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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거미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거미목에 속하는 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14과 48,000여 종이 연구

발표되었으며, 한국산 거미는 현재까지 900여 종이 보고되었다(김과 이, 2019). 이들은 형태적으로

머리가슴과 배로 나뉘고 더듬이 다리 한 쌍과 다리 네 쌍을 가지며 생태적 습성에 따라 거미줄을

치지 않고 돌아다니는 배회성 거미와 거미줄을 치고 생활하는 정주성 거미로 나뉜다(김과 김,

2016).

거미는 철저한 육식성과 광식성을 띠므로 수많은 해충들의 천적이 되어 인간의 농업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포식자로서 이들의 생태적인 지위 및 중요성은 거미상 등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김과 김, 2015). 하지만 국내 습지의 거미상에 대한 연구는 논밭 등 농경지의 거미상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며 이 또한 2000년대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미상 조사를 통해 최

신 습지 거미종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유사 과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포늪은 매년 약 2.5일에서 4일까지 수위가 11m 이상 지속되는 범람 현상

을 보인다고 한다(도, 2007). 이러한 범람은 늪을 서식지로 하는 여러 생물에게 교란으로 작용하는

데, 특히 지표 거주 성향이 강하여 범람과 침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딱정벌레류는 토양의 수분함

량의 증가로 인해서 생존율이 낮아지고, 물에 쓸려 내려가서 죽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 먹

이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곤충의 다양성이 낮아지고 서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감소

하면서 딱정벌레류의 수도(abundance)가 감소하는 직접적인 영향도 받는다(도, 2007). 지표 보행성

딱정벌레들과 비슷한 성향을 띠는, 지표를 배회하는 습성을 가진 배회성 거미 또한 재오개리 습지

의 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며, 거미줄을 치는 정주성 거미 또한 범람으로 인해 먹

이원인 곤충상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표성 곤충이더라도 도약이나 비

행이 가능한 곤충들은 정주성 거미의 먹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오

개리 습지에 서식하는 거미류의 종다양성을 파악한 후 종목록화하여 습지 거미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장마철 범람 전후 재오개리 습지 내의 거미상을 비교를 통해 범람에 의한

거미류의 다양성 변화와 특정 거미들의 출현 양상 파악해 습지의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서의 활용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과거 2016년 재오개리의 거미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8과 43속 47종의 거미가 채집되었다(김

과 김, 2017). 하지만 조사 구역이 습지 면적에 비해 좁고 채집 방법이 육안 채집과 쓸어 잡기 두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다양치 못하고 비정량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연구원과 30여 명의 지구사랑탐사대 대원들까지 다수의 조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므로 이전 연구보다 많은 종과 개체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정량적인 조사

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러 시민과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지종들을 발굴해냄으로써 미지종 연구와 시민과학 선순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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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조사지역

재오개리는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북부에 위치한 마을로, 하재오개, 상재오개, 흑석, 도선골, 동

막골의 5개 마을로 구성된다. 서북쪽은 남산(636m), 동쪽은 충주호로 둘러싸여 있다. 재오개리 습

지의 환경으로는 다양한 높낮이의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충주호로부터 올라온 크고 작은 웅덩

이가 습지를 조성하고 있다. 개망초, 엉겅퀴, 참나리, 소나무, 버드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초본과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여러 종의 척추동물과 반딧불이 유충, 물방개 등 다양한 수서곤충 서

식하는 등 청정한 환경이다. 동쪽으로는 충주호와 직접 접하고 있어 매년 여름 수위가 상승하여

습지가 침수되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물이 빠져 넓은 초원이 드러나게 된다. 한 해 평균 기온은

29.0 °C이며 강우량은 약 1234 mm로 겨울이 여름보다 적다(김, 2017). 재오개리는 과거 일부가 수

몰되어 실향민이 많이 발생했을 정도로 주변 습지의 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은 마을이다. 재

오개리 습지는 바로 옆 재오개 마을과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습지이므

로 범람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중요하다.

fig 1. 재오개리의 위치

Fig 2. 재오개리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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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오개리 습지 중 충주호와 맞닿는 큰 지류 한 곳을 A로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하

였다. 2020년 6월 24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0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

사 방법은 육안 채집을 바탕으로 쓸어 잡기와 함정 채집을 진행하였다. 세부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습지 A 지역에 100m x 100m 크기의 정사각형 방형구를 설치한다. 설치한 방형구는 다시 25m x

25m 크기의 정사각형 방형구로 나누어 1번부터 16번까지 총 16개의 방형구가 되게 한다. 각 구역

당 같은 간격으로 플라스틱 컵 4개씩 총 64개의 컵을 묻은 후 부동액을 4cm 가량 채워 넣어 트랩

을 설치한다. 트랩은 9일 후 수거하며 수거일에 각 25m x 25m 방형구별로 외곽을 1회씩

sweeping 하여 거미를 채집한다. 함정 수거 후 재설치할 때는 비로 인한 채집물 유실에 대비하여

가로 15cm, 세로 15cm로 자른 포맥스 판을 함정 위에 돌을 괴어 덮어둔다. pitfall trap 및

sweeping을 통해 채집된 거미들은 80%의 에탄올에 보관하여 실체현미경(DSZM-T55)을 통해 종

동정을 실시한다.

Fig 3. 조사지역

Fig 4. Sweeping net를 이용한 채집과 pitfall trap 설치

3) 연구 진행 과정

가. 시민과학자 대상 교육

* 2020년 6월 14일-시민과학자 대상 온라인 사전 강연(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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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거미의 생태적 습성, 특징, 거미와 인간의 관계 등 거미에 대한 기초적

인 강연을 진행하였다.

Fig 5. 시민과학자 대상 온라인 사전 강연

* 2020년 7월 5일-1차 현장 교육(안양시 관악산 삼림욕장)

충주 재오개리 탐사에 앞서 안양시에 위치한 관악산에서 사전 현장 교육을 통해 거미를 탐사하

는 방법과 탐사 시 주의점 등 필드에서 필요한 팁들을 설명하였다.

Fig 6. 1차 현장교육

* 2020년 9월 14일-시민과학자 대상 온라인 회의 및 중간보고(Zoom 화상회의)

장마로 인해 탐사 계획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 시민과학자들과의 친목 도모와 연구 현황 및

중간보고를 위해 Zoom 화상채팅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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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시민과학자 대상 온라인 회의 및 중간보고

나. 팀 연구회의

* 2020년 5월 7일-1차 팀 연구회의(천안)

전체 인원 회의 및 연구 관련 세부 내용 전달.

* 2020년 6월 11일-2차 팀 연구회의(충주)

사이트 내 방형구 설치 관련 회의.

다. 팀 현장답사

* 2020년 6월 11~12일-충주시 재오개리 현장 답사 및 방형구 설치

방형구 설치 위치 선정 후 100m x 100m 방형구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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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1차 팀 현장답사

* 2020년 6월 15~17일-충주시 재오개리 pitfall trap 설치

100m x 100m의 방형구를 다시 25m x 25m 방형구 16개로 나눠 방형구 하나 당 4개, 총 64개의

pitfall trap을 설치(플라스틱 컵+부동액)하였다. 묻어 놓은 플라스틱 컵 위에 20cm x 20cm의 포맥

스 판을 덮어 빗물 유입을 차단하였다. 컵을 묻은 주변에 폴대를 세워 컵 위치 표시하여 컵을 찾

기 쉽게히였다.

Fig 9. 2차 팀 현장답사

* 2020년 6월 22일-Pitfall trap 수거 및 재설치

Pitfall trap 64개 수거 및 재설치 후 트랩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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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3차 팀 현장답사

* 2020년 6월 24일-Pitfall trap 수거 및 재설치

Pitfall trap 64개 수거 및 재설치 후 트랩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Sweeping net를 이용해 25m

x 25m 방형구 당 한 바퀴씩 sweeping을 진행하였다.

Fig 11. 4차 팀 현장답사

* 2020년 7월 3일- 1차 현장 교육 장소 사전 답사(안양시 관악산 산림욕장)

1차 현장 교육을 진행할 안양시에 위치한 관악산 삼림욕장에서 진행 동선 및 서식하는 거미들

위치 파악하였다.

Fig 12. 1차 현장교육 장소 답사

* 2020년 7월 3일-Pitfall trap 수거

Pitfall trap 64개 수거 및 재설치 후 트랩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Sweeping net를 이용해 25m

x 25m 방형구 당 한 바퀴씩 Sweeping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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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5차 팀 현장답사

* 2020년 7월 9일-Pitfall trap 설치

Pitfall trap 64개 수거 및 재설치 후 트랩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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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6차 팀 현장답사

* 2020년 7월 17일-Pitfall trap 수거

Pitfall trap 64개 수거 및 재설치 후 트랩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Sweeping net를 이용해 25m

x 25m 방형구 당 한 바퀴씩 sweeping을 진행하였다.

Fig 15. 7차 팀 현장답사

라. 현장교육

* 2020년 10월 10일-2차 현장교육(재오개리)

시민과학자 1팀과 함께 재오개리 현장교육 사전 답사 및 야간 거미탐사를 진행하였다. Pitfall

trap 12개를 설치하였다.



- 11 -

Fig 16. 2차 현장교육

* 2020년 10월 11일-4차 현장 교육(재오개리)

시민과학자들과 재오개리 습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Pitfall trap 수거 및 sweeping을 통해 재오개

리 습지 내의 거미들을 채집하였으며 채집된 거미들을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분류하는 시간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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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3차 현장교육

3. 결론

1) 거미류의 다양성

재오개리 습지 거미류의 조사 결과 총 17과 57속 72종 2216개체의 거미가 채집되었다. 과별 종구

성상 우점 순위를 비교해보았을 때 왕거미과(16.7%,) 깡충거미과(15.3%), 접시거미과(12.5%), 늑대

거미과(9.7%), 갈거미과(8.3%), 꼬마거미과(6.9%) 순으로 우세했으며 배회성 거미가 정주성 거미의

종수를 상회하였다.

Fig 18. 과별 종수 순위

종별 개체수 순위는 별늑대거미가 549개체, 갈거미류가 346개체, 긴호랑거미가 232개체, 흑갈톱날

애접시거미가 184개체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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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종별 개체수 순위

Fig 20. 종별 개체수 순위(log scale)

2) 날짜별 거미류의 다양성

날짜별 종다양도와 재오개리 습지에서 채집된 거미들의 조사 차수별 다양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서 차수별 과, 속, 종, 개체수 목록을 작성하고 종다양도(H′, Shanon-Weiner Diversity Index),

균등도(J′, Shanon-Weiner Evenness Index), 우점도(D′, Simpson Index)를 산출하였다. 20년 6

월 24일 1차 조사에서 13과 33속 37종 510개체, 7월 3일 2차 14과 31속 35종 406개체, 7월 17일 3차

16과 42속 48종 466개체, 7월 26일 4차 15과 41속 51종 834개체, 총 17과 57속 72종 2216개체의

거미가 채집되었다. 종다양도는 6월 24일 2.2534, 7월 3일 2.36, 7월 17일 2.6186, 7월 26일 2.8451

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균등도 또한 각 0.5286, 0.5536, 0.6143, 0.6674로

종다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점도는 각 조사 차수 별 0.2134, 0.1843, 0.1245,

0.1012로, 종다양도와 균등도와는 반대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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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날짜별 균등도(J), 우점도(D) 변화 추이

Fig 22. 날짜별 종다양도(H) 변화 추이

3) 생활 습성에 따른 날짜별 거미류의 다양성

전체 거미류의 날짜별 종수와 개체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6월 24일 장마 시작과 함께 일시적

인 감소 이후 종수와 개체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생활 습성에 따라 거미를 정주성 거미와 배회성 거미 2종류로 구분하여 날짜별 종수와 개체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배회성 거미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큰 증감이 없는 추이를 보였고 정주성

거미의 경우 장마가 시작된 후 일시적인 감소 이후 종수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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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생태습성에 따른 날짜별 종수 변화 추이

Fig 24. 생태습성에 따른 날짜별 개체수 변화 추이

4) 지형에 따른 거미류의 분포 경향

방형구의 구역에 따라 그 지형이 다양한데, Heat map을 통해 거미의 생활 습성에 따른 각 구역

(1-16)의 차수별 개체수 분포 경향을 분석해본 결과 정주성 거미는 거의 모든 차수마다 방형구의

가운데(5-12) 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배회성 거미의 경우 거의 모든 차수마다 방형

구의 위, 아래 구역(1-4, 13-16)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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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정주성 거미 분포 Heat map

Fig 26. 배회성 거미 분포 Heat map

5) 조사 중 pitfall trap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별농발거미속(Sinopoda)의 일종이 채집되었고, 현

재까지 국내 암컷 기록이 없는 흑갈톱날애접시거미(Erigone prominens) 암컷과 까치깡충거미

(Rhene albigera) 암컷이 채집되었다.

가. 농발거미류(Sinopoda sp.) 수컷

Fig 27. Sinpoda sp. 외형(등면, 배면, 외부생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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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흑갈톱날애접시거미(Erigone prominens) 암컷

Fig 28. 흑갈톱날애접시거미 외형(등면, 배면, 외부생식기)

다. 까치깡충거미(Rhene albigera) 암컷

Fig 29. 까치깡충거미 외형(등면, 배면, 외부생식기)

4. 고찰

2020년 6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에 위치한 재오개리 습지

A 지역에서 거미를 조사한 결과 총 17과 57속 72종 2216개체의 거미가 채집되었다. 이는 국내 거

미종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과거(2016) 조사에 비해 1과 14속 25종의 거미가 더 채집되

었는데, 이는 과거 조사보다 여러 횟수를 거듭하여 장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육안채집과

sweeping 만이 아닌 pitfall trap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수의 조사자가 참여해

더 많은 양의 종과 개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과별 종구성상 우점 순위를 비교해보았을 때 왕거미과(16.7%,) 깡충거미과(15.3%), 접시거미과

(12.5%), 늑대거미과(9.7%), 갈거미과(8.3%), 꼬마거미과(6.9%) 순으로 우세했으며 배회성 거미가

38종, 1174개체로, 34종 1042개체인 정주성 거미를 종수와 개체수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개체수 순위는 별늑대거미가 549개체, 갈거미류가 346개체, 긴호랑거미가 232개체, 흑갈톱날

애접시거미가 184개체 순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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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24일 1차 조사에서 13과 33속 37종 510개체, 7월 3일 2차 14과 31속 35종 406개체, 7월

17일 3차 16과 42속 48종 466개체, 7월 26일 4차 15과 41속 51종 834개체, 총 17과 57속 72종

2216개체의 거미가 채집되었다. 종다양도(H’)는 6월 24일 2.2534, 7월 3일 2.36, 7월 17일 2.6186, 7

월 26일 2.8451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균등도(J’) 또한 각 0.5286, 0.5536,

0.6143, 0.6674로 종다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우점도(J’)는 각 조사 차수 별

0.2134, 0.1843, 0.1245, 0.1012로, 종다양도와 균등도와는 반대로 거울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체 거미류의 날짜별 종수와 개체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6월 24일 장마 시작과 함께 일시적

인 감소 이후 종수와 개체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다시 생활 습성에 따라 거미를 구분하여 날짜별 종수와 개체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배

회성 거미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큰 증감이 없는 추이를 보였고 정주성 거미의 경우 장마가 시작

된 후 일시적인 감소 이후 종수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종수, 개

체수의 변화 추이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는 정주성보다 배회성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마와 거미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된다면 정주성 거미보다는 배회성 거미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Heat map을 통해 거미의 생활 습성에 따른 각 구역(1-16)의 차수별 개체수 분포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정주성 거미는 대부분의 차수마다 방형구의 가운데(5-12) 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고, 배회성 거미의 경우 대부분의 차수마다 방형구의 위, 아래 구역(1-4, 13-16)에 집중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5-12 구역은 주로 무릎 이상 높이의 식물들이 충주호의 물길과 지표를 덮고 있

어 정주성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생활하기에 유리하고, 1-4, 13-16 구역은 주로 발목 높이의 낮은

식물들이 많은 초원 지형으로 배회성 거미가 활동하기에 유리한 지형이라 이와 같은 분포 경향을

띄는 것이라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조사 중 Pitfall trap 일부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별농발거미속(Sinopoda)의 일종과

현재까지 국내 암컷 기록이 없는 흑갈톱날애접시거미(Erigone prominens) 암컷이 채집되었고, 쓸

어 잡기를 통해 현재까지 암컷 기록이 없는 까치깡충거미(Rhene albigera)의 암컷이 채집되었다.

농발거미류의 경우 수컷 표본만 채집이 되었고 그 또한 표본 상태가 좋지 않아 더 많은 표본이

확보가 되어야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과거 연구보다 좀 더 정량화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횟수가 턱없이 부족

하다. 추후 시민과학자들과의 장기적이고 해상도 높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면 유의미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시민과학자들

과의 협력을 통해 미지종들을 발굴해냄으로써 미지종 연구와 시민과학 선순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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