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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10:20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과 몽골의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같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발표를 위하여 몽골에서 먼 길을 오신  Dr. 

Gombobaatar (곰보바타르), Dr. Samiya (사미야), Dr. Bayarlhagva(바야하우바), Mr. 

Tseveenmyadag (체벤미닥)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심포지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신 

에코텍 환경생태연구소의 이한수 소장님과 국립중앙과학관의 백운기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기꺼이 수락하여 주신 백운기 박사님, 김재홍 박사님, 이두표 교수님, 한성용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몽골은 수 천 년에 걸쳐 언어, 역사,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인연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1990 년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이후, 여러 분야에서 왕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생동물을 주제로 양국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지난 수 십 년간 경제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던 탓에 야생동물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호랑이, 표범,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가 우리 곁을 떠났고 산양, 수달, 

사향노루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라진 늑대, 여우, 스라소니, 사향노루 등이 몽골에는 

아직도 살고 있으며, 몽골은 그 외 다양한 동물종의 보금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몽골에도 이들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몽골이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야생동물 보전에 있어 두 나라의 학자들은 틀림없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두 나라가 사람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양국 간의 이러한 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를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환영사를 

대신합니다.  

 

2003. 10. 2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  

           수의과학연구소장 이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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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ýíä÷èëãýý 

 
Ñàéí áàéöãààíà óó?  

ªíººäºð Ìîíãîë Ñîëîíãîñ 2 îðíû àìüòàí ñóäëàà÷ ýðäýìòýä õàìòäàà öóãëàðñàí ýíýõ¿¿ áàãà 

õóðàëä îðîëöîæ áàéãàà á¿õ õ¿ì¿¿ñò áàÿðëàñàíàà èëýðõèéëüå. ßëàíãóÿà èëòãýë òàâèõààð 

Ìîíãîëîîñ õ¿ðýëöýí èðñýí Ñ. Ãîìáîáààòàð, Ð. Ñàìúÿà, Ä. Áàÿðëõàãâà, Í. Öýâýýíìÿäàã íàðò 

ã¿í òàëàðõàë èëýðõèéëüå. Ìºí ýíýõ¿¿ áàãà õóðëûã çîõèîí ÿâóóëàõàä õàìòðàí ç¿òãýñýí Åñî-òåñí 

Õ¿ðýýëýí áóé Îð÷èí Ýêîëîãèéí Õ¿ðýýëýíãèéí çàõèðàë È Õàí Ñ¿, Óëñûí òºâ Øèíæëýõ Óõààí 

Àêàäåìèéí àæèëòàí äîêòîð Áýã ¯í Ãè íàðò áàÿðëàñíàà èëýðõèéëæ áàéíà. Ò¿¿í÷ëýí èëòãýë 

òàâèí îðîëöîæ áàéãàà äîêòîð Áýã ¯í Ãè, äîêòîð Êèì Æý Õóí, ïðîôåññîð È Ä¿ Ïþ, äîêòîð 

Õàí Ñîí Þóí íàðò òàëàðõñíàà èëýðõèéëüå. 

 

Ìîíãîë, Ñîëîíãîñ 2 óëñ íü îëîí ìÿíãàí æèëèéí òóðøèä õýë, ò¿¿õ, ñî¸ëûí õóâüä îëîí òàëûí 

óÿëäàà õîëáîîòîé ÿâæ èðñýí ¿íäýñòí¿¿ä áèëýý. ßëàíãóÿà 1990 îíä õî¸ð óëñûí õîîðîíä àëáàí 

¸ñíû äèïëîìàò õàðèëöàà òîãòñíîîñ õîéø ÿíç á¿ðèéí ñàëáàðò îëîí òàëò õàðèëöàà ºðãºæñººð 

áàéíà. Õàðèí èéíõ¿¿ àìüòäûã õàìãààëàõ àñóóäàëòàé õîëáîîòîéãîîð õî¸ð îðíû ýðäýìòýí 

ñóäëàà÷èä óóëçàæ áàéãàà íü àíõíûõ ãýæ áîäîæ áàéíà. 

 

Ñîëîíãîñ íü ºíãºðñºí îëîí àðâàí æèëèéí õóãàöààíä óëñûíõàà ýäèéí çàñãèéí õºãæèëä á¿õ 

àíõààðëàà õàíäóóëñàí áîëîõîîñ áèø çýðëýã àìüòäàà àíõààðàëäàà àâàõ ñºõººã¿é ÿâñàí þì. 

¯¿íèé ä¿íä áàð, èðâýñ, áààâãàé, ÷îíî, ¿íýã óñòàæ óóëûí ÿìàà, õàëèó, õ¿äýð ãýõ ìýò àìüòàä 

òýäãýýðèéí àðààñ îðæ áàéíà. Ñîëîíãîñò óñòàæ ¿ã¿é áîëñîí ÷îíî, ¿íýã, øèë¿¿ñ, õ¿äýð ãýõ ìýò 

àìüòàä îäîî õ¿ðòýë ìîíãîë îðîíä àìüäàð÷ áàéãààãèéí çýðýãöýýãýýð Ìîíãîë íü äýýðõ àìüòäààñ 

ãàäíà ººð îëîí ç¿éë àìüòäûí àìüäðàõ îð÷èíã õàäãàëñàí õýâýýð áàéíà. Ãýòýë õàðàìñàëòàé íü 

ñ¿¿ëèéí ¿åä Ìîíãîëä ÷ ãýñýí ýäãýýð àìüòäûí àìüäðàõ îð÷èíä àþóë ó÷èð÷ áàéãàà ìýäýýëýë 

ñîíñîãäîõ áîëëîî. Áèä Ìîíãîëûã áèäýíòýé àäèëõàí àëäààã äàõèí äàâòàõã¿é áàéõûã õ¿ñýæ 

áàéíà. 

 

Çýðëýã àìüòäûã õàìãààëàõ òàëààð õî¸ð îðíû ýðäýìòýí ñóäëàà÷èä áèå áèåíäýý õàðèëöàí òóñ 

äýì áîëæ òóðøëàãà èõýýð õóðèìòëóóëíà ãýäýãò èòãýëòýé áàéíà. Õàðèëöàí òóðøëàãà, 

ìýäýýëýëýý ñîëèëöîí àæèëëàâààñ õî¸ð îðîí íü õ¿í áà çýðëýã àìüòàä íü çýðýãöýí îðøèí 

àìüäðàõ èðýýä¿éã á¿òýýí áàéãóóëàõàä àñàð èõ õóâü íýìýð îðóóëæ ÷àäàõ þì. Ýíý óäààãèéí 

ñèìïîçèóì íü õî¸ð óëñûí õîîðîíä èéìýðõ¿¿ õàìòûí àæèëëàãààã ÿìàð ÷èãëýëýýð õèéæ 

ã¿éöýòãýõ òàëààðõ àðãà çàìûã õàéõàä à÷ õîëáîãäîë ºãíº ãýäýãò èòãýëòýé áàéíà.  

 

Öàã, çàâ ãàðãàí ýíýõ¿¿ õóðàëä îðîëöñîí á¿õ õ¿ì¿¿ñò äàõèí íýã áàÿðëàñàí òàëàðõñíàà 

èëýðõèéëüå.  

 

2003 îíû 10 ñàðûí 25-íû ºäºð 

 

Ñº¿ëèéí Èõ Ñóðãóóëü Ìàë ýìíýëýãèéí êîëëåæäèéí çàõèðàë, Ìàë Ýìíýëýãèéí Øèíæëýõ 

Óõààíû Õ¿ðýýëýíãèéí çàõèðàë   È Ì¿í Õà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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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1:00 REPORT 

Cooperative  research plan for significant bird species (natural monuments 
of Korea and equivalent species of Mongolia) between Korea and Mongolia  

 
PAEK, Woon-Kee* and LEE, Han-Soo**  

 
*National Science Museum, Korea 

**Ecotech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Korea 
  
Introduction  

Korea and Mongolia are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well-related countries. The Korea n 
government are actively promots conserving threatened and disappearing natural heritages as natural 
monuments. Among them, large portion of the monuments are migratory wild birds. Most of the avian 
natural monuments are migratory crossing borders and protected as internationally endangered or 
threatened species. 

 
Many of the wintering birds which are natural monuments in Korea are migrating to Mongolia for 

breeding during the summer. Thus, to protect these species, it is necessary action of cooperative efforts 
between Korea and Mongolia. One example is Black Vulture. During the last 2-3 years, wintering 
population of Black Vultu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fore, they reached more than 1200 individuals during the last winter. One of the big problem is 
that the vultures may not find enough food in the wintering ground, so a few tens of vultures starved to 
death annually. For these reasons, conserving the vultures and their habitats, we need to work together 
between researchers of Korea and Mongolia. In addition to vultures, we hope to make good 
relationship for studying and conserving migratory endangered and threatened birds which have 
protected status both in Korea and Mongolia.      
 
Agendas  
  For the conservation of avian natural monuments both in Korea and Mongolia and for research on 
them, we need to discuss following topics among Korea and Mongolia researchers.  

1. Both countries will take special measures for the cooperative research for the preservation of 
avian natural monuments or others which are in danger of extinction.  

2. Both countries will hold expert conferences and make mutual visitations, if necessary, for the 
joint work to protect mutually concerning bird species such as natural monuments in Korea.  

3. Both will discuss about making agreement between Korea and Mongolia to conserve avian 
natural monuments and its equivalent species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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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ural Monument Birds in Korea 
No. English name Scientific name 
106 Great Bustard Otis tarda 
197 Tristram's Woodpecker Dryocopus javensis 
198 Japanese Crested Ibis Nipponia nippon 
199 White Stock Ciconia ciconia 
200 Black Stock Ciconia nigra 
201 Mute Swan Cygnus olor 
201 Whooper Swan Cygnus cygnus 
201 Whistling Swan Cygnus columbianus 
202 Manchurian(or Japanese)Crane Grus japonensis 
203 White-naped Crane Grus vipio 
204 Fairy Pitta Pitta brachyura 
205 Spoonbill Platalea leucordia 
205 Black-faced Spoonbill Platalea minor 
215 Japanese Wood Pigeon Columba janthina 
228 Hooded Crane Grus monacha 
236 Oystercatcher Haematopus ostralegus 
242 Black Woodpecker Dryocopus martius 
243 White-tailed Sea Eagle Haliaeetus albicilla 
243 Steller`s Sea Eagle Haliaeetus pelagicus pelagicus 
243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243 Black Vulture Aegypius monachus 
323 Goshawk Accipiter gentilis 
323 Chinese(or Horsfield) Sparrow Hawk Accipiter soloensis 
323 Sparrow Hawk Accipiter nisus 
323 Hen Harrier Circus cyaneus 
323 Pied Harrier Circus melanoleucos 
323 Marsh Harrier Circus aeruginosus 
323 Peregrine Falcon Falco peregrinus 
323 Kestrel Falco tinnunculus 
324 Eagle Owl Bubo bubo 
324 Long-eared Owl Asio otus 
324 Short-eared Owl Asio flammeus 
324 Brown Hawk Owl Ninox scutulata 
324 Korean Wood Owl Strix aluco 
325 Brent Branta bernicla 
325 Swan Goose Anser cygnoides 
325 Scops Owl Otus scops 
325 Collared Scops Owl Otus bakkamoena 
327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361 Chinese Egret Egretta eulophotes 

 
Case Study: Nationwide Wintering Black Vulture Census in Korea  
 
Ⅰ. Purpose  
   Black Vultures are usually wintering from November to March in the next year in Korea. The main 
habitats are along DMZ such as Imjin River, Han River, Cheolwon Basin and Paju of Kyunggi and 
Gangwon Provinces. Recently, the total number of wintering Black Vultures have been increa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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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their habitat to the south. In the same time, due to the lacks of carcasses, the main food item 
of Black Vultures, many of vultures starved to death, and intoxicated after foraging pesticide 
contaminated prey. Thus, it is necessary to know their wintering status in Korea and make a plan of 
conservation measures.  
 
Ⅱ. Census areas and methods  
    We chose the every wintering habitat of Black Vultures, and surveyed in the same day by many of 
researchers and local NGO. During the field survey, the total number of birds were recorded,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abitats.  
              First Census: December 20-21, 2002  
              Second Census: February 20-21, 2003  
 
Ⅲ. Results  

Table 2. The results of nationwide Black Vulture census 
Results Province Location 

First Census Second Census
Munsan 0 
Daeseongdong 135 85 
Paju 25 
Jeokseong 479 16 

Gyunggi 

Yangju 16 7 
Cheolwon Ⅰ 444 242 
Cheolwon Ⅱ 0 9 
Goseong 1 
Yangyang, Kangneung 0 1 

Gangwon 

Yanggu, Dam of Peace 40 0 
Chungbuk Jecheon 0   

Seosan 0   Chungnam Geum-river 0   
Nakdong-river 0 0 Kyungnam Goseong 105 31 

Junnam Haenam 0   
Jeju Jeju 16 6 

Total 1,236 422 
 

 
Figure 1. Regional distribution of Black Vultures. 



▶ Morning Session : Birds  

12 ▐   2003 Symposium 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for Wildlife Conservation 

 
Figure 2. Distribution of Black Vulture on December 21. 2002. 

 

 
Figure 3. Distribution of Black Vulture along DMZ area on December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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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Black Vulture on February 21, 2003. 

 

 
Figure 5. Distribution of Black Vulture along DMZ area on February 21. 2003. 

 



▶ Morning Session : Birds  

14 ▐   2003 Symposium 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for Wildlife Conservation 

Table 3. Retrieved Dead or injured Black Vultures from November 13 to 20, 2002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Bird Protection) 

Location Injured Dead Released 
Instantly Total 

Paju 33 35 2 70 
Cheolwon 4 1   5 

Gunsan 1     1 
Inje 1     1 

Jecheon     1 1 
Jeju 1     1 

Goseong in Gyungnam   1   1 
Goseong in Gangwon   1   1 

Total 40 38 3 81 
 
  - Black Vulture, natural monument number 243, usually wintered in Korea from November to March. 
However, recently they are staying longer in longer than before. 
  - In the early 1990's, the wintering Black Vulture population used to be 50-100 individuals. And then 
their number increased to 150-200 individuals in the late 1990's, and 850 individuals in the winter of 
2000-2001.  
  - In 2002, the maximum number of Black Vultures were 1,236 individuals in the survey, so, the total 
wintering population should be more.  
  - During the second survey, it suggested that less individuals were observed due to the cloudy 
weather. Black Vultures usually stay at roosting places during the cloudy weather, so it is hard to 
observe them while they are sitting on hilly and forested area. And also, some of them already should 
migrate to north in the late February.  
  - It is very important to monitor their wintering status regularly for making a conservation measures 
of Black Vultu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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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40 REPORT 

Current research and future trends of cooperative raptor research between 
Mongolia and Korea 

 
GOMBOBAATAR S, SUMIYA D., SAMIYA R., BAYARLKHAGVA D.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Abstract 

A total of 6 study areas were established in different parts of Central Mongolia in 1998–2002. 
The total size of the study area is 19781.4 sq. km. All raptor nests in the study area and on the 
route were revisited each year. Basics for the conservation of raptor species are to determine 
the influencing and limiting factors with abiotic, biotic and anthropogenic origins which 
influence the raptor population. Different influences of these factors were calculated for each 
species. A total of 236 remains and carcasses were examined and identified. According to our 
study in 1998-2002, many different factors have been influencing to steppe raptor populations. 
These factors were categorized as non-biological or abiotic, biological or biotic and human or 
anthropogenic. Upland Buzzard Buteo hemislasius is the most common and most widely 
distributed raptor in Central Mongolian ecosystems. According to our data, Upland Buzzard 
deaths caused by humans was greater (40%) than others. The greatest mortality of Steppe Eagle 
was deserting the clutch (28.6%) and infertile eggs (28.5%) between 1998-2002. During 
migration and beginning of breeding time, Steppe Eagle perched on poles of high power 
electric lines and telegraph lines, which are located in high density of Brandt’s vole and easily 
are electrocuted.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is distributed over the Mongolian mountain 
areas and plains. Amongst mortality of Golden Eagle, poisoning was high (15.2%) in 2002 in 
the study areas where rodenticide was used. Mongolia is the main reserve country for breeding 
Saker Falcon population in the World. Amongst a total mortality, the highest mortality rate 
(36,6%) for Saker was human influences in 1998-2002. Between 1993-1997, a total of 467 
Saker Falcon were exported from Mongolia mainly to Saudia Arabia, Kuwait and UAE in 
compliance with Mongolian and CITES regulations. Considering Barton (2002) and exporting 
numbers of Saker falcons in Mongolia, we can conclude that the Mongolian Saker population 
could swiftly decline. Due to lack of vegetation in the steppe, many cattle starved and died in 
winter season. For regulating (or reducing) high density of the vol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Mongolia has been using the rodenticide named “Bromadiolone” in Mongolian steppe for 
the last 2 years. The result of usage of Bromadiolone in te steppe zone is that vole numbers 
decreased in some areas and many rare and common species of mammals and birds died. 
Mongolian and Korean cooperative research will focus on the detailed research of biology-
ecology of species, which breed and winter in the countries such as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Steppe Eagle Aquila nipalensis,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Black Vulture 
Aegypius monachus, Saker falcon Falco cherrug and Common Kestrel Falco tinnunculus and 
also Goshawks Accipiter gentilis, Amur falcon Falco amurensis, and Hobby Falco subbuteo in 
the forest and forest steppe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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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rea and methods 
Mongolia has four natural zones, which are taiga, forest, steppe and Gobi desert. A total of 20% of 

the whole Mongolian territory is steppe zone. Mongolian typical steppe zones are located in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the country. General vegetation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steppe are 
the transitional vegetation of Central Asian desert (Batjargal et al., 1995). Most of the study areas are 
located in the Middle Khalkh Arid Steppe region. In Mongolia, 41 species of 16 genera belong to 3 
families of raptors are recorded (Dawaa et al,. 1994). Biology-ecological investigation of raptors and 
owls in Mongolia were investigated by a series of expeditions and mentioned by Piechocki (1968), 
Piechocki (1981), Shagdarsuren (1983), Bold (1984), Bold et al. (1996) and Sumiya& Gombobaatar 
(1999).    
 

We have selected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Steppe Eagle Aquila nipalensis,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and Saker falcon Falco cherrug as target species for our research in the Central 
Mongolian steppe ecosystems. These species are breeding, comparatively numerous and distributed 
over the region.  
 

A total of 4 study areas (Baga Gazryn Chuluu, Choiryn Bogd, Ulaanbaatar, Berkh (Darkhan sum) of 
Khentii) were established in different parts of Central Mongolia in 1998–2002. In 2002, we 
additionally established 2 new study areas (Eej Khad and Darkhan). The total size of study areas is 
19781.4 sq. km. Six study areas have been identified and mapped on a Mongolian geographical map 
with scale 1:500 000. In December, January, February, March, and April of 1999 and 2002, we 
revisited each study area and monitored all nest sites (Figure 1).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s in Central Mongolia. 

 
We used a Russian 4 WD vehicle for visiting study areas, Garmin 12 GPS for determining the 

position and elevation of every nest site, and Russian military gyroscopic binoculars with a scale 
10x40 and other simple field optics for observing nests and birds. All raptor nests in the study area and 



 

2003 Symposium 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for Wildlife Conservation ▐    17 

along the route were revisited each year. Nest location, nest structure, nest materials, nest site selection, 
clutch size and chicks in the nest were measured. Raptors in the study areas prefer to nest on cliffs, 
rocks, trees and artificial substrates (telegraph pole, livestock shelter, pole of the high power electric 
line etc) which were carefully observed in the field. We collected standard field data, materials and 
measurements based on the Handbook of Falcon protocols (Fox et al,. 1997).   
 

Fresh remains and carcasses of dead raptors were collected in the study areas. A total of 236 
remains and carcasses (75 remains from Upland buzzard, 14 Steppe Eagle, 13 Golden Eagle, and 134 
Saker falcon) were examined and identified. Due to unknown reason for death carcasses were taken to 
the Zoology Department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One of the main conservation basic of raptor species is determining influences of climate, animals 
and human on the raptor population. According to our study in 1998-2002, many different factors have 
influenced steppe raptors in Mongolia. These factors were categorized as non-biological or abiotic, 
biological or biotic and human or anthropogenic (Gombobaatar, 1999 & 2000). Wind speed, wind 
direction, air temperature, rainfall, snow coverage and habitat type are included in abiotic and all 
influences from animals, including deserted clutches and infertile eggs belong to the biotic factors. 
There are the direct (destroying the nest and clutch, shooting, killing the nestlings, trapping, etc) and 
indirect (electrocution, entangling, and poisoning) influences from humans, named anthropogenic. All 
these factors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the raptor species. Below, different influences of these 
factors are mentioned for each species.    
 
Result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is the most common and widely distributed raptor in Central 
Mongolian ecosystems (Bold et al., 1996). The number of breeding, non-breeding pairs, and young 
birds/fledglings is high in areas where Brandt’s vole number is at peak level. The number and density 
of Saker Falcon and Upland Buzzard coincide with Brandt’s Vole distribution in the Mongolian steppe 
(Bold & Boldbaatar, 2001). Breeding pairs of Upland Buzzard are concentrated in areas where the 
vole population was at a peak and they built nests on natural and artificial substrates.   
 

In 1998-2002, the proportion of dead individuals of Upland Buzzard caused by different factors was 
calculated amongst total dead birds. According to our data, dead Upland Buzzard caused by humans 
was greater (40%) than others in study areas (Figure 2). The second great mortality of the species 
occurred in 2002. It was the poisoning incident. The Mongolian Ministry of Agriculture used the 
rodenticide (Bromadiolone) against Brandt’s Vole in some areas of our control territories. Dead 
Upland Buzzards were poisoned through their main prey (Brandt’s Vole). The third highest mortality 
rate of the Buzzard in study areas was caused by strong wind during spring in 1999. Many clutches, 
located on top of wooden telegraph poles were blown away. This made up 11.9% of the total mortality 
between 1998- 2002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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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rtality of Upland Buzzard (1998-2002). 

 
The historical publication on the field identification of Buzzard species in Mongolia was mainly 

based on feathered part of theirs tarsus. According to Flint et al (1984), Upland buzzard tarsus is fully 
covered by short feathers. Tarsus of Long-legged buzzard Buteo rufinus are featherless (Figure 3). In 
the field, we have observed many chicks, fledglings and adults of Upland buzzard with half and “stripe 
type” feathered tarsus since 1998. In this case, the feathered tarsus are not distinguishable field 
character for identifying two species of buzzards. It is related to lack of population genetic study and 
also its polymorphic population as Common Buzzard in Europe.  
 

 
Figure 3. Type of tarsus of Upland buzzards. 

A. Full feathered tarsus 
B. Long-legged buzzard type tarsus  
C. Half and “Stripe type” feathered tarsus of Upland buzzard 
 

Steppe Eagle Aquila nipalensis. D. Sumiya & N. Batsaikhan (2001) mentioned that density of 
Steppe Eagle in Central Mongolia was 2.11 individuals per 100 hectare in 1995-1998. It was the 
subdominant raptors for number and density in Central Mongolia. From the field trips in 199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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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number and density of Steppe Eagle and Brandt’s Vole coincided in the steppe zone of 
Central Mongolia. High density and number of Steppe Eagle were recorded near spring, creek and 
other small water resources of the steppe at midday hot time. We observed two flocks of Steppe Eagle, 
consisting of 143 (135 immature and 8 adults) birds and 210 (100% immature) birds were recorded 
close at two different creeks of the Choir study area at the end of June in 2001 and 2002. 
  

All dead remains of Steppe Eagle were collected and examined. The greatest mortalities of Steppe 
Eagle were deserting clutch (28.6%) and infertile eggs (28.5%) between 1998-2002 (Table 1). Some 
Steppe Eagles (breeding pairs) are very careful during the beginning of breeding period. If someone 
(herder, tourist, etc) reaches the nest, they can easily abandon their clutches and the nest with 2 or 3 
days-old chicks. The third main mortality factor for Steppe Eagle was electrocution (14,3%) (Table 1 
and Figure 4). The percentage of death caused by electrocution was high in spring and beginning of 
summer.  
 

Table 1. Mortalities of Steppe and Golden Eagle (1998-2002) 
 Steppe Eagle Golden Eagle 

Factors 

Number  
of dead  

individuals

Percentage  
of dead individuals 

amongst total 
mortality 

Number  
of dead  

individuals 

Percentage  
of dead individuals 

amongst total 
mortality 

Deserted clutch  4 28.6 2 15 
Shot by local cattle breeder 1 7.1 1 7.6 
Poisoned  ? ? 2 15.2 
Trapped by wolf trappers - - 1 7.7 
Infertile egg 4 28.6 2 14.8 
Siblicide - - 1 8.4 
Unknown 3 21.4 1 8.3 
Total 14 100% 13 100% 

 
In spring, Steppe Eagles rarely catch the starved young kid and lambs in the countryside. Some old 

carcasses of the eagle, which were shot by local herders and poisoned in the area, where the 
rodentidcide used, were collected and examined.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is distributed over the Mongolian mountain areas and plains. In 

western Mongolia Golden Eagles usually prefer to nest on cliffs and rocks of high mountainous areas. 
In Central Mongolian population, it nests at 3-7 meters, sometimes on 1-2 meters of single rocks, 
located on the top of a hill. Breeding pairs of Golden Eagles in the study areas hunted the Mongolian 
marmot Marmota sibirica, Tolai Hare Lepus tolai, Long-tailed Souslik Citellus undulates, Daurian 
Souslik Citellus dauricus and Corsac Fox Vulpes corsac. We collected 8 young marmots, a souslik 
and a Tolai Hare remains from the Golden Eagle nest in the Choiryn Bogd study area. Mongolians, 
especially the Kazak people, who live in Bayan-Ulgii province, have an ancient tradition to train the 
Golden Eagle for hunting game mammals such as Tolai Hare Lepus tolai, Red Vulpes vulpes and 
Korsac Fox Vulpes corsac. Amongst mortality of Golden Eagle, poisoning was high (15.2%) in 2002 
in the study areas where the rodenticide was used. It rarely hunts young sheep and goats in spring. 
Local herders thought that their many kids and lambs were caught by Golden Eagles and shot the 
Eagl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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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er Falcon Falco cherrug. Mongolia is the main reserve country for breeding Saker falcon 

population in the World. The range of Saker in the country spreads from the Mongolian Altai to the 
western foothills of the Great Khyangan excluding forested zone of Khuvsgul lake, Khentii and some 
forested part of the northern Khangai. They are common in the valley of the river Ulz up to the state 
border, along the Kherlen river, valleys of Tuul, Kharaa, Orkhon rivers, their tributaries and in the 
depression lakes such as Ugii nuur (Bold & Boldbaatar, 2001; Shagdarsuren, 2002). 

 
Saker occurs as a common bird during the breeding season in our study areas. Only adult birds 

winter in Central Mongolia. Wintering young birds were not recorded in the study since 1998 (Sumiya 
et al., 2001). According to E.Potopov (2002), the clutch size of Saker in Mongolia varies significantly 
across the years (ANOVA: F=9.59 P<0.001). The largest clutch sizes were observed in 1999 and 2002 
(Potapov et al,. 2002b). The mortality of Saker falcon was recently published in references: Potapov et 
al., 1999; Gombobaatar et al., 1999, 2000; Kreuzberg-Mukhina et al., 2001; Galushin et al., 2001; 
Levin, 2001; Ye Xiaodi et al., 2001; Ziming, 2001; Potapov et al., 2002a and others. 
 

From 1998-2002, all fresh remains of dead birds, infertile egg, deserted clutch and carcasses were 
collected and examined by field biologists and causes of death were determined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Amongst a total mortality, the highest percentage (36,6%) of mortality of 
Central Mongolian Saker was caused by human as follows: death from smugglers (5,97%), shot by 
local herder (0,74%), destroyed by electricians (14,9%), poisoning (2,24%), mis-fledging (3,75%), 
entangling (2,25%) and electrocution (6,75%) influences of human in 1998-2002.   
 

Since 1998, high electrocution mortality rate of Upland Buzzard, Steppe Eagle, Golden Eagle and 
Saker falcon was reported during migration and breeding season. In 2002, a total of 26 birds, including 
8 Sakers, 7 Upland buzzards, 2 Ravens, 6 Hoopoes, and 1 Steppe Eagle and 2 Northern Wheatears 
were electrocuted and collected at one wooden high power electric pole “A-type”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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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type” wooden pole and three Saker falcons and one Upland Buzzard. 

 
 

 
Figure 5. Poisoned dead animals of Central Mongolian study area 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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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ws a total of 26 electrocuted birds under different “A-type” wooden pole.  
“B” shows that electrocuted 2 individuals of Upland Buzzards, 1-Saker falcon, and 2-Ravens under the 
different “A-type wooden pole”.   
 

The second main reason of mortality caused by electricians was destroying Saker nests. In 2000 and 
2002, electricians from provincial centers cleaned poles therefore they destroyed all nests located on 
the top and corner of poles of high power electric lines (HPEL) in their breeding season.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given the permission for Saker to be exported to Arabian countries 
since 1994. Between 1993-1997, a total of 467 Saker were exported under license from Mongolia 
mainly to Saudia Arabia, Kuwait and UAE in compliance with Mongolian and CITES regulations 
(Badam, 2001). In 2001, a total of 180 Sakers were exported to Arabian countries. At the beginning of 
the export quota system the Ministry of Nature and Environment had planned to export 150 Saker 
Falcons. After that they gave an extra 30 Saker permits to be exported to Arabian countries. In 2002 
and 2003, the Mongolian Government made the decision to export more than 300 Saker falcons to 
Saudia Arabia and Kuwait. The exporting of Saker falcon has become the worst influence for the 
declining number of wild Saker falcons in Mongolia and through the World.     
 

Raptor mortality caused by rodenticide in Mongolia. In 1861, G.Radde first described the Brandt’s 
Vole in science and named Microtus brandtii Radde, 1861. In the latest publication of various authors, 
the vole name is changed as Lasiopodomys brandtii Radde, 1861. Body color is light gray and parts of 
eyes and cheek with yellowish. Body length: 112-148 mm. It lives in colonies type and eats green 
parts and root of steppe plants. Brandt’s vole distribution has spread throughout the steppe zone of 
Mongolia in 40 million hectares (Avirmed, 2003).  

 
Lifestyle of local herder of Mongolia is nomadic. Local herders breed and own several hundred 

cattle such as horses, cows, sheep, goats and camels in the countryside all year around. In some areas 
of the steppe zone at the same year of drought, Brandt’s Vole number increases in summer and autumn. 
During peak number of the vole, vegetation in area where they are distributed was completely ravaged. 
Due to ravaged vegetation, many cattle starved and died in winter, called “livestock winter disaster of 
Mongolia”.  

 
For regulating (or reducing) high density of the vol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Mongolia has 

used the rodenticide named “Bromadiolone” in Mongoian steppe for last 2 years. Bromadiolone 
(0.5%) is prepared with grain and applied by airplane and land machines. The dosage of the 
preparation used was equal to 3 kg per hectare when applied by airplane and 2.5 kg per hectare when it 
was applied by land machines. The preparetion was used in 511,000 hectare areas, using different 
methods in 2002, including airplane over 290,000 hectares and using land machines in 204,000 
hectares. A total of 36 sums of Tuv, Khentii, Dundgovi, Uvurhangai and Arhangai aimags were 
covered and used the same dosage as stated above. The preparetion was applied in April and May this 
year over a total area of 500,000 hectares using both airplane and land machines. 

 
In the last two years, the rodenticide was sprayed by airplane covering areas with peak vole 

numbers during spring and autumn while they concentrated on their winter colony. The result of usage 



 

2003 Symposium 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for Wildlife Conservation ▐    23 

of Bromadiolone in the steppe, the vole number was decreased in only some areas and many rare and 
common species of mammals and birds died in 2002. 

 
During the field trip of steppe raptor research for the year, a dead Manul cat or Pallas Wild cat Felis 

manul (entered in Red Data Book of Mongolia) and Corsac Fox Vulpes corsac from mammals, and a 
individual of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2 -Saker falcons Falco cherrug, a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a Herring Gull Larus argentatus, Daurian Jackdaw Corvus dauuricus, Demoiselle 
Crane Anthropoides virgo and  a Sky lark Alauda arvensis were found in an area where the rodenticide 
was used in different places in spring (Table 2 and Figure 5).  Following symptoms for the above-
mentioned dead animals were found: 

a). Bleeding in their mouths  
b). Haematoma on breast and neck  
c). Bleeding of jugular vein.  
 
Not enough samples of dead animals in the fiel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the laborator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Mongolia will use the rodenticide this year where the vole number is going 
to peak in Eastern Mongolian steppe. Therefore, we need to conduct joint research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samples of poisoned animals and make the recommendation and statements for provincial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which used the chemical.  
 

Table 2. Records of dead animals caused by poisining in some areas of Mongolian steppe 
Recorded 

Date 
Species name Coordination Place name  Sex/ 

Age 
Number

04/29/2002 Corsac fox 
Vulpes corsac 46O 35'48" 109O34'25.3" Darkhan sum, 

Khentii 
Ad/ 

Unknown 1 

04/29/2002 Herring gull 
Larus argentatus 46O35'48" 109O34'25.3" Darkhan sum, 

Khentii 
Ad/ 

Unknown 1 

4/29/2002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46O31'11.4'' 109 O05'51.5'' Darkhan sum, 

Khentii 
Ad/ 

Male 1 

4/29/2002 Saker 
Falco cherrug 46O 35'30.3'' 109O27' 27.9'' Darkhan sum, 

Khentii 
Ad/ 

Female 1 

4/29/2002 Pallas’ Wild Cat Felis 
manul 46O 35'30.3'' 109O27' 27.9'' Darkhan sum, 

Khentii 
Ad/ 

Female 1 

4/29/2002 Saker 
Falco cherrug 46O31'11.4'' 109O05'51.3'' Darkhan sum, 

Khentii 
Ad/ 

Male 1 

5/1/2002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46O40'05.3" 109O35'24.4" Darkhan sum, 

Khentii 
Ad/ 

Unknown 1 

5/1/2002 Skylark 
Alauda arvensis 46O39'55.9" 109O35'53.2" Darkhan sum, 

Khentii 
Ad/ 

Unknown 1 

5/1/2002 Demoiselle crane 
Anthropoides virgo 46O39'55.9" 109O35'53.2" Darkhan sum, 

Khentii 
Ad/ 

Unknown 1 

5/1/2002 Daurian Jackdaw 
Corvus dauuricus 46O39'55.9" 109O35'53.2" Darkhan sum, 

Khentii 
Ad/ 

Unknown 1 

 
The main basics of Mongolian and Korean joint research and future trends   

A total of 45 species from 3 families of raptors are known in Mongolia. According to Whoo-Shin 
Lee, et al. (2000) and Moo-Boo Yoon (1995), a total of 30 species from 3 families are recorded in 
Korea. 86.04% of all raptor species of Mongolia entered in the II Appendix and 86.66% of raptor 
species of Korea in the II Appendix of CITES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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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between species status of  Mongolia and Korea, collecting samples and available 
month 

Latin name of species  
(sub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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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andionidae 
Pandion haliaetus haliaetus B, m, r Nb, Pm, wv, r  +      +   +   

        Family: Accipitridae 
Pernus apivorus   B?, m, r -        +   +   
Pernus ptilorhynchus orientalis B?, m, vr Nb, Pm, uc        +   +   

Milvus migrans  lineatus  
B, m, a Nb, Re/r, wv/uc <20 blood; 

<50 feather
      + 

  
+ 

  

Circus cyaneus cyaneus  
B, m, c Nb, wv, c >10 blood;

<10 feather
 +    + 

  
+ 

  
Circus macrourus   Nb, m, r -        +   +   
Circus pygargus   Nb, m, r -        +   +   
Circus melanoleucus  B, m, r? Nb, Pm/r, sv/r   +    +   +   

Circus aeruginosus  
B, m, c  >10 blood; 

<10 feather
      + 

  
+ 

  
Circus spilonotus B, m, r Nb, wv, uc   +    +   +   

Accipiter gentilis schvedowi  
(buteides) 

B, m, c Nb, wv, uc >5 blood;
<10 feather

 +    + 

  

+ 

  

Accipiter nisus nisosimilis  
(nisus) 

B, m, c Nb, re, uc >5 blood; 
>10 feather

 +    + 

  

+ 

  
Accipiter soloensis  B, sv, c                
Accipiter badius   Nb, m, v?         +   +   

Accipiter gularis gularis  
(sibiricus) 

B, m, r Nb, re, uc 

 

      + 

  

+ 

  

Buteo lagopus menzbieri  
Nb, m, wv,  r Nb, wv, sc >5 blood; 

>5 feather
      + 

  
+ 

  

Buteo hemilasius hemilasius 
B, r, a Nb, wv, r <50 blood; 

<100 feather
      + 

  
+ 

  
Buteo rufinus rufinus   Nb?, m, wv, vr         +   +   
Buteo buteo japonicus B, m, c? B, wv, c        +   +   
Butastur indicus  B, Pm, uc                
Circaetus gallicus heptneri Nb?, m, r         +   +   
Spizaetus nipalensis orientalis  Nb, m, v Nb, v        +   +   
Hieraaetus pennatus   B, m, r         +   +   
Hieraaetus fasciatus   M, v         +   +   

Aquila nipalensis nipalensis 
B, m, a Nb, v >10 blood; 

<20 feather
      + 

  
+ 

  

Aquila clanga  
B, m, r Nb, wv, 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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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la heliaca heliaca   B, m, c Nb, wv, r ?    +   + + +   

Aquila chrysaetos japonica  
(chrysaetos, daphanea)  

B, m, c B, re/r, wv/r >10 blood; 
<20 feather

 +    + 

  

+ 

  
Haliaeetus leucoryphus  B?, m, r      +   +   +   

Haliaeetus albicilla albicilla 
B, m, r B, re/r, wv/sc >3 blood; 

>5 feather
+ +    + + + 

  
Haliaeetus pelagicus  Nb, wv, r     +           

Gypaetus barbatus aureus  
B, re, c? Nb, v > 4 blood; 

>4 feather
      + 

  
+ 

  
Neophron percnopterus 
 percnopterus     

B?, m, r?  
 

      + 
  

+ 
  

Spilornis cheela  Nb, v                

Aegypius monachus   
B, m (Re),  a Nb, wv, sc <15 blood; 

<30 feather
 +    + 

  
+ 

  
Gyps fulvus  fulvus M, r         +   +   
Gyps himalayensis   m, vr   +      +   +   
Falco rusticolus   Nb, wv, vr       +     + + 

Falco cherrug milvipes 
B, m (re), c Nb, v <30 blood; 

<60 feather
      + 

  
+ 

  
Falco peregrinoides  m, vr       +     +   

Falco peregrinus pealei,  
japonensis (peregrinus)  

B?, m, r B, re, sc 

 

 +  +   

  

+ 

  

Falco subbuteo subbuteo 
B, m, c Nb, sv, uc >10 blood; 

>10 feathers
      + 

  
+ 

  
Falco columbarius insignis  B, m, r Nb, wv, uc        +   +   
Falco vespertinus   m, vr Pm        +   +   

Falco amurensis  
B, m, c B, Pm, r >30 blood; 

>30 feather
      + 

  
+ + 

Falco naumanni  
B, m, c  >10 blood; 

>10 feather
   +   + + +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tinnunculus) 

B, m, a B, re, c >8 blood; 
>10 feather

 +    + 

  

+ 

  

                                          Total    3 10 5 3 40 4 43 2 
 
Abbreviation: 
B - Breeding     Nb-  Non-breeding 
m - Migratory    wv- Winter visitor 
sv - Summer visitor    Pm-  Passage migrant 
re-  resident or all year around stay  v-  Vagrant (recorded only once and twice 
vr-  Very rare    r- Rare 
c- Common    sc-  Scarce 
uc-  Uncommon    a-  Abundant 
?-  unclear      ( )-  Subspecies which occurs in Mongolia 
Mar. – March;  Apr. –April;  Jun.- June;  Jul.- July;  Aug. –August;  Sep.- September 
 

According to data of Table 3 and Piechocki (1968), Kozlova (1975), Shagdarsuren (1984), 
Fomin&Bold (1991), Dawaa et al. (1994), Bold et al. (1996), Sumiya&Batsaikhan (1999), 
Nyambayar&Bold (1999), Gombobaatar et al. (2000), Bold et al. (2002), Gombobaatar et al. (2003), 
the following topics of biology ecological research and conservation works for raptors will be very 
important to the Mongolian and Korean futur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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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o conduct the detailed research of biology-ecological studies (classification, migration, 

number, density, breeding biology, mortality, etc) and conservation for Mongolian steppe 
raptors.   

o To collect any sample from dead birds by poisoning incident from Mongolia and analyze it in 
the laboratories of Korea and make the statement to the local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Mongolia.  

o To build more than 500 artificial nests for reducing Brandt’s vole numbers based on 
improving the breeding success and reproduction of Upland Buzzard, Saker Falcon and 
Steppe Eagles in the steppe.  

o To investigate migration route for raptors (Golden Eagle, Steppe Eagle, Amur falcon, and 
Hobby from Mongolia) which play the significant role of the Mongolian steppe and forest 
ecosystems using the satellite telemetry. It would be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conservation work in Mongolia, Korea, other Asian countries and the World.  

o To conduct comprehensive studies for raptors and rodents such as Brandt’s Vole in the steppe 
zone of Mongolia. 

o To organize the detailed investigation on levels of destroying and influence of raptor nests on 
poles of high power electric line during breeding season (March-end of July) of Central 
Mongolia. 

o Mongolian and Korean joint research will focus on forest raptors (Goshawk, Hobby, Amur 
falcon, Common Kestrel), which are breeding in both countries and rare species (Osprey, 
White-tailed Eagle, Golden Eagle). Since 2000, joint field team members of Germany and 
Mongolia have established study areas in the pine and mixed forest of North Mongolia and 
investigated breeding biology, mortality, migration (ringing) and conservation of Amur falcon 
Falco amurensis, Hobby Falco subbuteo and Common Kestrel Falco tinnunculus in these 
areas. More than 50 breeding pair nests of Amur falcon, less than 10 breeding pair nests of 
Hobby, and less than 10 breeding pairs of Common Kestrel were checked and ringed by field 
ornithologists each year. The research program of the study finished this year. Our knowledge 
of study areas, working condition, number of breeding pairs and location of all known nests of 
raptors in the area will help us to continue the cooperative research for Korean and Mongolian 
raptor biologists future. 

o To collect and analyze blood samples from raptor species for which systematics are unclear. In 
Mongolia, systematics and distribution of Altai falcon (Falco altaicus?) in the Altai mountain, 
is completely unknown. Upland buzzard is polymorph species. Many color variations occur in 
Mongolia. There is no scientific research and publication on the topic.   

o To train young scientists from Mongolia for DNA sequencing method in Korea 
 
Discussion 

Upland buzzard. One of the important explanation on the half and “stripe type” feather of tarsus of 
the buzzard is the hybrid hypothesis. The half or “stripe-type” feathered tarsus are the identification 
feature of the “hybrid buzzard” between Upland and Long-legged Buzzards (Figure 3). Our 
observation on such feathered tarsus of Upland buzzard shows that feather types of the tarsus are not 
distinguishable field characters for two species of buzzards. Future Mongolian and Korean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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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study on the topic will be very important to know that this morphological character is right 
guide to buzzard species identification in the field. 
 

Steppe Eagle. The electrocution was one of the main threats of Steppe Eagle in Central Mongolia. 
The percentage of death caused by electrocution was high in spring and the beginning of summer. 
During the migration and beginning of breeding time, the eagle perched on poles of high power 
electric line and telegraph which locate in high density of Brandt’s vole and easily electrocuted. Some 
old carcasses were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s. It is likely to some individuals 
poisoned in the Darkhan study area. One of the main aim of joint research for Steppe raptors (Steppe 
eagle) would focus on collecting and analyzing samples from dead birds in an area where used 
rodenticide.   
 

Saker falcon. Mortality from electrocution of adult Saker falcons in the study areas increases in 
spring. Electrocuted dead young or new fledglings were found under the wooden electric pole. New 
fledglings do not have any experience with wire and poles of the high power electric line.  
Reasons for the high electrocution mortality of Saker falcon and other raptors in Central Mongolia are 
related to the following:  

o Isolator and wires were constructed close together by electricians (old power line 
construction)  

o Steppe raptors prefer to build the nest on top of wooden parallel cross-pieces of “A type” 
wooden pole and bring nest materials to the building nest   

o Raptors perch on poles in the area, where there is a high density of Brandt’s vole of the steppe 
zone 

o Local electricians, who work on gold mine and railway stations, have constructed the 
additional small old-type transformers on wooden poles, which connect between major 
electric line and these stations since established many gold mine companies in the steppe.   

 
Arabian and Kuwait trappers with legal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visited Mongolia and started 

to trap Sakers in the countryside at the beginning of September, 2002. It continued up to mid October 
of the year. The Saker population range is quickly declining and it has been reduced to two 
populations: western-central European and Siberian-Mongolian population. East Ukraine, Central 
Kazakstan and Chinese populations have disappeared or are severely overexploited. In Mongolia 
largely due to Buddhism, the nests are left alone and production is good, but trappers are increasingly 
concentrating on this reserve (Barton, 2002). Considering Barton’s paper of 2002 and exporting 
numbers of Saker falcons in Mongolia, we can conclude that Mongolian Saker population could 
swiftly decline.    
 

Raptor mortality caused by rodenticide in Mongolia. According to Avirmed (2003), the main factor 
of Brandt’s vole number increasing is climate change such as drought. Batsaikhan et al (2001) 
mentioned that this vole prefers the environment with sparse and short vegetation, often caused by 
overgrazing of livestock (cattle). This means that vole distribution and its high number coincides with 
pasture of livestock. Many countries are in a state of disaster, because chemical usage against insect 
and rodents, which led to the mass death of thousands of animals in the ecosystem. Therefore, we 
should not practically repeat these worst activities. The temporare movement of local cattle breede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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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high vegetation areas with their cattle is environmentally safe and progressive ways to solve this 
national problem of relationships between cattle and steppe ro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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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disease occurrence in migratory birds visiting Korea and  
their potential risk of international spread of livestock diseases 

 

한국에 도래하는 철새의 질병 발생동향 및 국가간 가축질병 전파 위험도 

 
KIM, Jae-Hong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 Korea 

 
Abstract 

With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chances of human exposure to new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iseases, and danger of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are increasing. New vicious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ARS and Nipah virus continuously emerge, and diseases previously restricted to 
remote, local regions may suddenly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Wild animals, particularly 
migratory birds periodically moving long distances, are known to be a factor in spreading diseases 
across national boundari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417 species of birds inhabit 
South Korea. Among these  86% (358 species) are seasonal visitors (2001.7), with some flying to and 
from countries with various dangerous infectious diseases. Some examples of malignant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not indigenous to the Korean peninsula are: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vian 
cholera, and duck viral enteritis (these are especially dangerous to domestic fowls), West Nile virus 
infection, and foot-and-mouth disease. Thus,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continuously monitor the possibility of transmission of such diseases by collecting and testing feathers 
and feces of wild birds. However, we should keep in mind that our knowledge on disease transmission 
by the migratory and wild birds is very limited. To understand the epidemiology of disease spread 
among wildlife, livestock, and human, we need broader and continuous study on the host-pathogen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ecological system. 

 

요약 

인간의 사회생활이 현대화되고 생활의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새로운 환경조건에 노출되기도 하고 

새로운 질병이 유입되거나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사스나 니파바이러스 등 

새로운 악성 전염병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가 하면, 지구의 오지에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갑자기 지구의 다른 쪽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질병의 확산 문제 중 야생동물,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경우 질병을 먼 거리까지 전파하는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는 모두 417종으로, 이중 86%에 달하는 358종이 철새로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001.7), 이러한 철새 중 일부가 국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정질병발생국가로부터 왕래를 하고 있다. 국내 비발생 질병 중에서 특히 가금에게 위험도가 높은 

악성 전염병으로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가금콜레라와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이 있으며 

가축전염병으로는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증, 구제역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의 깃털과 분변 등을 채집하여 이러한 질병들의 국내 

유입가능성 등을 예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새 혹은 야생조류와 관련된 질병 전파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야생동물, 가축, 인간 사이에 전파되는 전염병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틀 안에서 숙주-병원체의 관계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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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구촌의 개방화와 자연환경의 도시화는 문명사적 면에서는 나름의 가치가 있겠지만,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 면에서 보면 환경파괴를 촉발함으로써 인류와 동물에게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 

전염병의 확산을 조장할 위험성이 더 농후하다. 사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말레이지아), 에이즈, 

에볼라출혈열 등과 같이 전혀 새로운 악성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미국의 

웨스트나일병,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프트계곡열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던 

질병이 갑자기 지역적 제한성을 뛰어 넘어 다른 공간 또는 국가로 확산되기도 한다.  

  국가간의 특정 전염병의 확산에 있어서 야생동물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국내 광견병 발생례를 

보아도, _85년부터 _92년까지 8년간 발생이 없다가 _93년 철원에서부터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와 오소리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부터 확산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2002년도에 독일에서 야생멧돼지에 의하여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야생동물을 통한 

질병전파의 전형적 사례이다.  

  야생동물의 생태는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대변한다고 한다. 그 중 철새의 서식 도나 분포나 

이동경로는 습지나 갯벌의 보존과 접한 연관성이 있다. 더구나 국경을 초월하는 철새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특정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새에 의한 질병의 전파는 철새의 종류가 대단히 많고 이동공간이 넓은 데다 매개 가능한 

병원체의 종류가 다양한 데 따르는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로 인하여 그 연구성과가 매우 부족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과 발생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에 의한 질병 전파 위험성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류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조류는 417종이며, 그 중 텃새 59종을 제외한 

358종이 철새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여름 철새 68종, 겨울 철새 114종, 통과 철새 109종, 길잃은 

새(迷鳥) 67종으로서 철새가 86%를 차지하고, 그 중 겨울 철새 및 통과 철새가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4년에 러시아와 철새보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국내와 러시아를 왕래하는 철새 

337종에 대하여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중 겨울 철새는 총 139종으로서 청둥오리, 가창오리,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혹부리오리의 순으로 개체수가 많으며, 천수만, 해남 고천암호, 동진강, 

아산만의 순으로 서식분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통과 철새는 봄과 가을에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도요새와 물떼새류이다. 이들은 여름에 중국, 러시아, 알라스카에서 번식을 하며, 그 후 

월동지인 호주 및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동하면서 가을에 우리 나라의 강화도, 영종도, 

아산만, 만경강 하구 등의 습지를 경유하여 통과하게 된다. 월동 후 봄이 되면 월동지역을 떠나 

번식지를 향하여 북상하면서 봄에 우리 나라를 다시 통과하는 것이다. 그 중 민물도요, 붉은어깨도요, 

큰뒷부리도요, 개꿩 등의 순으로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의 전염병 전파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도래 철새의 이동경로 상에서 우리 나라와 관련된 국가는 

상당히 많으며, 이들 나라와 우리 나라와는 역학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몽고(독수리) 및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아시아 국가(저어새 등)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알래스카(아비) 등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에 도래하는 철새의 서식지, 번식지 또는 

경유지와 관련이  있으며(그림 1), 국가간 전파의 우려가 높은 병원체로는 특히 고병원성 Avian 

Influenza Virus, Paramyxovirus, Pasteurella multocida, Salmonella spp.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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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철새의 이동경로 (국립환경연구원, 2002) 

 

3. 국내 야생조류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매우 다양하지만, 연구 추진현황은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극히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한편, 많은 야생조류가 다양한 병원체에 의하여 감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현성 감염에서부터 폐사 등의 심한 임상증상까지 종별 또는 개체별로 광범위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생물학적 매개체 또는 기계적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야생조류에 의한 질병의 

전파양상은 미지의 영역이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야생조류와 관련된 특정질병의 역학적 연구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과 같이 야생조류에는 질병 증상이 없이 불현성 감염으로 지나가지만 닭, 오리 등의 

가금류에 감염되면 심한 증상과 폐사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질병도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질병이라는 

개념으로만 보기에는 다소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기서는 야생조류의 질병이라는 개념 외에 야생조류에 감염되는 병원체라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면이 있으며, 그 중 우리 나라에 도래하는 철새에 

의하여 국내 가금 또는 가축에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주요 전염병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역학적인 

부분을 위주로 기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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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러스성 질병 

 1)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조류에 감염되는 AI 바이러스(AIV)의 종류는 혈청형 분류상으로 A형이며, 

혈구응집소(Hemagglutinin, H) 항원성에 따른 15종과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N) 항원성에 

따른 9종을 조합하면 A형에서만 이론적으로 135종의 아형(subtype)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야생조류나 철새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AIV가 분리 보고되고 있고, AIV의 병원성 또한 같은 

아형이라도 무증상 감염에서부터 고병원성으로 인한 몰사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금류와 

야생조류가 접촉하거나 가금류의 관리인이 야생조류와 접촉할 경우, 직간접 접촉전염을 통하여 야생 

생태계의 AIV가 가금류로 전염되며, 따라서 AIV는 역학적으로 야생조류와의 복잡한 생태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AIV 아형의 분포, 아형간의 교차방어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양계산업에서의 AIV 방역은 어느 질병보다 어렵다.  

국내 양계장에서도 지역에 따라 50% 이상의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는 계군도 있지만 국내 AIV는 

병원성이 비교적 낮은 저병원성 H9N2 형의 바이러스이므로 폐사에 의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고 

산란저하와 같은 생산성 저하피해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고병원성 AIV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닭에 감염시 

호흡기 및 소화기증상, 신경증상, 내장 출혈 등의 특징적 소견과 함께 거의 100%에 이르는 폐사율을 

나타낸다.  

 

  2)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ND) 및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yxovirus) 감염증   

  야생조류는 AIV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paramyxovirus(PMV)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역학적으로 볼 때 여러 모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PMV는 유사한 점이 많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MV에는 9종의 혈청형이 있으며, 그 중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PMV 1형의 뉴캣슬병바이러스(NDV)라 불리는 것으로서 NDV의 병원성도 AIV처럼 

다양하다. 양계산업에서는 고병원성 AI와 유사한 악성 질병으로 분류된다. AI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1926년경부터 이미 발생하여 현재까지 양계산업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단일 

혈청형이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방어효과가 좋아서 방역상 어려움은 AIV보다 덜 하다. 따라서 국내에 

다발하는 NDV보다는 야생조류를 통하여 다른 혈청형의 PMV가 유입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조류 paramyxovirus(PMV)의 종류와 숙주 및 병원성 

혈청형 1차 숙주 기타 숙주 관련 질병 

 PMV 1  

 PMV 2  

 PMV 3  

 PMV 4  

 PMV 5  

 PMV 6  

        

 PMV 7  

 PMV 8  

 PMV 9  

 닭,꿩,메추리 등 

 공작류,칠면조   

 칠면조  

 앵무새류  

 오리   

 잉꼬류, 

 오리,거위   

 비둘기류   

 오리,거위    

 오리    

 대다수의 조류 

 닭, 앵무류, 뜸부기류 

 없음          

 공작류        

 거위, 뜸부기류 

 없음          

 칠면조 

 없음 

 없음 

 없음        

 뉴캣슬병, 조류별로 증상다양 

 호흡기 증상, 산란저하 

 산란저하, 호흡기증상 

 미확인 

 불현성 감염(오리) 

 미확인 

 불현성(오리,거위) 

 미확인 

 미확인 

 불현성 감염 

(Diseases of Poultry, 10th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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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두(Fowl Pox) 또는 조류 두창(Avian Pox) 

  Poxvirus에 의하여 피부에 두창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닭에서는 피부형과 호흡기도 내에 치즈모양이 

결절이 생기는 디프테리형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닭에 감염되면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야생조류에서는 종별로 다양한 감수성 차이가 있다. 야생조류에서는 특히 명조류(song bird)나 

해조류(marine bird)에 발생이 많다. 국내에는 오래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새에 의한 

국가간 전파 우려는 없으며 흡혈모기에 의하여 종간의 전염이 일어난다. 

 

  4) 조류 비기관염(Avian Rhinotracheitis, ART) 

  ART는 칠면조와 닭의 질병으로서 뉴모바이러스 감염증(Pneumovirus infection) 또는 칠면조 

비기관염(Turkey Rhinotracheitis, TRT)으로도 불린다. 단일감염으로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대장균증 등 병원성균과 복합감염되어 호흡기증상, 두부 종창, 폐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국내 계군에도 이 병에 대한 항체가 다수 검출되고 있어 이 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병원체의 분리 보고는 아직 없다.  

  최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야생조류 또는 철새에서 이 병에 대한 병원체가 다양하게 분리되고 있고 

항체 분포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야생조류 또는 철새에 의한 지역간 전파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Duck Viral Enteritis, Duck Plaque) 

  허피스바이러스(Herpesvirus)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치사성이 매우 높은 급성 질병으로 물새류 

중에서도 오리, 거위, 백조만 감수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례가 없으나 유입 위험성은 

상존하므로 주의를 요하는 오리의 질병이다.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감염되어도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야생오리에서는 출혈성 설사(혈변)가 특징적이다. 감염 후 회복된 조류는 

보균계가 될 수 있으며 전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리나 거위, 백조류의 철새는 국내에 이 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세균성 질병 

  1) 가금콜레라(Fowl Cholera) 

  Pasteurella multocida의 감염에 의하여 나타나는 조류의 악성 전염병으로서 국내 가금에서는 아직 

발생보고가 없다. 그러나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 감수성이 있는 철새에 발병하면 갑작스러운 

떼죽음이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충청남도 서산의 천수만 인근 

간척지에 서식하는 철새류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그 당시 12,431수의 철새류가 이 병으로 집단 

폐사하였는데 특히 가창오리가 7,079수의 폐사를 나타내어 가장 피해가 심하였다. 다음으로 

청둥오리 363, 고방오리 340수 등 집단 폐사의 양상을 나타낸 바 있다.  

 

  2) 살모넬라 감염증(Salmonellosis) 

  살모넬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자연계에 거의 2,30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닭의 추백리와 

가금티푸스균을 제외한 다른 살모넬라균은 숙주 영역이 넓어서 사람, 포유류, 조류 등 종간의 

교차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추백리와 가금티푸스는 국내 양계산업에서 흔한  질병이며, 그 외 

대부분의 살모넬라 감염증은 파라티푸스(Paratyphoid)라는 별도의 병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파라티푸스균 중 Salmonella typhimurium 등 다수의 균은 사람에게도 식중독을 일으킨다. 국내 

양계장에도 파라티푸스가 흔하게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하지만 임상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염의 직접적인 피해는 덜하다. 야생조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살모넬라균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계장으로 야생조류가 출입할 수 있다면 이들에 의한 살모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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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기타 질병 

  가금에서와 같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Mycoplasmosis)에 의한 호흡기 증상이 야생조류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금결핵, 앵무병, 곰팡이(Aspergillus fumigatus 등)가 많이 자란 곡류를 

섭취한 야생조류에 나타나는 곰팡이성 폐렴(Aspergillosis), 콕시듐증, 캔디다증 등도 야생조류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별로 감수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만 할 것이다.  

앵무새류의 야생조류가 많은 국가에서는 Chlamydia psittaci에 의한 앵무병도 흔히 발생하며, 이 

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의 분포로 볼 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외국에서 야생조류에 발생하는 질병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웨스트나일열은 우리나라의 일본뇌염이 동남아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듯이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미 등지에서만 발생하던 모기 매개성 질병이었으나 1999년에 어떤 경로를 

따라 미국으로 전파됨으로써 점점 북미 전역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고, 해마다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으로의 유입경로는 야생조류  등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야생조류의 종에 따라 감수성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종류의 야생조류와 철새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NV)에 감수성을 나타내며, 까마귀 등에 감염시에는 많은 폐사가 나타난다. 

감염된 조류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 말 등을 흡혈했을 때 이 병이 전염되는데, 이 경우 일본뇌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말에 감염 시 폐사 피해가 크다.  

 

4. 국내 야생조류에 대한 질병 검색 결과 

  2000년 이후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에 진단 의뢰된 야생조류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총 49건 중 유기인계 농약(6종) 중독이 24, 가금콜레라 3, 곰팡이성 

폐렴 1, 출혈성 췌장염 1, 살모넬라감염증 1, 창상 3, 탈수 3, 기타 1(탄분증; Anthracosis), 부패로 

인한 진단불가 4, 원인불명 4, 정상 2건이었다(표 2).  

그 중 농약중독은 편의상 유기인제 6종, 즉 Parathion, Diazinone, Monocrotophos, 

Phosphamidon, EPN, Carvofuran에 대하여만 검사하였으므로 탈수나 원인불명 건은 다른 종류의 

농약에 중독되었을 경우 검출이 안됨으로써 원인불명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질병 중 농약중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환경보호단체나 대중매체의 환경과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의 살포가 매우 심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질병발생 면에서는 가금콜레라(FC)를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가금에는 비발생인데 

비하여 철새류에는 2년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진단 의뢰된 야생조류 중 종류별로 보면, 독수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둥오리 7건, 

가창오리와 원앙, 쇠기러기, 재두루미가 각 4건, 비둘기 2건, 그 외에 흰꼬리수리, 저어새, 두루미, 

흑두루미, 큰고니, 백로,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아비조, 호랑지빠귀, 멧비둘기, 물닭, 큰논병아리, 

올빼미가 각 1건이었으며 대부분이 텃새가 아닌 철새로 분류되는 것이었다. 

표 2에서 보는 질병진단 현황은 진단 의뢰된 가검물에 한정된 자료이고 따라서 야외에서의 질병 

발생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생 경향치에 대한 추정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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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표 2. 최근 4년간 국내 야생조류 질병진단 현황(대상: 진단 의뢰 가검물) 

진단명 
연도 종류 건수 

FC 중독 곰팡이성 살모넬라 창상 탈수 기타 불명/불가 정상

독수리 6   3       1   1 1 

가창오리 3 2 1               

청둥오리 3   2           1   

원앙 2   2               

쇠기러기 1   1               

올빼미 1   1               

기타 3         1     2   

2000 

소계 19 2 10     1 1   4 1 

독수리 2   1         1     

청둥오리 2   2               

아비조 1             1     

원앙새 1   1               

2001 

소계 6   4         2     

독수리 2   1           1   

비둘기 2   2               

가창오리 1 1                 

백로 1       1           

쇠기러기 1   1               

재두루미 1   1               

흑두루미 1   1               

큰논병아리 1     1(복합)             

기타 1         1         

2002 

소계 11 1 6 1 1 1     1   

재두루미 3   2             1 

청둥오리 2         1       1 

쇠기러기 2   2               

고방오리 1           1       

흰뺨검둥오리 1               1   

저어새 1             1(기생충)     

원앙새 1               1   

물닭 1           1       

소계 12   4     1 2 1 2 2 

2003 

(10 월현재) 

총계 48 3 24 1 1 3 3 3 7 3 

 

5. 철새에 의한 조류와 가축 전염병의 국가간 전파 위험도 

 가. 가금의 전염병 

앞에서 기술한 야생조류 발생 질병 중 철새의 이동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전파,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국내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만, 외국의 보고례와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의 종류, 

철새가 서식하는 번식지와 월동지가 있는 국가, 경유 국가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할 

것이며, 국내에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분포되어 있는 병원체는 전파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국가적인 

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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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별로 보면, 가금티푸스의 유입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0년도의 야생조류 발생은 집단폐사의 양상을 나타내어 많은 피해가 일어났으며, 

2002년에도 가창오리에서 1건의 가금티푸스가 검색된 것으로 보아 외국의 보고례와 같이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류에도 가금티푸스의 원인체인 Pasteurella multocida의 감염률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정시기에 도래하는 철새의 서식 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기상조건이 

악화되는 등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질 경우 언제든지 집단적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들 철새를 통하여 국내 가금류에 전파된다면 국내 가금 사육업계는 큰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금티푸스와 함께 유입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는 AIV를 들 수 있다. 다행히 국내 가금농장에는 

1996년부터 저병원성 H9N2 AIV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만  발생함으로써 고병원성 AIV에 의한 

피해는 당장은 걱정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한 조사와 사전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AIV의 유입 위험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철새에 의하여 국가간 질병 

전파의 우려가 가장 높은 질병중 하나이다.  

ND에 있어서도 야생조류로부터 다양하게 전파될 수 있으나 이미 국내에는 강독 NDV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간 전파 위험성 평가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 외에도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은 국내 오리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질병의 하나로서 국내 유입시 

결정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다. 야생오리류나 거위류 또는 백조류의 철새와 사육오리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 도래 철새가 거치는 국가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주로 러시아(시베리아), 중국, 몽고, 

동남아시아, 호주 등의 오세아니아주 외에 일본,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국내 

비발생 질병으로서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성 전염병을 보면 고병원성 AI, 가금콜레라 및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정도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공식적인 조사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질병이 철새를 통하여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가축질병 중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질병은 구제역 등 몇가지를 

추정할 수 있으나 철새가 생물학적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기계적 매개체 역할만으로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병원체의 자연적 소멸에 의하여 국가간 전파 위험성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나. 가축의 전염병 

  조류와 포유류가 공통적으로 자연숙주인 전염병은 매우 드물다. 가축에 대한 야생조류 또는 철새의 

질병 전파 위험도는 Salmonella spp. 등 일부 병원체를 제외하고는 기계적 전파요인은 있을지 모르나 

생물학적 매개체로서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병원균은 이미 

국내에도 대부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철새에 의한 국가간 전파 위험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철새에 의한 질병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질병은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이 없지만 근래에 미국에서 

사람과 야생조류에 새로이 문제시되고 있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NV)를 들 수 있다.  WNV는 

모기를 매개체로 하여 야생조류나 철새가 주요 숙주 역할을 하므로 말이나 사람도 감염모기에 물리면 

이 병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 있다. WNV를 매개하는 모기는 우리 나라에도 분포하지만 다행히 이 병은 

아프리카, 유럽, 중동 및 북미 등지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동아시아권에는 발생이 없다. 또한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의 서식지 또는 월동지가 있는 국가에서도 아직 이 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동아시아권 어느 국가에 이 병이 

출현한다면 야생조류나 철새에 의한 전염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등장할 위험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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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병은 AIV를 들 수 있다. 그 중 H1형과 H3형은 조류와 돼지에 공통적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의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중 일부는 조류에서 돼지로 감염된 

후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병원성 변화로 사람에 대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에 독감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AIV는 자연생태계에서 야생조류와 

관련되어 역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WNV 또한 야생조류에 의한 국가간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하지만 만약 동남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국가에 이 병이 발생할 경우, 국내 전파 위험성은 대단히 높아진다고 보아야 한다. 

2000년 국내에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구제역 발생국인 몽고와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의 

파주, 철원, 양구 등지에서 월동하는 독수리에 대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기계적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다. 독수리의 깃털을 수집한 후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하였던 결과, 2001년도 6건, 

2002년도 31건, 총 37건의 시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혀 분리되지 않았다(미발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물론 정식의 연구사업이 아니어서 조사자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건조에 약한 구제역바이러스의 특성상 깃털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도래과정에서 사멸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런 조사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6. 국내 철새류에 대한 질병 예찰(active surveillance) 결과 

  철새나 야생조류 또는 관상조류에 의한 국가간의 질병 전파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매년 야생조류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예찰사업(surveillance)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입되는 조류에 대하여도 국경검역 단계에서 질병 감염여부 검사 등 모든 검역과정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다양한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야생조류나 

관상조류에 대하여는 주로 AIV, NDV, Pasteurella multocida, Salmonella spp. 등에 대한 병원체 

분리 또는 항체검사를 통하여 야외에서의 감염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생태계 변화와 

질병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6년에 야생조류의 AIV 감염실태를 파악하고자 철원, 소양강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조류 51수의 분변으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AIV가 전혀 

분리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표 3). 그러나 시료수가 제한적이어서 이 결과만으로 AIV 감염여부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표 3. 1996년도 가검물 및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AIV 분리 현황 

종 조사지역 시료수 분리결과 

오리(Anas) 

왜가리(Ardea) 

원앙(Aix) 

두루미(Crus) 

고니(Cygnus) 

기러기(Anser) 

황새(Ciconia) 

꿩(Phasianus) 

따오기(Nipponia) 

소양강 

파주, 서울대공원 

문산, 서울대공원 

철원 

파주 

소양강, 철원평야 

철원평야,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9 

3 

2 

14 

6 

6 

5 

3 

3 

음성 

〃 

〃 

〃 

〃 

〃 

〃 

〃 

〃 

계 51 전부 음성 

 (시험연구보고서, 수의과학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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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차에 걸쳐 천수만, 금강, 해남 등지의 철새 도래지에서 총 185 

점의 분변 및 물을 채집하여 AIV와 NDV의 분리를 시도하였던 결과, 1996년의 결과와는 달리 

2002년도 시료 132건에서 5주의 혈구응집 바이러스를 분리하였고, 이들 분리주의 특성을 

확인하였던 결과 모두 AIV로 확인되었다. 바이러스의 분류시험에서 이들은 H1, H3, H4, H5 4종의 

H형으로 밝혀짐으로써 국내 철새에도 다양한 아형(subtype)의 A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존재함이 

확인되었고(표 4, 정확한 typing에 대하여는 추가 연구가 진행중임), 다행히 분리된 AIV의 닭에 대한 

병원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철새를 비롯한 야생조류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국내 가금류의 질병에 대하여도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내 가금류 즉, 닭과 오리에서는 저병원성 H9N2 형의 AIV만 분리되고 있지만, 가금에서의 AI 발생은 

역학적으로 철새와 물새류의 AIV와 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야생조류에서 다양한 아형의 

AIV가 분리 되었다는 것은 변이형 AIV의 출현 또는 고병원성 AIV의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AI 방역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조사 및 예찰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2002-2003년도 철새 분변에서의 AIV 분리 현황 

분리연도 분리숙주 분리건수 subtype 

1 H4 

1 H3 

2 H1 
2002 야생조류 

1 H5 

오리 1 H9N2 
2003 

닭 3 H9N2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7. 맺는 말 

  지구의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자연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자연(또는 그 속에 존재하는 생물)과 인간이 

접촉할 경우 무슨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지, 인간이 자연생태계와 지구환경을 변화시킬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야생조류 또는 철새와 관련된 질병 전파의 위험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밝혀내어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숙주인 야생조류는 물론 병원체에 있어서의 종과 그 특성의 다양성,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발병요인의 다양성 등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의 연구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야생조류와 철새류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 외에도 질병과 환경위생의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한 접근과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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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metal levels in Cinereous vultures (Aegypius monachus) and Hoodes 
cranes (Grus monacha) in Korea  

 
Lee, Doo-Pyo 

 
Honam University, Korea 

 
Abstract 

Nine cinereous vultures and five hooded cranes poisoned by pesticide were obtained from Pajoo, 
Gyunggi province, Korea, during February 1997 and April 1998. Residues of heavy metals were 
analyzed in liver, kidney, muscle, and bone tissue of these species. The prevalence of high 
accumulation of Zn in the liver, Zn and Pb in bones, and Cd in kidneys was commonly found in the 
two species. Cinereous vultures showed the highest Cu and Mn in the livers, but hooded cranes were 
detected the highest Cu levels in muscles, and Mn levels in bones. The trends with Cu and Mn in the 
tissues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species-specific accum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Cu, 
essential metal levels were similar to both species. But the toxic metals such as Pb and Cd were higher 
in cinereous vultures than in hooded cranes. In particular, cinereous vulture that elevated lead levels 
were found in liver (ranging from 3.53 ㎍/wet g to 5.63 ㎍/wet g) and kidney tissues (ranging from 
5.29 ㎍/wet g to 9.80 ㎍/wet g). Presumably, these levels were considered to be high to cause lead 
poisoning, The hooded crane that was detected liver lead concentrations ranging from 1.35 ㎍/wet g to 
4.61 ㎍/wet g, and kidney lead levels ranging from 1.26 ㎍/wet g to 5.22 ㎍/wet g, respectively. All 
cadmium values of tissues were low levels in cinereous vultures (0.09 ㎍/wet g in liver) and hooded 
cranes (0.03 ㎍/wet g in liver).  
 
Introduction  

Cinereous vultures :  
Falconiformes, Accipitridae, Aegypius monachus  
Status as migrants : winter visitor  
Breeding area : Tibet, Mongo  
Wintering sites in Korea : Paju and Cholwon,  
                            Gyunggido province  
Size of wintering population : 300-400 individuals  
Conservation : natural monuments No. 243  
 

Hooded crane :  
Gruiformes,  Gruidae,  Grus monacha  
Status as migrants : winter visitor  
Breeding area : Russia  
Wintering sites in Korea : Sunchon bay  Jollanamdo province   
Size of wintering population : 100-150 individuals  
Conservation : natural monuments No.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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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heavy metal levels of the vultures and cranes, no data exist in the literatures due to the rare 
species around the world. Fortunately, we obtained some carcasses poisoned by pesticides 
(phosphamidone).  To obtain information for heavy metal accumulation of these species, we analyzed 
the heavy metals in their tissues.  
 
Metal & Methods  

 Of 19 cinereous vultures poisoned by pesticide, 9 carcasses were collected at Paju in 1997. and of 11 
hooded cranes poisoned by pesticide, 5 carcasses were sampled at Gimpo in 1998. Residues of heavy 
metals were analyzed in liver, kidney, muscle and bone tissues of these species. For the metal analysis, 
the homogenized samples were digested in the presence of a mixture concentrated nitric, sulfuric, and 
perchloric acid. Metal concentrations nitric, sulfuric, and perchloric acid. Metal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by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AS). All results are given in ㎍/g on wet weight 
basis.  
 
Results  &  Discussion  
  In general, heavy metal levels of vulture and crane were high in the livers and low in the muscle. Mn 
and Zn were also high in the bone, Cd were high in the kidney (Table 1). Such  distribution patterns 
agreed well with the other reports for birds. But hooded cranes were detected the highest Cu levels in 
muscle.The trend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species-specific accum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Cu, essential metal levels were similar to both species. On the other hand, the toxic metals such as Pb 
and Cd were higher in cinereous vultures than in hooded cranes (Figure 1). Lead of cinereous vultures 
were found in liver (ranging from 3.53 ㎍/wet g to 5.63 ㎍/wet g) and kidney tissues (ranging from 
5.29 ㎍/wet g to 9.80 ㎍/wet g). The hooded crane that was detected liver lead concentrations ranging 
from 1.35 ㎍/wet g to 4.61 ㎍/wet g, and kidney lead levels ranging from 1.26 ㎍/wet g to 5.22 ㎍/wet 
g, respectively. In particular, all of 9 samples of cinereous vultures and 2 of the hooded cranes that had 
elevated lead levels (>2㎍/wet g in liver or >3.5㎍/wet g  in kidney) were found (Table 2). Mean lead 
concentration in bones of vultur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other Korea bird species (Figure 2). 
Presumably, these elevated Pb levels might be caused by the digestion of lead poisoned ducks. All 
cadmium values of tissues were low levels in cinereous vultures (0.09 ㎍/wet g in liver) and hooded 
cranes (0.03 ㎍/wet g in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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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ssue metal concentrations(mean±SD, ㎍/wet g) of Aegypius monachus and Grus monacha 

species  Tissue Fe Cu Zn Mn Pb Cd 
Aegypius 342±80.7 10.2±2.18 32.5±8.02 2.30±0.71 4.48±0.62 0.09±0.07
monachus 

Liver 
240～490 6.88～14.0 20.6～42.8 1.42～3.36 3.53～5.63 0.04～0.25

  43.5±18.8 4.01±0.77 28.2±12.0 0.81±0.36 3.81±0.75 0.03±0.01
  

Muscle 
17.2～71.4 2.40～4.49 16.3～50.6 0.37～5.33 3.07～5.33 0.02～0.06

  185±35.8 4.17±0.47 20.2±2.15 1.66±0.49 6.90±1.73 0.19±0.15
  

Kidney 
134～232 3.47～4.85 17.3～24.0 1.25～2.80 5.23～9.80 0.02～0.48

  48.0±24.8 1.23±0.83 77.0±9.53 1.79±0.52 10.9±6.42 0.02±0.01
  

Bone 
27.3～110 0.35～2.81 67.6～99.0 1.04～2.80 2.59～20.3 0.005～0.05

Grus 324±37.6 2.60±0.31 25.8±3.04 1.62±0.57 2.84±1.55 0.03±0.02
monacha 

Liver 
268～363 2.08～2.81 21.4～29.9 0.91～2.24 1.35～4.61 0.01～0.05

  66.1±10.8 5.45±10.3 22.6±3.89 0.81±0.26 2.95±1.59 
  

Muscle 
49.6～77.7 4.43～7.18 18.4～26.4 0.48～1.19 1.48～5.05 

ND 

  191±37.0 2.76±0.36 16.3±2.37 1.63±0.86 2.90±2.07 0.10±0.04
  

Kidney 
136～233 2.27～3.20 13.6～19.9 0.45～2.67 1.26～5.22 0.06～0.15

  36.6±25.9 0.48±0.13 44.3±1.58 2.07±0.42 4.26±1.78 0.02±0.01
  

Bone 
17.3～79.2 0.33～0.65 42.3～46.3 1.57～2.58 3.09～7.26 0.01～0.02

 
 
 
 
 

Table 2. Comparison of Pb concentrations (mean±SD, ㎍/dry g) in raptors 

Conc.(㎍/g dry wt.)  
Liver kidney 

 

Lead category 
Species 

Back 
ground Elvated Toxic Back 

ground Elevated Toxic Refer-ence

Cinereous vultures 
(Aegypius monachus)  13.4    20.7  Pres-ent 

Study 
Steller's sea eagle 
(Haliaeetus pelagicus) 0.06-0.21  75-232 0.06-1.1  67-103 1,3 

White-tailed sea eagle (Haliaeetus albicilla)   76.8-174    58-141 1,3 
Golden eagle  
(Aquila chysaetos) 0.1-0.12 6.3 61 0.08-2.8  24 2,3 

Bald eagle 
(Haliaeetus leucocephalus)   17-21    4 

Bald eagle 
(Haliaeetus leucocephalus)   53-81   39 5,6 

Bald eagle 
(Haliaeetus leucocephalus)   60   21 7 

Califonia condor 
(Gvmnogyps californianus)   21-123    8 

Andean condor 
(Vultur gryphus)   133    9 

King vulture 
(Sarcoramphus papa)   25-221   88-249 10 

 



 

2003 Symposium 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for Wildlife Conservation ▐    45 

 
 

Table 3. Comparison of Cd concentrations (mean±SD, ㎍/dry g) in raptors 

Concn.(㎍/g dry wt.) Tissue 
Species Liver kidney 

Reference 

Cinereous vultures(Aegypius monachus) 0.27 0.57  
Steller's sea eagle(Haliaeetus pelagicus) 0.18 1.0 1 
Steller's sea eagle(Haliaeetus pelagicus) 1.3 5.1 1 
Steller's sea eagle(Haliaeetus pelagicus) 0.61 7.9 1 
Steller's sea eagle(Haliaeetus pelagicus) 0.154 1.31 3 
Steller's sea eagle(Haliaeetus pelagicus) 1.02 1.34 3 
Steller's sea eagle(Haliaeetus pelagicus) 0.609 3.61 3 
White-tailed sea eagle(Haliaeetus albicilla) 0.67 6.5 1 
White-tailed sea eagle(Haliaeetus albicilla) 0.257  3 
White-tailed sea eagle(Haliaeetus albicilla) 0.263 2.28 3 
Golden eagle(Aquila chysaetos) 2.38 7.28 3 
Golden eagle(Aquila chysaetos) 0.338 1.58 3 
Golden eagle(Aquila chysaetos) 0.193 1.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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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issue distributions of heavy metals in Aegypius monachus and Grus min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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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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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Pb bone levels in Korean bir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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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40 REPORT 

Great bustard in Mongolia and future collaboration between Mongolian 
and Korean researchers 

몽골 느시의 현황 및 몽골-한국 느시 연구협력의 전망 

 

TSEVEENMYADAG, Natsagdorjiyn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Mongolia. 

 

Abstract 

The Great bustard was distributed commonly throughout the mountain steppe of Mongolian 
Altai and the depression of Uureg Lake in west, the forest steppe of Khuvsgul in north, the 
Trans-Altai Gobi, the Alasha Gobi, and the Depression of Lakes in south till the end of the 19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 century. During the World War II and its afterward the 
number of high speed gun and automobile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the hunting for 
great bustard rose. Consequently the number and distribution range of great bustard in 
Mongolia began to decrease.Habitually the great bustard is found in plat and hilly areas with 
cheat (or feather) grass (Stipa sp.), river basin, meadow, and sometimes found around a small 
patch of forest. Some wintering populations were regularly observed in the wheat field. Since 
1990 the agriculture industry in Mongolia has been slowed and many people who worked in 
rural area moved to bigger town. Because of these reasons many wheat fields have been left 
vacant and turn out to be suitable habitats for great bustard. Great Bustard is a semi-migratory 
bird. Earliest migrating birds seen on March 20, and latest birds seen on November 5. The range of 
migrating period vary depends on area occurred, and weather and snow cover conditions in particular 
year. Some warmer years we observed the flocks of wintering great bustard with 8-30 individuals 
where snow cover was 7-15 cm thick in Bulgan, Tov, Khentii, and Dornod aimags. We observed great 
bustard males displaying on females on April 20, May 12-31, and June 1. We encountered with birds 
incubating eggs on May 12 and July 5, two or three days old chicks on June 24, and birds recently did 
their first flight on July 31. Based on our observations we conclude that the great bustard usually begin 
to lay eggs at the beginning of May, but later than usual in some particular years in Mongolia. We 
analyzed stomach contents of great bustards from two seasons. Insects comprised 52,3 % and plants 
37,6 % of great bustard food in summer. Some 88,8 % of plants, and 11,2 % of insects were found 
from the specimens obtained in spring. We collected information on great bustards from all incidental 
observations made by researchers since 1961 in Mongolia, and analyzed number, time period,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this species. Based on this analyze we conclude that some 1500-1700 individuals 
might occur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There are some abiotic and biotic reasons that negatively 
influence great bustard population in Mongolia such as shifting land to wheat fields, livestock grazing, 
and haying at the suitable habitat, steppe fire, use of pesticides, floating, harsh winter, poaching, and 
predating. In Eastern Mongolia steppe fire becomes the most critical treat to great bustard. For 
example, there was no nesting occurred during the three subsequent years of 1996, 1997 and 1998, 
because of each year’s steppe fire. Conservation measurement. The species is listed in the 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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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Asia, Mongolia and its adjacent countries. Listed on the Appendix II of CITES, and on the 
Appendix I of CMS. This species is protected by law in 1980 in Mongolia. Some breeding areas have 
been included into State Specially Protected areas.  For example, Nomrog, Dornod Mongol, 
Mongolian Daguur, Khan Khentii, Uvs Lake basin are included into Strictly Protected Areas, Onon-
Balj and Khustain Nuruu into National Parks, Lkhachinvandad, Ugtam, Yahi, Toson-Khulstai, Khar 
Ymaat, Nagalkhan, Khognokhaan, and Ikh Nart into Nature Reserves. 

 

현황  

느시는 몽골에서 번식하며, 가끔 따뜻한 겨울에 몽골에서 월동을 하며, 몽골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서 개체수의 감소로 인해 월동지역이 줄어든 희귀종이다. 

 

연구 현황 

몽골에 있는 느시의 분포, 개체수, 이동, 먹이 그리고 번식 생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되어진 

것이 없다. 몽골의 조류상과 특정 지역의 동물계, 천연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시에 대해 모인 

자료를, 앞서 발표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보고된 바 있다(Tseveenmyadag, 

2001).  

 

분포지역 

아프리카 서북지역, 남·중·동부 유럽, 남·중동아시아, 시베리아 남부 지역과 동쪽으로는 몽골, 

아무르강 유역, 중국 동북지역인 헤이룽장성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난다. 몽골 알타이산맥의 

서부지역에서는 Otis tarda tarda, 동부지역에는 Otis tarda dybowskii 의 아종이 각각 분포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소수 개체가 겨울에 월동하는 것으로 기록된 바 있다(Threatened birds of Asia, 

2001). 

19 세기말, 20 세기 초에 느시는 몽골 평원지역 전체와 몽골 알타이 산맥 동북지역, 우륵 호수의 

저지, 북쪽으로 호보소골 호수 근처, 남으로 알타이 고비, 아라싸고비, Depression of Lakes 등 거의 

전 지역에 분포하였으며, 몽골가젤 (Mongolian Gazelle)이 서식하는 곳마다 느시가 관찰되었던 

기록이 학자 E. B. Kozlova(1930, 1975)에 의하여 기록된 바 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로(1945-1970 년) 몽골에서 여러 종류의 총기와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느시 

사냥이 늘어나고, 느시의 분포 지역 및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느시는 오브스 호수 저지, 

테스 강 유역, 델게르 강, 다르핫 저지, 엑, 셀렌그, 오르혼, 토오르, 오논, 올쯔, 헤르렌, 할흐 강 

유역을 따라 국경지역, Depression of Lakes 과 고르반 사이한 산 동부, 북부지역, 사인싼드시 남쪽, 

동쪽으로 국경까지 분포한다(Figure 1). 분포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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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Great Bustart (Otis tarda dybowskii L.) in Mongolia. 

 
몽골에서 서식하는 느시의 년도별 개체수의 변동을 보면(Table 1, Figure 2) 1964 년-1967 년, 

1973 년-1974 년, 1982 년대 관찰 기록이 없었고, 1962 년, 1963 년, 1970 년-1976 년, 1980 년, 

1983 년, 1985 년, 1988 년에 1-5 개 지역에서만 1-9 마리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그 해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느시가 서식하지 않은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68 년, 1977 년-1979 년, 1981 년, 1987 년, 1989 년-2001 년에 

개체수가 많이 관찰된 것은 비교적 개체수가 많이 서식하는 몽골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몽골에서 서식하고 있는 느시의 분포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위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올쯔강 유역(Ulz river basin) 

2. 오논강 유역(Onon river basin) 

3. 헤를렌강 유역(Kherlen river basin) 

4. 할흐(Khalkh)，너므렉강 유역(Nomrog river basin) 

5. 메넨(Menen)，다르강가의 평지(Dariganga steppe) 

6. 토올(Tuul river)，짜마르(Zaamar)，하르보흐(Khar bukh)，오르혼강 유역(Orkhon river 

valley) 

7. 바트한(Batkhaan mountain)，헉너한(Khognokhaan mountain) 

8. 엑(Eg)，셀렌그지역(Selenge area) 

9. 테스강 중부지역(Tes river) 

10. 오브스호수저지(Uvs lake) 

11. 달란짜드갇(Dalanzadgad area)，바양짝(Bayanzag area)（Figt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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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961 년-2001 년까지 관찰된 느시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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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 2 7 18 22 1982 0 0 0 

2 1962 2 2 2 23 1983 5 5 8 nest 1 

3 1963 1 1 4 24 1984 2 3 25 

4 1964 0 0 0 25 1985 2 2 6 

5 1965 0 0 0 26 1986 6 9 15 Pull 1 

6 1966 0 0 0 27 1987 8 12 40 

7 1967 0 0 0 28 1988 3 4 9 

8 1968 6 13 109 29 1989 1 3 25 

9 1969 3 5 21 30 1990 10 14 30 Pull 1 

10 1970 1 1 8 31 1991 4 6 22 

11 1971 2 2 2 32 1992 8 19 61 

12 1972 2 2 5 33 1993 11 13 33 

13 1973 0 0 0 34 1994 31 40 104 Pull 2, egg 2 

14 1974 0 0 0 35 1995 21 23 43 

15 1975 2 2 3 36 1996 13 14 40 pull 3 

16 1976 1 1 1 37 1997 11 12 89 

17 1977 21 31 84 38 1998 37 45 107 

18 1978 8 16 50 39 1999 27 30 187 pull 3 

19 1979 1 3 80 40 2000 50 56 443 pull 3 

20 1980 2 3 3 41 2001 27 34 306 

21 1981 7 7 33 Ｓｕｍ 339 44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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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number of Great Bustard flocks observed between 1961-2002 in every distribution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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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에서는 분포지역별，월별 개체수 변동을 나타나고 있다．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흐(Khalkh)，너므렉강 유역(Nomrog river basin)，올쯔강 유역(Ulz river)，메넨－다르강긴 

평지(Menen Dariganga steppe)，오르혼(Orkhon)，토올(Tuul)，하르보흐(Khar 

bukh)，짜마르(Zaamar)，오논강 유역(Onon river)에서는 3 월 말부터 10 월 중순까지 개체수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중부지역인 바트한，헉너한지역에서는 ５월 중순부터 ７월 

중순까지 관찰되었고 느시 분포지역의 서쪽 국경지대인 테스강(Tes river) 중부지역，오브호수 (Uvs 

lake) 저지에서 ７월 중순부터 ９월 중순과 말에 걸쳐 관찰되었다． 

 

 Table 2. The number of Great bustard flocks observed between 1961-2001 in every distribution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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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느시는 평원，언덕을 포함하는 나래새 일종(Stipa sp.)으로 구성된 초원，강 유역，산림초원에서 

주로 서식하며，봄과 가을에는 주로 농경지에서 서식한다．그리고 겨울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농경지를 택한다．높은 산맥지역에 위치하는 초원과 고비사막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번식 기간 동안 

강，호수 등 물이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몽골은 아직 사람이나 가축이 살지 않는 지역이 남아있다．1990 년부터 농사짓는 일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국경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등에 의해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 및 처녀지가 

늘어남에 따라 야생동물 특히 느시가 서식하는데 있어서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동 

몽골에 서식하는 느시는 semi-migratory 의 한 종류이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 보면 가장 먼저 도래한 개체가 3 월 20 일(Table 3), 가장 늦게 남하한 개체가 

11 월 5 일에 관찰되었다(Table 4).  

 

Table 3. 봄에 가장 먼저 도래한 개체수 

Area Data Individuals 

18.4.1990 6 

23.4.1991 1 

13.4.1995 9 

Dornod, Ulz, Mongol Daguur Strictly Protected 
Area(SPA)  

20.3.1998 2 

20.4.1992 9 
Dornod, Ulz, Bayan-Uul 

20.4.1994 9 

Dornod, Nomrog SPA 29.3.1997 1 

Khovsgol, Tarialan 27.3.2001 12 

Tov, Altanbulag, Tuul river 7.4.2001 1 

 

Table 4. 가을에 가장 늦게 관찰된 개체수 

Area Date Individuals 

Dornod, Symber farm land 23.10.1993 8 

Dornod, Khalkh river, Teregt sand hill 13.10.1994 2 

Dornod, Ulz, Mongol Daguur SPA 14.10.1997 14 

Dornod, Sergelen, Gal river 20.10.1998 2 

Bulgan, Byregkhangai, Ogoomor steppe 22.10.2000 14 

Tov, Zaamar valley 5.11.199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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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느시는 몽골에 3 월 말-4 월 말 사이에 도래하며, 가을철인 10 월 중순부터 남하한다. 

월동하는 기간은 지역, 기후 그리고 강설량에 의해 차이가 있다.  

 

겨울에 관찰된 현황  

E.B. Kozlova(1975)에 의하여 기록된 바를 보면 몽골 고비에서 1923-1924 년 겨울 서로 8-10km 

떨어진 지역에서 10 마리-20 마리 개체수로 구성된 느시 무리들이 월동하였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서 따뜻한 겨울에는 볼간아이막(Bulgan aimag)의 히식온돌(Khishig-Ondor), 테식(Teshig), 

토브아이막(Tov aimag)의 자르갈안트(Jargalant), 짜마르(Zaamar), 헨트이아이막(Khentii aimag)의 

호르흐(Khurkh), 더르넏아미막(Dornod aimag)의 헤르렌(Kherlen), 라그(Lag)호 근처에 1 마리-

40 마리 개체수가 겨울을 나는 것이 밝혀졌다(Tseveenmyadag, 2001) (Table 5). 월동하는 개체수의 

대부분은 주로 농경지에서 서식하고 있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7-15cm 정도 눈이 덮어 있었다.  

 

번식 

수컷은 5 살-7 살, 암컷은 3 살 이후 번식하며, 보통 2 개, 가끔 3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이나 새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식력이 낮다(Hrustov, 

Zaviyalov et al. 2000; Flint, Gabuzov et al. 2000). 느시는 풀이 높게 자란 땅을 조금 파서 둥지를 

만들고 1 일 또는 2 일 간격으로 산란하며 첫째 알부터 품기 시작한다. 21 일-28 일 후에 새끼가 

부화하며 포란과 새끼를 키우는 일을 수컷은 하지 않는다. 몽골에서 서식하는 느시의 번식에 대한 

조사가 많이 미흡하다 (Table 6). 

 

 

Table 5. 1998 년-2001 년에 관찰된 느시 개체수 

Area Date Individuals 

Dornod, Choibalsan 18.12.1998 1 

21-23.12.1998 10  

20.12.1999 23 

14.2.2000 31 

17.11.2000 11 

20.2.2001 8 

27-28.10.2001 48-69 

Bulgan, Khishig Ondor, Sharhiin adag 

31.10.20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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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느시의 번식에 대한 기록 

Area Data Individuals Remarks 

near Omnogovi Gobi tourist camp 21.6.1967 5 male, 1 female 교미춤을 추고 있었다. 
[Mauersberger, 1980] 

 24.5.1968 2 male, 5 female “ 

Dornod, Bayan Uul sum Ulz valley 20.4.1992 9 male “ 

Khentii, Khurkh valley 31.5.1994 6 male, 2 female “ 

Dornod, Khalkh river, Azarga river 30.5-1.6.1995 2 male, 2 female “ 

Dornod Nomrog SPA, Degee river 1.6.1995 3 male, 1 female “ 

Dornod Khalkh river Khavtgai us steppe 12.5.1998 4 male, 2 female “ 

near Onnogovi, Gurvansaikhan, Bulgan 
sum 

12.5. 1 female 복부에 큰 수포가 있음 

near Dornod, Dashbalbar, Iltyryyt 10.7.1994 1 female Hatching egg 

near Uvs, Malchin, Uvs lake 3.7. 1 female 복부에 큰 수포가 많았고, 
마름(야윈) (Potapov,1986) 

Dornod, Nomrog SPA, Khotol lake 24.6.1996 1 female, 3 nestling 새끼가 태어난지 2 일-3 일 
지났음 

near Arkhangai, Og river 7.6.1964 1 female 2 개 알이 나오기 직전 
(난소에) 

near Dornod, Khalkh river Buir lake 12.7.1986 1 female, 1 nestling 새끼가 비둘기만큼  
성장했음 

west north Dornod, Matad, Sangiin dalai  19.7.1990 1 female, 1 nestling 새끼가 멧닭 만큼 성장했음 

Khentii, Batshireet, Khurkh valley 31.7.1994 2 female, 2 nestling 새끼가 가까운 거리를 날 수 
있음 

Khovd, Yench, Baruun khuurain gobi  10.8. 1 female, 1 nestling 새끼가 어미새의 3 분의 2 
만큼 성장했음 (Potapov, 
1986) 

 

몽골국립대학교 생태학 연구실과 독일 느시보호연합에서 공동으로 2002 년 4 월 27 일에서 8 월 

6 일까지 총 40 회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보면 6 월 2 일-17 일 사이에 총 11 개 둥지를 

발견하였다. 둥지 6 개에는 알 3 개, 둥지 4 개에는 알 2 개가 있었으며 나머지 한 둥지에 알이 없었다. 

그러나 고정 조사지역에서 발견된 19 개 알 중에 11 개는 파손되었다.  조사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둥지 4 개 모두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버려져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둥지 알 3 개가 Raven(까마귀의 

한 종)에 의해 파손되었다.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느시가 몽골에서 5 월초에 산란하기 시작하며 어떤 해에는 늦게 산란하는 

경우가 있다. 느시 산란기는 기후 조건 외에 외부환경의 여러 요인(사람, 가죽, 야생동물, 화재, 

갑작스러운 추위, 살충제, 비료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몽골 동쪽에 위치하는 더르넏(Dornod 

steppe) 평지에 들불이 자주 나서 둥지, 알이 파괴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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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느시의 주요먹이는 곤충(벌레, 메뚜기 등), 식물(꽃, 잎, 눈, 씨앗), 가끔 작은 척추동물(쥐, 도마뱀, 

개구리 등)이다(Kozlova, 1975). L. N. Medvedev 등(1972)에 의해 조사된 1971 년 7 월 15 일 

자브한 아이막의 더르벌진솜 이흐보로랄(Zavkhan aimag Dorvoljin sum Ikh Buural mountain) 산 

부근에서 사냥한 느시의 위를 해부한 결과에서 보면 먹이는 식물 37,6%, 곤충 52.3%를 차지하였다. 

그 지역에 분포한 20 종의 식물 가운데 6 종만 느시의 위에서 발견되었으나 그 중 Artemisia frigida 

95%, 아네모네(Pulsatilla turczaninovii) 등 종들이 작은 비율을 자치하였다. 곤충에 경우 4 목 9 과에 

속하는 14 종 232 마리 개체가 발견되었으나 이 중에서 Cerambycidae 35,8%, Tenebrionidae 

34.9%, Carabus 13,2%, Zichya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브아이막 룬솜에 있는 토올 강(Tov aimag Lyn sum Tuul river) 근처에서 1992 년 5 월 12 일 

1 시쯤 사냥한 수컷의 위 해부분석을 한 결과 식물성 먹이 24g, 동물성 먹이 3g 으로 나타났다(B. 

Namkhaidorji, 2002). 식물성이 주요먹이로서 Stipa(Poa, Festuca), Artemisia frigida, Allium 

polyrrhizum, 여러 식물 뿌리, 씨앗, 마른 줄기가 있다. 동물성 먹이에는 4 목, 6 과에 속하는 16 종 27 

마리의 몸통이 발견되었고 머리, 골격, 가슴, 발, 날개, 복부(배) 등 40 개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Lasius niger(개미) 2 마리, Tipula sp. 2 마리, Oedaleus decorus asiaticus 2 마리, Angaracris 

rhodopa 1 마리, Bryodema gebleri 4 마리, Brabyporidae 3 마리, Deracantha onos 1 마리, 

Deracantha onos mongolica 3 마리, Tenebrionidae 9 마리, Curculionidae 13 마리가 나왔다.  

러시아 사라토브(Saratov steppe) 평원에서 봄에 채집된 느시의 위장 2 개와 3 개 지역에서 채집된 

배설물 77 개를 분석한 결과 위장에 식물성 먹이 55%-60%, 동물성 먹이 0%-15%, 돌, 도자기, 유리 

30%-40%을 차지하였고, 배설물에서는 각각 70%-90%, 0%-20%, 5%-10%을 

차지하였다(Kapranova, Andruishenko et.al 2000). 위 조사 결과에서 보면 느시는 봄에는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고, 여름에는 곤충, 벌레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체수 및 개체수의 감소 원인 

현재, 전 세계 느시 집단 개체수는 31,000-37,000 마리로 추정되며, 동아시아에 4,200-

4,500 마리로 추정된다. Otus tardus dybowskii 아종은 번식지에 1,500-1,700 마리, 겨울 월동지에 

1,200-1,500 마리(Chan, Goroshko, 1998, Goroshko, 2000, Threatened Birds of Asia, 2001)가 

서식한다. 1985 년에 이웃 보리야트(Buriyat)지역에서 180 마리 개체가 기록되었으나, 1998 년대 80-

90 마리까지 감소하고 바이갈인 찬드(Baigaliin Chand area)지역에 최근 50 년 사이 느시 개체수가 

100 배 줄어들었다. 현재, 치타도(Chita)에서 발견된 개체수는 400-500 마리(Goroshko, Kiriluik, 

2000), 토와에 40-50 마리(Baranov, 1991), 중국의 동북지역에 250-300(Chan, Goroshko, 1998), 

몽골에 700-800 마리(Fomin, Bold, 1996), 약 1000 마리(Goroshko, 2000, Tseveenmyadag, 

2001a), 1500-1700 마리(Tseveenmyadag, 2001b)로 추정된다. 

몽골의 느시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은 서식지역에서 목축, 농업, 건초를 만들고, 농약을 

사용함으로 인해 먹이가 부족하고, 화재, 폭설, 홍수, 렵, 등 자연적 및 인위적으로 초래되는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알, 유조, 성조가 포식자로 인해 죽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몽골 동부 지역에 경우 느시 개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들불이다. 1996 년, 1997 년, 

1998 년대 봄, 들불로 인해 탄 면적과 느시 번식지가 겹쳐서 3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번식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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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호 현황 

몽골 적색자료(1987, 1997), 이웃 나라(Plotnikov, 1988) 또는 아시아 적색도감(200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의 제 2 부속서(Tseveenmyadag, 2001), 

철새보호국제협약(CMS) 제 1 부속서에 해당하며, 1980 년대부터 느시 사냥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느시 번식지인 넘럭(Nomrog), 동부몽골(Dornod Mongolia), 몽골 다고르(Mongol Daguur), 한 

헨트(Khan Khentii), 오브스강 유역(Uvs river basin) 등 5 개 지역을 특별 보전지역으로, 오논-

발즈(Onon-Balj), 호스타이노로(Khustai nuruu) 2 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그리고 

라화진왕닫(Lkhachinvandad), 옥탐(Ugtam), 야히 (Yakhi), 터선-홀스타이(Toson-khulstai), 하르 

야마트(Khar yamaat), 나갈한(Nagalkhaan), 헉너한(Khognokhaan), 이흐 나릍(Ikh nart) 등 9 개 

지역을 자연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보호 지역 network 에 포함시켜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호 대책 

 앞으로 느시 분포, 개체수, 번식생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호 방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공번식을 계발하며,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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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3:20 REPORT 

Current status of Eurasian otter in Korea and future trends of cooperative 
research works for the otter species between Mongolia and Korea  

 
HAN, Sung-Yong 

 
Wildlife Institute of Korea  

 
Not many studies have been made on mammals in Korea except for those on small-sized ones such 

as Insectivora and Chiroptera.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no interests were given to the 
preservation of wild mammal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Korean War and other more pressing 
situations; thus, without the opportunity to even be properly studied, most predators including tigers, 
bears, leopards, and lynxes were left to be hunted down to extinction. 

 
It was not until recently that actual, full-scale researches were attempted on mid- and large-sized 

mammals in Korea. Although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a few researchers initiated academic 
studies on otters, antelopes, and bears, and, in 1999 at Mt. Jiri, successfully filmed a black bear, which, 
until then, had been believed to be extinct in the wild. Several plans of national scale are therefore 
being formulated to increase the population of the black bears. 

 
While the formulation of these plans is progressing, it is also important, in viewing the studies on 

mammal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respect to their geographical circumstances, for South Korea 
to interchange information, particularly with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Active inter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researchers in these countries is ess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academic studies including taxonomy and genetic studies on mammals. 

 
Through this symposium, I hope to find ways to cooperate with the Mongolian Republic on 

mammals living in both countries, especially by reviewing some questions on the Eurasian otter.  
 
First of all, otters have been living i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However, it has only 

been six or seven years since the habitat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tters were being 
discovered in detail, and,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the otters as nationally 
protected animals in 1982, research results of significance on the Korean otters are not yet available 
due to the lack of specialists and other resources on mammal researches. Figure 1 shows the habitats 
of the Korean otters based on a recent study. Most of the evidences for their presence were found 
around the upper areas of the rivers and valleys formed by a long mountain range, Baek-Du-Dae-Gan. 

 
Unfortunately, the habitat has recently been severely aggravated by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changes in the river environment, the latter apt to threat the ecosystem. Japan reported of several 
cases involving the disappearance of otters caused by the changes in the ecosystem. In the past, otters 
were widely distributed in Japan; however, rapid development and other threatening factors altered the 
natural rivers and valleys. Eventually, during the 1980s the Japanese otters became ex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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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orean otter distribution (Han 1997). 

 
As these findings indicate, habitation of otters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al 

activities of human; thu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natural rivers and waterways to establish 
preservation plans or strategies for otters. 

 
Presently, otters are protected by CITES, and Otter Specialist Group (OSG) of IUCN continues its 

efforts to gather information on status and conservation of various otter species around the world. 
Asian Section of OSG collects data on otters in the Asian countries and plays active role in academic 
research, preservation, and strategic conservation planning of otters. Thirteen otter species have been 
identified worldwide (Table 1), with the Eurasian otter (Lutra Lutra) being the main kind of the 
Northeastern Asian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and Mongolia.  

 
Most regions of Asia, South America, and Africa lack detailed research data on otters, whereas 

Europe and North America are full of them. Although China, for example, performed sporadic 
researches on otters, it was not until the year 2000 that an international report with collective 
information on otters was presented. Dr. Piao and I,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8th IUCN 
International Otter Colloquium held in Chile, 2000, urged for an international attention to the Chinese 
otters through my research paper on the habitation and distribution of Chinese otters. 

 
No reports on otters have yet been published internationally by Mongolia; thus IUCN OSG hopes 

to accelerate research activities and interchange of information on the Mongolian otters, including the 
distribution, academic researches, and protection measures, in order to design a preserv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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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otters. This international research trend on otters stimulated the authors to write this paper to 
urge the need for cooperative researches on otters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Nationwide interchange of informations should be initiated among researchers of both countries, 

then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of joint research projects. Eventually, both governments unfold 
various plans to support the projects. The prior themes of the cooperative research are as follows:  

 
- Collection of existing information and research data on the habitation 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otters. On-spot research is required to run parallel to find the inhabiting state of Mongolian 
otters.  

- Close examination of the ecological niche in the Mongolian rivers occupied by otters. 
- Establishment of scientific measures to preserve Mongolian otters by determining the factors 

threatening the otte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otter is a semi-aquatic mammal inhabiting rivers and waterways, 

this joint research is expected to not only simply provide information on the mammals of both 
countries, but also to contribute to preserving and improving the bio-diversity of the Mongolian rivers. 

 
Table 1. New Nomenclature of Lutrinae (2003, IUCN) 

Scientific name - old Scientific name - new English name 
Amblonyx cinereus Aonyx cinereus Small-clawed otter 
Aonyx capensis Aonyx capensis Cape clawless otter 
Aonyx congica Aonyx congicus Congo clawless otter 
Enhydra lutris Enhydra lutris Sea otter 
Lontra canadensis Lontra canadensis North American river otter 
Lontra felina Lontra felina Marine otter 
Lontra longicaudis Lontra longicaudis Neotropical otter 
Lontra provocax Lontra provocax Southern river otter 
Lutra lutra Lutra lutra Eurasian otter 
Lutra maculicollis Lutra maculicollis Spotted-necked otter 
Lutra perspicillata Lutra perspicillata Smooth-coated otter 
Lutra sumatrana Lutra sumatrana Hairy-nosed otter 
Pteronura brasiliensis Pteronura brasiliensis Giant otter 

 
- Although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Japanese otter (Lutra nippon?) is distinct from Lutra lutra, 
Dr. Klaus-Peter Koepfli recommended that it should not be separated as a 14th species until further 
evidences can be presented.  

 
*Suzuki, T., Yuasa, H., and Machida, Y. 1996. Phylogenetic position of the Japanese river otter Lutra 

nippon inferred from the nucleotide sequence of 224 bp of the mitochondrial cytochrome b gene. 
Zoological Science 13: 621-626.  

*Imaizumi, Y. and Yoshiyuki, M. 1989. Taxonomic status of the Japanese otter (Carnivora, 
Mustelidae), with a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Bulletin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Tokyo 
Series A 15: 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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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4:00 REPORT 

States of large mammal studies in Mongolia and future collaborations 

몽골에서의 대형포유류 연구현황 및 포유류 연구를 위한 몽골 한국  

연구협력 전망 

 
SAMIYA, Ravchig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Background 

The species diversity of large mammals in Mongolia, their location, distributions, ranges and 
conservation statuses are becoming better understood in recent years. 138 species of large mammals 
have been recorded in Mongolia (Dulamtseren, 2002). However, identification of some species 
belonging to insectivora, chiroptera and rodentia is still uncertain, and therefore, the known diversity 
of mammals in Mongolia might expand in future. Small mammals are richer in both abundance and 
species diversity than large mammals. However large mammals of Mongolia have more economic 
value and their role in ecosystem might be more significant.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traditional herding husbandry was the major activity 

supporting the Mongolian economy. During this time, negative impacts on large mammal population 
were not significant.  Traditional hunting was carried out by people in Mongolia, but hunters inherited 
skills including awareness of game animals habit, behaviour, breeding season, seasonal and annual 
migrations. People hunted only for subsistence and they would plan where, when and which game 
animal should be hunted.  Traditional techniques of hunting did not threaten natural reproduction of 
large mammals.  At this time human migrations were relatively stable, groups of herding families used 
to live in certain areas, and they would take care of natural resources and use resources sustainably.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saw big changes in human habits:  settlements arose, factories 

were established, arable farms were started and infrastructure developed.  As a result, game animal 
habitats were changed, sustainable hunting practices lost, mammal populations decreased and large 
mammals become endangered locally.  
 
Large mammal species status in Mongolia 

Large mammals refers to all species belong to artyodactyla, tylopoda and perissodactyla, and some 
species of carnivora (Table 1).  The population status of each species is shown in Table 1. 13 of 19 
species (68.4%) are endangered, rare or threatened. This fact reflects the obvious decrease in the 
distribution range and numbers of large mam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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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es status of large mammals in Mongolia 
Taxon name Species name Habitat Population status 

Ursus arctos  Taiga forest Lower risk 
Ursus gobiensis Desert Threatened 
Panthera uncia High mountain Rare  
Lynx lynx Taiga forest, forest 

steppe, gobi 
Lower risk 

CARNIVORA 

Canis lupus Every habitat Lower risk 
Equus hemionus  Desert Lower risk PERISSODACTYLA Equus przewalskii Naturally extinct, reintroduced 

TYLOPODA Camelus bactrianus ferus Desert Threatened 
 Sus scrofa Taiga, forest steppe  Lower risk 

Moschus moschiferus Taiga, forest steppe Rare 
Cervus elaphus  Forest steppe Rare 
Capreolus capreolus  Forest steppe Rare 
Alces alces Taiga Rare 
Rangifer tarandus Taiga Rare 
Gazella subgutturosa Desert, Semidesert Rare 
Procapra gutturosa Steppe Rare  
Saiga tatarica Semidesert  Rare 
Capra sibirica High mountain Rare 

ARTIODACTYLA 

Ovis ammon High mountain Rare 
 
Principal causes of large mammal declines 

There are several causes contributing to the obvious shrinkage in large mammal distribution, 
decreases in number, and ultimately endangering populations - both human and natural impacts.  A 
classic example of the changes in ranges is demonstrated by the distribution of Mongolian gazelle, 
which used to roam over the whole steppe zone of Mongolian territory but now are distributed over 
just one fourth of their former range. 
 

The following are main factors determining large mammal populations: 
 
1. Habitat changes due to development of urbanisation,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2. Use of motorized transport for hunting and development of better, faster guns. This enhances 

hunting and also encourages inexperienced hunters to partake in hunting. 
3. Subsistence hunting practices becoming commercialized. Poaching has increased because of 

increasing market values of game animals.    
4. Survival hunting has increased due to lack of jobs. 
5. Surface water, such as streams in Gobi Desert, are used by herders year-round and vegetables are 

being planted round the water resources. This influences preferred watering locations of large 
mammals in Gobi.   

6. In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intensive state organised hunting used to take place, 
particularly by military.  This practice negatively impacted the game animal reprodu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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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large mammal studies in Mongolia 
Vertebrate studies in Mongolia began in the 1950s.  Most research focused on investigating 

distributions, locations and densities of large mammals with economic value.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in conducting effective studies of large mammals in a country so large as Mongolia due to 
lack of equipment, human resources, time and funding. Therefore, comprehensive studies of large 
mammals have started on a very few species including Mongolian gazelle Procapra gutturosa, Black- 
tailed gazelle Gazella subgutturosa, Musk dear Moschus moschiferus, Snow leopard Panthera uncia, 
Wild bactrian camel Camelus bactrianus ferus, Saiga antilope Saiga tatarica, Gobi bear Ursus 
gobiensis, Argali Ovis ammon and Ibex Capra sibirica.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revealing migration routes and behaviours using satellite collars 
(Equus hemionus, E.Przewalskii, Ovis ammon, Procapra gutturosa), taxonomic status, evolutionary 
history (Ovis ammon, Equus przewalskii), ecology and habitat selection (Panthera uncia).  Some 
endangered species have also been bred in captivity (Cervus elaphus, Moschus moschiferus). 
 

Conservation work of endangered species has not been effective in Mongolia. All factors 
influencing populations of endangered species need to be investigated, and  suitable techniques for 
conservation and studying species need the be found.  AN integrated approach using several methods 
needs to be implemented.   
 
Future trends for large mammal studies 

Most species of large mammals in Mongolia have became endangered. Large mammals play 
important role in the ecosystem, represent charismatic species identifiable by non-biologists as 
symbols of nature, and are usually umbrella species in ecosystems in conservation terms.  Conserving 
large mammals often results in the conservation of other biological diversity.  Grouping large 
mammals by habitat, the species becoming endangered were mostly those inhabiting open systems 
such as  desert, steppe and high mountains (Table 2). This is interesting, since open landscape is more 
suitable for grazing livestock, therefore large mammals in such habitats are likely to compete with 
domestic livestock. 
 

Future studies of large mammals in Mongolia should include investigation of niches and developing 
suitable techniques for conservation of large mammals. This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the 
increasing human pressures on Mongolia’s natural resources. 
 

Table 2. Ecological groupings of large mammals 
Taxonomic and ecological group Total number of species Rare species 

Desert 5 5 
Steppe 1 1 
Mountain 2 2 

Perissodactyla 
Artiodactyla 

Tylopoda 
Forest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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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of large mammals investigations of Mongolia were followings;   
 

• To determine the limiting factors of number and density for Mongolian rare and endangered 
species such as Gobi bear and Wild bactrian camel in order to conserve these species in theirs 
main habitats 

•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conservation and using (hunting) for Argali, Ibex, 
and  Mongolian gazelle which are comparatively common and high hunting pressure and also 
Wild ass which is “destroyer” of pastures, Snow Leopard and Gray Wolf which are “enemy” 
of  livestock in Mongolia. 

• To increase the resources of raw materials Musk and Maral dears, which have been used for 
traditional medicine and trophies by breeding in captivity and to conserve  wild population of 
these species.  

• To conserve the gene pool of very rare and endangered species using modern method and 
technology of the sciences. 

 
서론 

몽골은 시베리아 타이가(taiga)와 중앙아시아의 고비 사막이라는 큰 자연지대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한 다양한 자연지대(타이가-taiga, 산림초원지대, 초원지대, 황막초원지대, 

황막지대-고비사막)가 나타난다. 해발 500m(Khokh 호수 저지대)에서 4,653m 사이에 위치하는 

몽골은 산악국가에 속한다. 평균 해발고도는 1,500m 이다. 몽골알타이(Altai), 항가이(Khangai), 

헨티(Khentii)산맥은 높이에 따라 정상(tag)지대, 산림지대, 산림초원지대, 초원지대 등 

수직(vertical)지대변환기가 나타난다. 지형과 기후의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특한 동물계 군집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몽골의 포유류의 서식지 특징, 분포 및 종의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몽골에는 총 139 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Dulamtseren, 2003) (Table 1). 그러나 

식충목과 박쥐목 그리고 설치목에 속하는 몇 과의 분류학적인 문제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포유류의 종이 증가할 가능성 있다. 소형포유류는 종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생태계에서는 우점한다. 그러나 대형포유류는 종수, 개체수는 적지만 역할과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동물이다.  

 

Table 1. 몽골에 서식하는 포유류 분류학 현황 

목 과 속 종 

식충목 INSECTIVORA 3 4 13 

박쥐목 CHIROPTERA 1 6 12 

토끼목 LAGOMORPHA 2 2 6 

설치목 RODENTIA 8 35 70 

식육목 CARNIVORA 4 13 24 

기제목 PERISSODACTYLA 1 1 2 

유족아목 TYLOPODA 1 1 1 

우제목 ARTIODACTYLA 3 11 11 

총 23 7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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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대형포유류의 현황 

대형포유류에는 우제목, 유족아목, 기제목에 속하는 모든 종과 식육목에 속한 늑대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을 포함시켰다(Table 2). 또 현재 각각 종의 개체군 현황을 이 표에서 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포유류 19 종에서 13 종(68.4%)은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된다. 이것은 몽골에서 

서식하는 대형포유류 대부분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분포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2. 몽골 대형포유류 종의 현황 

Taxon name Species name Habitat Population status 

Ursus arctos Taiga forest Lower risk 
Ursus gobiensis Desert Threatened 
Panthera uncia High mountain Rare 

Lynx lynx Taiga forest, forest 
steppe, gobi Lower risk 

CARNIVORA 

Canis lupus Every habitat Lower risk 
Equus hemionus Desert Lower risk PERISSODACTYLA Equus przewalskii Naturally extinct, reintroduced 

TYLOPODA Camelus bactrianus ferus Desert Threatened 
Sus scrofa Taiga, forest steppe Lower risk 
Moschus moschiferus Taiga, forest steppe Rare 
Cervus elaphus Forest steppe Rare 
Capreolus pygargus Forest steppe Rare 
Alces alces Taiga Rare 
Rangifer tarandus Taiga Rare 
Gazella subgutturosa Desert, Semidesert Rare 
Procapra gutturosa Steppe Rare 
Saiga tatarica Semidesert Rare 
Capra sibirica High mountain Rare 

ARTIODACTYLA 

Ovis ammon High mountain Rare 
 

대형포유류에 대한 연구 현황 

몽골 척추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20 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주로 수렵동물종의 분포, 

위치와 자원을 확정하고 경제적인 중요성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형포유류의 생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장비, 인력,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여 넓은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대형포유류 중 한 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몽골가젤-Mongolian gazelle-Procapra gutturosa PALLAS, 1777 

몽골가젤은 몽골 초원지대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종이다. 20 세기 초와 중순까지 초원지대 전체에 

분포했던 몽골가젤은 현재 몽골 동부 지역에서만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종의 분포지역은 지난 50 년 

동안 거의 1/4 로 축소되었다. 이 종의 개체수 및 서식지는 앞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평지에서 

무리를 지어 멀리 이동하는 이 동물은 가축질병에 감염되고, 전염병을 확산시키며 또한 

야생동물전염병을 가축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가젤 고기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 

우제목에 속하는 동물 중에서 사람하고 제일 가깝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몽골가젤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Lkhagvasuren, 2000; ecolab@magicnet.mn). 현재 실시하는 

연구에서는 몽골가젤 이동과 그 이유 등을 밝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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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터가젤-Black-tailed gazelle-Gazelle subgutturosa GULDENSTAEDT, 1780 

조이터가젤은 고비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며, 몽골 적색자료에 등록되어, 수렵법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몽골가젤처럼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지 않고, 작은 무리, 가족을 이루어서 

분포범위에서 균일하게 서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이터가젤에 관해서는 Amaglan (2000)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고기는 맛과 질이 좋아서 렵 당하는 확률이 높은 동물 중 하나이다. 

외국인 관광 사냥꾼들이 정부에서 사냥 허락을 받아서 소수 개체를 사냥하기도 한다.  

 

사이가-Saiga antilope-Saiga tatarica LINNAEUS, 1758 

몽골 황막초원지대에서 서식하는 사이가의 분포지와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했으며 곧 멸종될 

가능성이 높은 종 하나이다. 몽골에서 2 개의 아종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알타이산맥의 남쪽 고비에서 

서식하는 Saiga tatarica tatarica 아종은 멸종되었다. 그러나 Saiga tatarica mongolica 의 싸르긴 

고비(Shargiin gobi), 홉드 만한(Khovd mankhan)지역에 작은 개체군이 지금 남아있다. 옛날부터 

사냥을 금지했지만 뿔을 약용으로 쓸 목적으로 렵이 그치지 않고, 또 자주 일어나는 기후 변화 등에 

의해 개체수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양호한 서식지, 사이가와 가축간의 경쟁도 전체 개체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향노루-Musk dear-Moschus moschiferus LINNAEUS, 1758 

우제목에 속하는 동물 중에서 제일 작은 동물인 사향노루는 몽골의 희귀 동물이다. 사향노루는 

구릉 지역에서 숨어 서식하지만 렵꾼들에 의해 렵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면 사향을 국외 

불법 반출하는 일이 급속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향노루를 사육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올란바타르 도시 근처에 위치하는 가초르트 지역에서 사향노루를 사육하는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사향노루 사육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이 보고된 바가 있다 (Tsendjav, 2002).  

 

붉은사슴-Red Deer, Elk-Celvus elaphus LINNAEUS, 1758 

몽골 산림, taiga 지대에서 널리 분포하는 덩치가 큰 동물 중 하나인 붉은사슴은 최근 몇 년 간에 

희귀 동물로 분류되고 있다. 희귀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로 식용(고기)과 약용(뿔, 

생식기)으로 소비하기 위해 과도한 사냥을 한 결과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때문이다.최근 

붉은사슴 농장을 만들어서 사육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순록-Rein deer, Caribou-Rangifer tarandus LINNAEUS, 1758 

홉소골(Khovsgol) 타이가(taiga)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이다. 몽골 타이가(taiga)지역은 순록의 

전세계적 분포권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홉소골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고산맥 꼭대기에 

해발고도 2300m-3000m 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한다(Dulamtseren, 1997). 야생 순록의 개체군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 다르핟 올란타이가, 홉소골 호수의 서쪽에 위치하는 산맥에서 순록을 

사육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최근에 들어 사육하는 순록 개체수도 감소하고 있다. 

  

무스-Moose-Alces alces LINNAEUS,1758 

무스는 타이가(taiga)에서 서식하는 우제목에 속하는 동물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크며 몽골에서 

2 개의 아종이 서식한다. 몽골 북쪽에 위치하는 산림, 타이가지대에는 Alces alces pfizenmayeri 

(ZUKOWSKI, 1919)가, 동쪽에 위치하는 넘럭, 데게 강 유역에서는 Alces alces cameloides (MILNE-

EDWAEDS, 1867)가 각각 분포한다. 1953 년부터 무스 사냥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현재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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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자료에 등록되어 있다. 분포지역이 적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렵 당하는 확률이 비교적 적다.  

 

눈표범-Snow Leopard-Panthera uncia SCHREBER, 1775 

전세계적으로 희귀해지고 있는 포식 동물이다. 몽골에서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분포하며 개체군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는 않다. 눈표범의 서식지는 비교적 개방되어 있고, 중요 먹이인 야생염소의 

분포지와 개체수는 비교적 안정하므로 눈표범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눈표범은 가축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사냥하는 경향이 있다. 또 최근에 렵꾼들 사이에서 눈표범 가죽 

불법매매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눈표범이 서식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눈표범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눈표범 사냥 이외에 다른 일을 통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믿게 해주기 위해서 눈표범 연구자들 및 자연 감시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고비곰-Gobi bear-Ursus gobiensis SOKOLOV & ORLOV, 1992 

고비곰의 분류학적 이슈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고비사막의 혹독한 기후에 오랫동안 

격리되어 지금까지 서식하고 있는 이 곰의 진화, 운명은 분류학 이슈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진화, 

계통학, 생태학 등 여러 이슈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subject)이다.  현재 알타이산맥 

남쪽에 위치하는 오아시스(oasis)을 따라 소수의 고비곰이 서식하고 있다. 고비곰의 번식 사회구조가 

없어져서 번식능력이 없어졌다고 어떤 학자들이 보고 있다. 보전생물학과 희귀 동물의 진화, 계통, 

자연보호 방향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해야 할 아주 희귀한 동물 중의 하나이다. 

 

쌍봉낙타-bactrian Camel-Camelus bactrianus ferus 

중앙아시아 고유동물이며, 낙타과 중에서 유일한 야생종이다. 고비자연보전지역은 쌍봉낙타 

분포지역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서식지 보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자만 최근 50 년간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쌍봉낙타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찾는 방향으로 보전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도움으로 2003 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고비 생태계’ 프로젝트가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몽골야생마-Przewalski’s Horse-Equus Przewalskii POLJAKOV, 1881 

몽골에서 몽골야생마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19 세기말에 러시아 연구자들이 전세계에 밝혔다. 이 

동물이 세계에 알려지고 나서 약 50 년 후에 야생에서 거의 멸종되었다. 20 세기 초에 야생마 

개체군에서 망아지를 포획하여 유럽 동물원에 보내는 대규모 계획으로 인하여, 이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야생마 개체군의 멸종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지난 60 년대 야생에서 야생마가 

멸종되었다.  전세계 많은 국가의 동물원들은 이 동물을 멸종될 위험에서 구하고 보전하는 일에 

역사적인 기여했지만 야생마 생존능력, 유전자 등을 보존하기 위해 야생마를 자연에 방사하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요구된다. 오랜 세월의 많은 노력 끝에 야생마를 자연에 되살리기 위해 

1993 년부터 알타이산맥 (Altai mountain) 남부 고비에 위치하는 비지 강 (Bij river), 올란바타르 도시 

근처에 있는 호스타이느 산 (Khustai mountain) 등 2 개 자연 보호구역에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에서 멸종된 대형포유동물을 사람이 보살펴주어서 다시 자연 품으로 놓아 

보내는 일로써 멸종될 위험에서 구하는 일에 몽골 자연보호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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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당나귀-asiatic Ass-Equus hemionus PALLAS, 1775 

말속에 속하는 야생종인 Khulan(아시아당나귀)은 몽골 고비지대에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풍부하다. 전세계에 Khulan 의 6 개 아종이 서식하는 가운데 개체수가 가장 많은, 큰 개체군을 가지고 

있는 아종은 Khulan 이다. 최근에 아시아당나귀(Khulan)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몇 백 마리로 구성된 

무리를 지어 이동해서 목초지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지역 유목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몽골야생마를 되살리고 있는 주운 가린 고비(Zyyn Gariin gobi)에서 야생마와 아시아당나귀간의 

목초지, 물, 먹이 등 제한된 자원을 위한 경쟁과 서식지 이용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르갈리-Argali-Ovis ammon LINNAEUS, 1758 

아르갈리는 몽골 적색자료에 등록되어 사냥이 법으로 금지된 동물이다. 아르갈리의 커다란 뿔에 

관심을 두는 해외 관광 사냥꾼들이 정부에서 사냥허가를 받아 매년 사냥한다. 자연환경단체에서 

전문단체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매년 사냥 가능한 야생아르갈리의 수를 규정한다.  

 

아시아아이벡스-Asiatic Ibex-Capra sibirica PALLAS, 1776 

몽골 산맥지역에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풍부한 동물이다. 아르갈리와 같이 

해외관광사냥의 대상이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희귀해진 대형고양이인 눈표범의 중요 먹이이다. 

 

대형 포유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 

지난 20 세기 초반까지 몽골 경제에서 전통 목축사업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야생동물의 분포와 

서식지에 좋은 영향을 주고, 대형 포유동물 대부분의 개체군은 안정적이었다. 이 때까지 몽골인들이 

전통사냥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대대로 계승해 온 사냥꾼들과 수렵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수렵동물의 행동, 번식, 계절·년도별 이동에 대해서 잘 알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단지 가정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냥했던 것은 야생동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 지역 내에서 주민 이동, 움직임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가족들이(작은 

마을)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보호, 활용하고 있었다. 도시, 산업, 농업, 

기본설비가(도로, 건물 등) 개발됨에 따라 수렵동물의 서식지에 변화가 일어났다. 자원을 활용하는 

전통문화가 없어지고 야생동물 개체 및 분포범위가 축소하므로 인해서 20 세기 후반에 멸종될 위험에 

빠졌다.  시장경제에 들어가고 있는 현재에 자연 생물자원의 이용, 그 중에서 수렵동물의 자원을 

활용하는 전통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 세기 중순부터 대형 포유동물들의 분포범위가 축소하고, 개체수가 감소해서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더 빨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 세기 중순까지만 몽골 전체 초원지대에서 분포했던 

몽골가젤이 현재 이전 분포지역의 1/4 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대형포유 동물이 서식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음과 같다.  

 

1. 시, 거주지, 공장, 농장, 기본설비가 개발함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을 변화시켰다. 

2. 일상 생활에서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수렵도구 등이 늘어남에 따라 남획량이 

늘어났고 경험없는 사냥꾼들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3. 사냥된 동물로부터 나오는 재료를 시장에서 판매하고 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4. 생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도 사냥하고 수렵물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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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비사막지대에서 노출된 물, 샘(하천) 등 제한된 자원을 가축이 일년 내내 사용하고, 아니면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몰아내고, 그들의 서식지를 없애는 요인이 되고 있다. 

6. 20세기 후반에 고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렵이 전국적으로 계획되고, 남획이 시작됨에 

따라 번식에 영향을 미쳤다. 

 

대형 포유류에 대한 연구 전망  

위에 언급했듯이 몽골 대형포유류의 대부분은 희귀해지고, 어떤 종은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포유 동물의 개체수가 많지 않지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연보전 측면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 가치가 높다. 한편으로 많은 대형포유류가 생태계에서 key species 핵심종의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들을 통해서 그 생태계, 군집 (생물공동체), 생물다양성을 그대로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포유류를 서식지로 나누어 보면 고비, 사막, 평지, 고산 등 개방된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이 모두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가 있다 (Table 3). 다시 말하면, 

개방된 지역은 목축업을 하는 주요 지역으로서 가축과 야생동물간의 물, 목초지 등 제한된 자원을 

위해 경쟁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3. Ecological groupings of large mammals 
Taxonomic and ecological group Total number of species Rare species 

Desert 5 5 
Steppe 1 1 
Mountain 2 2 

Perissodactyla 
Artiodactyla 

Tylopoda 
Forest 6 3 

 

앞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대형포유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멸종위기에 처한 고비곰, 쌍봉낙타 등 동물들을 원서식지역에서 보호 대책을 실시하고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르갈리, 아시아아이벡스, 몽골가젤 등 개체수가 비교적 풍부하지만 스포츠사냥 및 많이 밀렵 

당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눈표범, 늑대, 아시아당나귀 등 목초지, 가축에게 ‘해로운’ 종들을 

보호하고, 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최근에 뿔, 꼬리 등 약용 재료와 장식용으로 사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향노루, 사슴 등을 

사육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을 증가시키고, 야생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희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유전자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최근의 발달하는 과학 기술,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계통, 진화, 유전자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한 종을 대상으로 할 때 넓은 지역에서 분포하는 개방된 큰 

개체군과 격리된 작은 개체군, 아니면 사람이 키우는 소수의 동물 등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앞으로 몽골-한국 학자들간의 포유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동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1. 멸종위기에 처하는 종의 유전자자원을 보전하고 

2. Roe dear노루 등 개체수가 많은, 수렵동물 및 국제적으로 보호대상종인 늑대, 아시아당나귀 

등 몽골에서 개체수가 많은 종의 자원을 활용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고  

3. 약용 또는 의학 재료의 중요 자원인 동물들 (사향노루, 사슴 등)을 사육하고 

4. 특정 종의 생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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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5:00 REPORT 

Current status of genetic studies of endangered and rare animals of 
Mongolia 

 
BAYARLKHAGVA, Damdin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Abstract 

The varied natural conditions, the interior location, and the sparse human population of Mongolia 
all contribute to a rich and diverse wildlife that has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and has 
commercial importance. The northern forests of Mongolia harbour lynx, asiatic red deer (maral), elk, 
roe deer, musk deer, brown bears, Siberian roe deer, red foxs8 wolfes, snow leopards, wolverines, wild 
boars, squirrels and subles. The steppes are the home of, among others, the marmot-whose pelt are 
important economically-and the lithe mongolian gazelle. In the semi desert and desert region could be 
found the wild mountain sheep known as argali, asiatic wild asses (Khulan), wild camels (Khavtgai), 
and the gobi bear (mazaalai); some of these animals are extremely rare and found nowhere else in Asia.  
The few  number of animals, the very less developed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situation of 
Mongolia result to relatively less  development of research of these rare animals. Only a few of these 
animals are genetically studied, because of limited possibilities to take  samples from the  rare animals 
and the high cost of genetic and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Here we will present the results of 
genetic study carried out on some of rare and endangered animals. 
 
Genetic and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of Wild Mountain sheep (Ovis ammon) - Argali 

Author Objects of study Results 

Kh. Tumennasan,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MAS) 
2001 

Analysis of karyotypes of argali from 
Altai and Gobi Altai mountains using 
the cell culture.  

Wild mountain sheep has 2n=56 
chromosomes. They consist of two 
pairs of metacentric, 25 pairs of 
acrocentric chromosomes and a pair 
of sex chromosomes.  

B. Byambajav, 
MAS,  
2002 

RFLP analysis of amplified PCR 
fragments of the control region of 
mtDNA. DNA was isolated from 32 
samples of 8 populations from Altai, 
Khangai and Gobi. Restriction enzymes 
AluI, BamHI, EcoRV, HaeIII and SmaI 
were used in RFLP analysis. 

In both populations, from Altai and 
Gobi, could be identified the AluI 
restriction sites. 
 

Ts. Tuya  
MAS, University of 
Denver 
2003 

Detailed analysis of genetic structure 
and gene flow study in argali sheep 
populations using the ND5 gene (556 
bp) of mtDNA.  

Analysis of variation in ND5 
haplotypes of argali sheep from 
populations of Mongolia do not 
support two evolutionary significant 
distint  units in Mongolia 
(subspecies: Altai and Gobi). Gene 
flows appears to have been frequent 
between populations of argali 
inhabiting the Khangai Mountains 
and Gobi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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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study of Asiatic wild ass (Equus hemionus) – Khulan 

Ts. Oyunsuren 2001 RFLP analysis of noncoding region in D-
loop of mtDNA, amplified by PCR  

180 bp products were amplified by PCR. 
Hae III and Hae II were used for RFLP 
analysis. Both PCR products, of khulan 
and domestic horse, does not show any 
differences in these genetic loci.  

 
Genetic and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of Gobi bear (Ursus arctos) Mazaalai 

T. McCarty, 
L.P.Vaits and 
B. Mijiddorj 
University of 
Massachusetts, Idoha 
University of Moskau 
Great Gobi National Park 
of Mongolia 
 

Microsatalite analysis of hair samples 
collected in Baruun tooroi, Shar huls and 
Tsagaan Bogd to detect the sex relation, to 
identy the isolation status and to study its 
systematic questions. 

The number of individium living in these 
regions was at least 16. About 40 % are 
femals. 16 genotypes were estimated, 
most of them was haplotypes which 
show a very big loss of genetic 
variability resulted from inbreeding. 
 
From microsatalite analysis of Mazaalai 
could be identified quite big genetic 
differences between Mazaalai and Ursus 
arctos population living in Europe, in 
Russia and in North America. 

T. Matsuhashi, R. Masuda, 
K. Murata and A. 
Aiurzaniin. 
Hokkaido University and 
Nihon Universty,  Japan 
Great Gobi National Park 
of Mongolia 
2001 
 

Phylogenetic studies using nucleotide 
sequences of the mtDNA control region and 
cytochrome b  of brown bear Ursus arctos 
populations of Asia (Gobi and Tibetan), 
Euroasia, Alaska and central Hokkaido. 

42 variable sites out of 266 bp sequences 
of the mtDNA control region was 
identified within brown bear. 13 
haplotypes were compared to reconstruct 
a phylogenetic tree among them. The 
Gobi brown bear forms with western 
Europaen group a cluster with 50 % 
bootstrap value. 
12 haplotypes of cyt.b (700 bp) obtained 
from 15 brown bears and one polar bear 
Ursus maritimus were compared. Brown 
bears of Gobi and Tibet were remote 
from Hokkaido and Alaskan populations. 
Divergence time was 0.8-1.2 million 
years between Gobi and other groups. 

 
Genetic study of Przewalskis wild horse (Equus przewalskii) – Takhi 

B. Dashnyam 
Ts. Oyunsuren 
1998 

RFLP analysis of noncoding region in D-
loop of mtDNA, amplified by PCR  

180 bp products were amplified by PCR. 
Hae III and Hae II were used for RFLP 
analysis. Both PCR products, of takhi 
and domestic horse, does not show any 
differences in these genetic loci.  

 
Genetic study of Wild bacterion camel (Camelus ferus) –Khavtgai 

D. Oyuntsesteg 
Ts. Oyunsuren 
MAS, NUM 
1998 

RFLP analysis of D-loop of mtDNA of 
Khavtgai, domestic camels and their 
hybrids.  

1320 bp fragments of D-loop of mt DNA 
were amplified by PCR. The PCR 
fragment of Khavtgai shows one HaeIII 
site which results to two restriction 
products, 1140 bp and 180 bp, whereas 
PCR fragments of domestic camel or 
their hybrid have two HaeIII sites giving 
three restriction products, 640bp, 500bp 
and 180 bp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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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40 REPORT 

The role of genetics and genetic resource bank in wildlife conservation 
야생동물 보전에 있어 유전학 및 유전자원은행의 역할  

 
LEE, 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onservation biology, aimed at reversing or reducing the rate of species extinction and conserving 

biodiversity, has tw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e first being that it is a time-limited science, and the 
second that it is a truly multidisciplinary science. Therefore, at times practitioners of conservation 
biology have to take actions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and should work together with scientists 
and experts in various fields, bureaucrats, local people, and parties directly involved.  

 
Recently, conservation genetics, which applies genetic principles and techniques towards solving 

the crisis of global decline in biodivers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art of conservation biology. 
There are basically five fields in which genetics may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species.  

 
First, knowledge and studies on genetics can reduce the extinction risk by providing appropriate 

population management program to minimize inbreeding depression and decrease of genetic diversity. 
Many small, endangered wild or captive populations in ex situ conservation centers such as zoos 
frequently show higher levels of inbreeding and lower genetic diversity. Inbreeding decreases 
reproductive and survival rates, thereby resulting in direct increases in the extinction risk. Decreased 
genetic diversity also reduces the ability of a population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thus 
decreasing its long-term survival rate. A well-known example of a population with reduced survival 
rate caused by decreases in inbreeding and genetic diversity is the case of Florida panther population. 
Research on this endangered population revealed deleterious effects of inbreeding depression such as 
reduction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perm (O'Brien et al., 1990). Based on these results, the 
conservation authorities were able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inbreeding by introducing 
individuals from the genetically related Texas population.  

 
Even though a systematic study has not yet been performed, Asiatic black bear population in Jirisan, 

Korea is presumed to be suffering from inbreeding depression, because the population size is 
estimated to be less than five or six individuals. Twenty years henceforth, the persistence probability 
of the Jirisan population is less than 50%, as revealed through a simulation analysis at the Population 
and Habitat Viability Assessment (PHVA) workshop held in 2001, sponsored by Conservation 
Breeding Specialist Group (CBSG) of IUCN/SSC (Lee et al., 2001). On the basis of the PHVA results,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ional Parks Authority are promoting a project aimed at 
reintroducing genetically close individuals to the original bear population of Jirisan.  

 
Second, genetic marker analysis would allow identification of populations with genetic health 

problems by comparing genetic diversities of different populations. Population structure and gene flow 
among populations could be investigated through population genetic approach, resulting in the better 
management of fragmented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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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genetics helps to resolve taxonomic uncertainties and to establish management units within 

species. Accurate classification of endangered species will allow understanding of the species biology 
and identification of distinct populations that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and, by preventing 
hybridization among different subspecies or management units, ultimately result in the conservation of 
populations best adapted to the local ecological conditions. 

 
A recent study on the molecular phylogenetics of Korean gorals (Amur gorals) revealed that Korean 

gorals are most closely related to Russian gorals (Primorsky region), and differ from Chinese gorals 
and Japanese serows. Thes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Korean and Russian 
gorals, which are genetically distinct from other gorals. In addition, genetic similarity between Russian 
and Korean gorals implies that, considering the paucity of research on Korean gorals, the ecological 
data accumulated on Russian gorals may be directly applied to the conservation planning of Korean 
gorals (Min et al., 2002). Ideally, individuals chosen for supplementation to the Jirisan bear population 
should be of the same subspecies or management unit as the original population, and, in this regard, 
molecular genetic assessment through mitochondrial DNA sequence analysis or nuclear marker 
analysis could be valuable in identifying candidates for reintroduction. Accurate classification of 
species and subspecies will prevent confus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s by 
clearly defining the protected species or subspecies when enacting laws for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Fourth, molecular genetic analysis using DNA samples collected through non-invasive methods 

(hairs or feces) may be applied towards individual identification, sexing, and acquiring information on 
reproductive structures, population structures, population size, levels of genetic diversity, and home 
range, which are very important for conservation planning; for example, the size, sex ratio, and home 
range of endangered brown bear population in Pyrenean mountains deter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DNA from scat samples played valuable roles in the formulation of conservation plan for the 
population (Taberlet et al., 1997).  

 
Fifth, molecular genetics ma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laws for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For example, DNA analysis can be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sources used 
for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specimen, and meat products originated from livestock or from 
endangered species. Mitochondrial and nuclear DNAs have been analyz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protection status of whale products sold in Japanese and Korean markets (Palumbi and Cipriano, 
1998).  

 
Genetic samples are essential materials for the study of conservation genetics. However, because 

the species under study itself is endangered, collection of samples requires broad and persistent efforts. 
In particular, capturing of medium- to large-sized mammals or birds may be dangerous or difficult to 
both the animals and researchers. Thus, DNA banks which enable systematical collection,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of samples for present and future conservation geneticists have been proposed (Ryder 
et al., 2000). These samples will play a vital role in the studies of conservation genetics, biodiversity, 
taxonomy, and comparative g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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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ly, Conservation Genome Resource Bank for Korean Wildlife (CGRB; www.cgrb.org) 
was established in 2002 at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ne of 
the Special Research Materials Bank supported by the Scientific and Research Infrastructure Building 
Program of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KOSEF). CGRB operates in collaboration 
with Seoul Grand Park Zoo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has dual office and laborato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oul Grand Park, thereby greatly increasing the stability of the 
samples collected. Thus, CGRB is the first example of the collaborative scientific infrastructure 
program between university and zoo in Korea.  

 
The genome resource samples to be collected are tissues, blood, DNA, somatic and germ cells, and 

semen from mammals, birds, amphibians, and reptiles,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in Korea. CGRB 
collects genetic samples with the help of field wildlife researchers, wildlife rescue NGOs and 
veterinarians, zoos, animal hospitals, and wildlife-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These samples 
are classified and preserved in deep freezers or liquid nitrogen, and all information on the samples and 
species is open to interested researchers through webpage DB. In addition, the bank conducts its own 
conservation genetics research on endangered animal species in Korea.  

 
The collected samples may also serve as research materials for wildlife disease studies. Because 

wildlife health is highly intertwined with those of livestock and human, wildlife disease research using 
samples preserved in CGRB may also serve health and welfare of human and livestock. The 
interrelationship of animal, human, and ecological health is symbolized in Figure 1.  

 
Figure 1. Interrelationship among animal, human and ecosystem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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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종의 멸종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전생물학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전생물학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과학이라는 것과 둘째, 많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과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전생물학의 실행자는 때로는 충분한 정보가 없이 행동을 하여야만 할 때가 있으며, 여러 분야의 

학자들, 전문가들, 관리들, 지역민들,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여야만 한다.  

최근 보전유전학이 보전생물학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대두되고 있다. 보전유전학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라는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전학적 이론과 기법을 응용하는 비교적 신생 

학문분야이다. 유전학이 종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대략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근친퇴화와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개체군의 유전적 관리방법을 제시함으로 

멸종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소수개체군들과 동물원 등과 같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번식되는 개체군은 흔히 근친교배도가 높으며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되어 있다. 

근친교배는 생식능력과 생존능력을 감퇴시키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멸종위험도를 증가시킨다.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면 그 개체군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이 줄어든다. 근친교배와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로 인하여 생존능력이 약화된 

개체군의 유명한 예가 Florida panther 의 경우로서, 정자의 질과 양의 감소, 기형정자 등 근친퇴화의 

영향이 보고되었다(O'Brien 등, 1990). 이러한 보전유전학 및 보전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보전당국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텍사스의 개체들을 도입함으로 이러한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  

비록 체계적 연구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군도 현재 5 내지 6 마리를 넘지 

못하므로 근친퇴화와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01 년에 

IUCN/SSC 산하의 Conservation Breeding Specialist Group (CBSG) 지원에 의한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군 생존능력 분석(Population and Habitat Viability Assessment, PHVA)에 의하면, 이 개체군의 

생존확률은 향후 20 년 간 50%를 넘지 못한다 (Lee 등, 2001).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래의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들을 지리산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유전적 마커 분석으로 개체군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함으로 유전적 건강성에 문제가 있는 

개체군을 식별할 수 있고, 또한 집단유전학적 분석에 의하여 개체군 구조와 개체군 사이의 

유전자흐름의 정도를 파악함으로 적절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O'Brien 1994 a, b). 

셋째, 분류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거나 종 내의 관리단위(management unit)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멸종위기종의 명확한 분류는 종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종 내에도 구별해서 관리하여야 할 

개체군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특이한 아종 또는 관리단위를 구별하고 

잡종화를 방지함으로 그 지역의 생태에 적합하게 진화한 개체군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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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산양(Amur goral)의 분자계통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는 한국산양이 중국남서부나 

일본산양과는 유전적인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연해주)의 산양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유전적 특징이 다른 산양 종류와 구분이 되는 한국과 러시아 산양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러시아산양의 생태자료가 한국산양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민 등, 

2002). 또한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군을 보강하기 위한 재도입에 사용될 개체들은 지리산 개체군과 

같은 아종 또는 관리단위에 속한 것이 이상적이며,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이나 핵 

내 마커 분석 등 유전학적 해석이 재도입에 사용될 개체를 선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확한 종과 아종의 분류는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에 있어 보호대상이 되는 종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 법 해석과 집행에 있어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비침습적 방법(non-invasive sampling)에 의한 유전적 분석, 즉 털이나 분변 DNA 를 이용한 

유전적 분석은 개체식별, 암수구별, 번식 구조, 개체군의 구조, 개체수, 유전적 다양성의 정도, 

서식범위 등 개체군 보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얻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레네 산맥의 불곰 

개체군은 분변의 DNA 및 발자국 분석에 의하여 그 개체군 크기와 암수비율, 서식범위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이것은 관리대책 수립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Taberlet 등, 1997). 

다섯째, 분자유전학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집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렵한 동물로 제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약재, 박제품, 육류 등이 가축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보호대상인 야생동물로 제조한 제품인지를 구별하는 데 DNA 분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고래 제품이 보호대상종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mitochondria 와 nuclear DNA 를 분석한 예도 있다(Palumbi 와 Cipriano, 1998). 

보전유전학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소재가 유전적 샘플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종 자체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이들 유전적 샘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중대형 포유류나 조류의 유전적 샘플링을 위한 포획은 대상종이나 연구자 쌍방에게 

위험하거나 지난한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보전유전학 연구자를 위하여 멸종위기종의 

유전적 샘플이 기회적으로 발생하였을 때마다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분양하는 DNA 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yder 등, 2000). 이렇게 수집, 보존된 샘플은 보전유전학, 생물다양성, 분류학, 

비교유전체학 연구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적의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Conservation Genome Resource Bank for 

Korean Wildlife; www.cgrb.org)이 한국과학재단의 특성화장려연구사업 지원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설립되어 그 수집, 보존 활동을 시작하였다.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은 서울대공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며 대학과 동물원 양쪽에 실험실과 사무실을 갖고 있어 샘플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은 한국에서 대학과 동물원이 공동으로 과학기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초의 예이다.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은 야생동물,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조직, DNA, 

혈청, 정액, 생식세포 및 체세포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DB 화하여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 

소속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동물원의 야생동물 샘플, 야외에서 부상, 조난 동물을 구조, 치료하는 

야생동물구조 및 진료센터에서 수집되는 샘플, 렵단속 등에 의해 압수된 동물이 수집되는 검역소, 

세관, 검경찰 등의 협조를 받으며, 민간단체와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집된 샘플도 기탁을 받아 종류에 

따라 액체질소, 냉동고, 실온상태에 분류, 보관하며 샘플 및 종에 관한 모든 정보는 DB 화 시켜 

웹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은행 자체적으로 한국의 멸종위기종에 관한 보전유전학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에 보존된 샘플은 야생동물의 질병을 연구하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야생동물의 건강은 가축이나 사람의 건강과 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은행에 보존된 

샘플을 이용한 야생동물 질병 연구는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서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 Afternoon Session : Mam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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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림 1 은 동물, 인간, 생태계 건강의 이러한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 동물, 인간, 생태계 건강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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