간 동안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일주기가 부모의 포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란 교대가 일어난 시간과 성별

을 고정 효과로 지정하였다. 또한 부모의 성별과 포란일,

부모의 성별과 포란 교대가 일어난 시간에 대한 교호작

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고정효과로 추가 지정

하였다.

하루 동안 암컷과 수컷이 포란한 시간을 비율로 변환하

여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포란 비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번식 연도, 포

란 시작일, 포란일, 부모의 성별을 고정효과로 지정하였으

며 부모의 성별과 포란일에 관한 교호작용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고정효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일반화 선형혼합

모형에서 각 둥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임의효과로 지정하였다. 기온, 강수량 등

기상 조건은 포란 시작일과 매우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

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상 조건은 일반화 선형혼합

모형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포란일, 포

란 교대 시간에 따른 암수의 포란 지속 시간의 변화, 포란

일에 따른 암수의 포란 비율의 변화는 각 지역을 구분하

여 회귀곡선과 신뢰구간(95%)을 함께 그래프로 표현 하

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R version 3.5.3(R Core Team

2018)을 활용하였으며 결과값들은 평균 ±표준오차

(mean ± SE)로 표현하였다.

3. 결 과

지역별 평균 포란 지속 시간

총 33개 둥지에서 2,545회의 포란 교대를 관찰하였다

(매도: 882회, 남동유수지: 918회, 구지도: 882회). 세 연구

대상 지역 모두 2시간 미만의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또한 8−12시간을 포란하는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15시간을 초

과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2시간 미만

의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매우 짧은 포란 빈도는 남동유

수지에서 가장 높았다. 암컷은 세 연구대상 지역 모두 암

컷이 8시간 이상 포란한 빈도가 매우 높았다. 매도와 남동

유수지에서 수컷은 3−8시간 동안의 포란 지속 시간이 빈

번히 관찰되었으나 구지도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8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포란을 지속하는 빈도가 다른 번

식지에 비해 높았다(Fig. 3). 

Fig. 3.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incubation bout length of the female and male Black-faced Spoonbills by the

study sites (Mae-do: 882, Namdongji: 918 and Guji-do: 882 incubation bouts from 33 n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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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란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변수들이 1회 포란 지속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에서 번식지, 번식 시작

일, 포란 교대 시간 및 부모의 성별은 1회 포란 지속 시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유수지는 구지도

에 비해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짧게 나타났으며(estimate:

-0.0266, p = 0.0015) 번식 시작일이 늦을수록 1회 포란 지

속 시간이 증가하였다(estimate: 0.0005, p = 0.0067). 또한

수컷은 암컷에 비해 1회 포란 시간이 짧았다(estimate:

-0.0622, p < 0.0001. 그러나 번식 연도, 포란일은 1회 포란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과 포란일은 교호

작용에 의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estimate: 0.0037,

Table 1. Model(GLMM) estimates of incubation bout length related to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The site, year, the

day of incubation started, the day of incubation, the time of incubation exchange and sex were included in a

fixed effect, and each nest is included in a random effect (n = 2,545 from 33 nests)

Estimate St. Error z value P

Fixed effects

Intercept 0.2219 0.0077 28.59 <0.0001

Site(Mae-do)a 0.0046 0.0072 0.64 0.5213

Site(Namdongji)a 0.0266 0.008 3.17 0.0015

Year 0.0019 0.0027 0.70 0.4800

Day of incubation started 0.0005 0.0002 2.70 0.0067

Day of incubation 0.0002 0.0004 0.49 0.6188

Time of incubation exchange -0.1670 0.0007 -22.46 <0.0001

Sex(Male)b -0.0622 0.0076 -8.12 <0.0001

Sex(Male)b *day of incubation -0.0037 0.0006 -5.93 <0.0001

Sex(Male)b *time 0.0185 0.0011 15.515 <0.0001

Random effect Variance

Nest(Intercept) 0.0002

Residual 0.5915
aRelative to Guji-do, bRelative to female

Fig. 4. Increase in incubation bout length of female and male Black-faced Spoonbills over the incubation period by

the study sites. The lines represent the model fit, and the shading represents the 95% CLs. The dots represent

each incubation bout (Mae-do: 882, Namdongji: 918 and Guji-do: 882 incubation bouts from 33 n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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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01) 성별과 포란 교대가 일어난 시간 또한 교호작

용에 의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estimate: 0.0185,

p < 0.0001, Table 1). 세 연구대상 지역 모두 포란이 진행

됨에 따라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하였으나 구지

도는 매도와 남동유수지에 비해 더 크게 증가였다(Fig. 4).

세 연구대상 지역 모두 암컷은 05:00에 포란을 교대했을

때 1회 포란 지속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점차 포란 지속

시간이 증가하다 17:00에 포란 교대를 하였을 때 1회 포

란 지속 시간이 가장 긴 경향을 보였으며 구지도 번식 개

체군이 개체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명확하게 구분

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컷은 7:00에 포란 교대를 하였을

때 포란 지속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나 2시간 미만의

지속 시간이 짧은 시간을 포란하기 위한 교대도 함께 관

찰되었다. 18시 이후에는 포란 교대가 거의 관찰되지 않

Fig. 5. Relationship between incubation bout length and the time of incubation exchange of the female and male

Black-faced spoonbills by the study sites. The lines represent the model fit, and the shading represents the

95% CLs. The dots represent each incubation bout (Mae-do: 882, Namdongji: 918 and Guji-do: 882

incubation bouts from 33 nests) 

Table 2. Model(GLMM) estimates of the proportion spent to incubation for a day related to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The site, year, the day of incubation started, the day of incubation, and sex were included in a fixed

effect, and each nest is included in a random effect (n = 1,378 from 33 nests)

Estimate St. Error z value P

Fixed effects

Intercept 1.9245 0.0250 -0.018 <0.0001

Site(Namdongji)a 0.0016 0.0320 -0.018 0.9853

Site(Guji-do)a 0.0016 0.0348 0.047 0.0962

Year 0.0006 0.0120 0.005 0.9549

Day of incubation started -0.0001 0.0007 -0.018 0.9852

Day of incubation 0.0054 0.0022 2.459 0.01393

Sex(Male)b 0.1589 0.0224 7.146 <0.0001

Sex(Male)b*day of incubation -0.0110 0.0032 -3.633 0.0002

Random effect Variance

Nest(Intercept) 0.0006

Residual 0.0376
aRelative to Mae-do, bRelative to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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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Fig. 5).

포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독립변수들이 하루 동안 부모의 포란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에서 포란일

(estimate: 0.0054, p = 0.0139)과 성별(estimate: 0.1589,

p < 0.0001)은 포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성별과 포란일의 교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estimate: -0.011, p = 0.0002). 그러나 번식 년도, 번식 시

작일은 부모의 포란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2). 세 연구대상 지역 모두 포란이 진행됨에 따라 수컷의

포란 비율의 증가하였으며 암컷의 포란 비율은 감소하였

고 특히 구지도에서 번식하는 수컷의 경우 포란 기간 전

반에 걸쳐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ig. 6).

4. 고 찰

지역간 차이

본 연구 결과 구지도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매도와 남

동유수지에서 비해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컷이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8시간 이상의 빈도

또한 높았다(Fig. 3). 1회 포란 지속 시간은 번식지와 취식

지간 거리의 차이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취식지와 번식

지가 인접한 경우 부모는 취식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

과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에 취식 여행의 길이가 짧은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취식지와 번식지가 멀리 떨어진 경

우 취식지까지 이동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시

간의 소모가 요구됨으로 취식 여행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써 배우자는 더 긴 시간을 포란한다(Weimerskirch et al.

1993; Boersma and Rebstock 2009). 저어새는 포란 기간

인 4월부터 담수성 먹이원의 취식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 2006). 내륙과 인접한 번식지인 매도와

남동유수지는 담수성 먹이를 취식할 수 있는 습지, 농경지

가 10 km 내외로 비교적 짧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조

2010; 유 2019). 그러나 구지도는 번식지가 육지와 20 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가장 가까운 담수습지가 번식지로부

터 25km이상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에 위치해 있어 담

수성 먹이원을 취식 가능한 지역까지 거리가 매우 멀다

(정 2014). 또한 최근 위성추적과 저어새 취식 지역에 관

한 모니터링 결과 매도에서 번식하는 개체들은 번식지로

부터 10 km 떨어진 강화도 일대 농경지 및 영종도 갯벌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남동유수지는

3 km 내외에 위치한 송도 갯벌과 영종도 남단 갯벌을 주

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이 등 2013; 남 2014;

Lee 2015; 유 2019). 구지도의 경우 번식 개체들의 취식

행동을 직접 모니터링 한 결과는 없으나 위성추적기를 부

착한 개체들 모두 번식지로부터 25 km 이상 떨어진 황해

도 연안군과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담수습지와 갯벌을 집

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등 (2014)의

연구에서도 구지도에서 번식하는 개체의 취식지가 다른

지역에서 번식하는 개체보다 번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Table 3). 취식 행동의 개체간 차이를

Fig. 6. Variation of the proportion spent incubation for a day of the female and male Black-faced Spoonbills over the

incubation period. The lines represent the model fit, and the shading represents the 95% CLs. The dots

represent each incubation bout (Mae-do: 882, Namdongji: 918 and Guji-do: 882 incubation bouts from

33 n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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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선행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번식지와 취식지까지 거리의 차이로 인해 1회 포란 지

속 시간에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번식지

내부 환경에도 남동유수지와 매도, 구지도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남동유수지와 매도는 면적이 매우 작고 둥지 재

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생이 전혀 없어 모든 둥지 재료를

번식지 외부에서 공급해야 하는 반면 구지도는 섬의 면적

이 넓어 번식 공간이 넓고 둥지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

생이 존재한다. 따라서 둥지 재료 공급의 필요성이 적은

구지도에서 번식하는 포란 지속시간이 매도와 남동유수지

에 비해 길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번식 시작일에 따른 포란 행동의 변화

번식 시작 시기는 한배산란수, 포란 기간, 먹이 자원의

가용성 등 번식성공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조류는 번식성공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시기

를 선택하여 번식을 시작한다(Dunn 2004). 조류에 번식

시기가 번식지 내외부의 환경 변화 및 번식성공률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어 있다(Oring et al.

1991; Smith et al. 2010; Yohannes et al. 2010). 이에 반

해 번식 시작 시기의 차이가 부모에 포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적고 번식시기별 차이

에 따라 번식지 내부에 식생, 종간-종내 경쟁 먹이 자원의

가용성 등 매우 많은 요인이 변화하기 때문에 부모의 포

란 지속 시간이 시기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

구 결과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Bulla et al. (2013)

은 봄부터 번식을 시작하는 경우 점차 기온이 증가함으로

써 알에 열을 가하기 위한 단위 시간 동안에 에너지 요구

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1회 포란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것

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번식 초기인 4월 초순의

기온은 10−15oC인 반면 6월 이후 평균 기온이 25oC 이상

으로 증가하였다. 풍속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시기에 따라 같은 번식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상 조건에 큰

변화를 보였다(Fig. 7). 매우 다양한 요인이 부모의 포란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번식지 내부

의 기상 조건의 변화 또한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존재

한다. 

포란일에 따른 포란 행동의 변화

포란이 진행됨에 따라 포란 지속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Table 3. Description of the study sites characteristics and feeding sites of Black-faced Spoonbills

Mae-do Namdongji Guji-do Reference

Area 490 m2 482 m2 50,100 m2 Cho 2010

Vegetation Poor Poor Rich Kwon 2017

Distance from
feeding sites

(Method)

10 km
(Census/satellite-tracking, 

n = 5)

3 km
(Census/satellite-tracking, 

n = 5)

26.7 km
(satellite-tracking, 

n = 4)

Lee et al. 2013;
Lee et al. 2014;
Lee 2015;
Jung et al. 2015;
Nam 2014;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9;
Yoo 2019

Fig. 7. Seasonal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wind speed in Gyeonggi Bay during study periods 



Incubation Rhythm of the Black-faced Spoonbill 155

2시간 미만의 지속 시간이 짧은 포란 교대는 포란 초기에

는 관찰 빈도가 매우 높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Fig.

4). 집단 번식하는 물새류는 번식 초기에 번식 공간, 둥지

재료 등을 두고 이종 혹은 동종간 경쟁하는 경우가 발생

하며, 둥지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혼외 수정에 쉽게 노

출된다(Wei et al. 2005). 따라서 번식 초기 수컷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둥지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컷이 산

란과 포란하는 동안에도 많은 시간 둥지를 거의 비우지

않는다(Aguilera E and Alvarez 1989). 또한 저어새는 첫

번째 알을 산란한 직후부터 포란 초기까지 둥지를 조성한

다(Chong et al. 1996). 둥지 재료 공급은 대부분 수컷이

담당하며 암컷은 수컷이 재료 공급을 위해 둥지를 비운

시간 동안 포란과 추가적인 산란을 하기도 한다(Kwon et

al. 2017). 따라서 암컷과 수컷은 번식 초기 부모는 포란

이외에도 둥지 방어, 산란, 둥지 재료 공급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요구됨에 따

라 포란 초기에 1회 포란 지속이 짧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주기에 따른 포란 행동의 변화

포란 교대가 일어난 시간을 살펴보면 일출 시간에 수컷

이 포란을 시작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고 일몰 시간에 암

컷이 포란을 시작하는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5).

번식지 내부 미세기후, 포식압, 종간-종간 경쟁의 강도와

같은 번식지 내부의 환경은 하루 동안 크게 변화하며 이

에 대처하기 위한 암수의 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암수가 교대로 포란하는 종에 경우 암컷과 수컷의 역할이

일주기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St Clair et al. 2010b). 저

어새과에서도 일주기에 의해 부모의 성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African Spoonbill (Platalea alba)은 주간

에 암컷이 포란 하고 야간에는 수컷이 포란하는(Hancock

et al. 2012) 반면 노랑부리저어새(Platalea leucorodia)는

주간에 수컷이 포란하고 야간에는 암컷이 포란한다

(Aguilera 1990). 연구대상 종인 저어새의 경우에도 주간

에 수컷의 포란 비율이 높고 야간에는 대부분 교대 없이

암컷이 포란한다(Chong et al. 1996). 그러므로 이러한 저

어새의 생태적인 특성과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

모의 역할이 일출과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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