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

전체 267종 207종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이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포유류
Mammalia

8종

담비 ┃족제비과

무산쇠족제비 ┃족제비과

물개 ┃바다사자과

물범 ┃물범과

삵 ┃고양이과

큰바다사자 ┃바다사자과

토끼박쥐 ┃애기박쥐과

울창한 산림에 2~3개체가 무리지어 서식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개체수가 적음

전국의 저지대 초지, 고산 산림지대 등에 소수
분포함

1960년대 수백 개체가 관찰되었으나 최근
에는 동해 및 서남해연안에 매우 드물게
회유함

해안가 바위를 휴식지로 이용하는 점박이
물범으로 백령도에 300~500개체가 서식함

전국의 하천변 및 산림지대부터 인가 근처의
야산에 분포함

캄차카, 오호츠크 해역에서 태어난 어린
개체가 봄철 우리나라 연안으로 소수 도래함

산림성 박쥐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삼림에
소수가 분포. 환경에 따라 나무 구멍, 동굴,
가옥을 이용함

개리 ┃오리과

검은머리갈매기 ┃갈매기과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과

검은머리촉새 ┃멧새과

검은목두루미 ┃두루미과

고니 ┃오리과

고대갈매기 ┃갈매기과

겨울철새. 금강하구,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
등의 습지에 소수가 간헐적으로 도래하고
한강, 임진강에서 이동시기에 관찰됨

텃새, 겨울철새. 영종도, 송도 등의 매립지에서
번식하고 주로 서남해안에서 월동

텃새. 유부도 등 서남해안 갯벌지역에서 주로
월동하며,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번식함

통과철새. 봄가을에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나그네새로 서·남해 도서지역에서 주기적
으로 관찰되고 내륙 강하구, 간척지 주변
농경지와 갈대밭에서 드물게 관찰됨

겨울철새. 강화도, 철원, 구미, 순천만 등지에
다른 두루미류의 무리에 섞여 소수가 도래함

겨울철새. 낙동강하구, 시화호 등 전국의
저수지, 호수, 강, 갯벌 등에서 매우 적은 수가
관찰됨

겨울철새. 금강하구, 낙동강하구 등 일부
해안지역에 도래하며, 매우 적은 수가 관찰됨

조류
Birds
하늘다람쥐 ┃청설모과

49종

울창한 산림에서 나무 구멍을 보금자리로
이용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악
지대에 적은 수가 서식

긴꼬리딱새 ┃까치딱새과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과

까막딱다구리 ┃딱다구리과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과

느시 ┃느시과

독수리 ┃수리과

따오기 ┃저어새과

뜸부기 ┃뜸부기과

무당새 ┃멧새과

여름철새. 주로 제주도와 남부 도서지역에서
번식함. 최근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번식이 확인됨

텃새. 설악산, 오대산 등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됨

텃새.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서 번식하는 대형
딱다구리로 서식지 감소로 인해 개체수 감소
추세임

겨울철새. 전국의 철새 도래지 또는 습지에서
관찰됨

겨울철새. 190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적으로
도래하였지만 6.25 이후 많이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철원, 여주 등지에서 1~2개체만이
기록됨

겨울철새. 주로 비무장지대에서 월동하며,
2000년대 이후 남부지역으로 분포가 확대
되어 월동 개체수가 다소 증가함

겨울철새. 19세기말까지 소규모지만 전국적
으로 관찰되었으나 1979년 이후 관찰기록
없음

여름철새.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논과 간척지 등에서 적은 수가
번식함

통과철새. 봄가을 이동시기에 관찰되는
나그네새로 서남해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관찰됨

물수리 ┃수리과

벌매 ┃수리과

붉은배새매 ┃수리과

붉은어깨도요 ┃도요과

붉은해오라기 ┃백로과

뿔쇠오리 ┃바다오리과

뿔종다리 ┃종다리과

새매 ┃수리과

새호리기 ┃매과

통과철새, 겨울철새. 전국의 해안가, 하천,
호소 등지에 드물게 관찰되지만 제주에서는
연중 관찰되고 최근 번식도 확인됨

통과철새. 해안이나 도서지역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며, 2009년 강원도에서 번식이 최초로
확인됨. 가을철 소청도를 경유하여 수천
개체가 이동함

여름철새. 전국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나
최근 번식집단 수가 감소 추세임

통과철새. 봄가을 동해와 서해안에 드물지
않게 통과하는 나그네새이지만 과거해 비해
도래개체수가 매우 감소하였음

통과철새 또는 길잃은새(미조). 제주도, 남해안
및 서남해안 도서지역에 매우 드물게 관찰
되며, 최근 제주에서 번식 기록이 있음

텃새. 여름철새. 제주도, 백도, 구굴도와 독도
에서 적은 수가 번식하며, 번식기 이외의 국내
서식현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텃새. 자갈이 많은 개활지에 서식하며, 최근
제한된 지역에 매우 적은 수가 서식함

겨울철새. 전국의 산림과 개활지에서 드물게
관찰됨. 최근 여름철 강원도에서 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가 확인되었음

여름철새. 주로 개활지에 도래하며 전국
각지의 산림에 소수가 번식하는 것으 로
추정함

섬개개비 ┃휘파람새과

솔개 ┃수리과

쇠검은머리쑥새 ┃멧새과

수리부엉이 ┃올빼미과

알락개구리매 ┃수리과

알락꼬리마도요 ┃도요과

양비둘기 ┃비둘기과

올빼미 ┃올빼미과

재두루미 ┃두루미과

여름철새. 전국 해안 도서지역에서 주로
번식하며, 전 세계 개체수는 2,500~10,000
개체로 추정됨

텃새, 겨울철새. 1970년말 이후 개체수 급감.
최근 낙동강하구와 부산일대에서 주로 관찰됨

겨울철새. 평지의 관목림이나 갈대밭에서
드물게 관찰됨. 최근 시화호 일대에서 번식이
확인됨

텃새.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개활지와 인접한
암벽지대 또는 바위산을 선호함

통과철새. 봄과 가을에 서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수가 간헐적으로 관찰되며,
드물게 겨울철에도 기록됨

통과철새. 전국 해안과 하구에 도래하며,
서해안지역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되나
개체수 감소 추세임

텃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정되어 지역
개체군이 확인됨. 국내 개체군은 100개체
미만으로 추정되고 일부 지역은 집비둘기와
잡종이 형성됨

텃새. 전국에 적은 수가 분포하며 다양한
지역의 산림이나 야산, 인가 주변의 고목에서
서식함

겨울철새. 전 세계 개체수가 6,500여 개체로
추정되며, 국내는 1,500개체 정도가 월동함

잿빛개구리매 ┃수리과

조롱이 ┃수리과

참매 ┃수리과

큰고니 ┃오리과

큰기러기 ┃오리과

큰덤불해오라기 ┃백로과

큰말똥가리 ┃수리과

팔색조 ┃팔색조과

항라머리검독수리 ┃수리과

겨울철새. 전국의 관목이 산재하는 초지, 초원,
경작지 및 습지 등의 개활지에 주로 도래함

텃새, 통과철새. 과거 번식기록이 보고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봄가을 이동시기에 주로
관찰됨

텃새. 겨울철새. 주로 겨울철에 관찰되지만
2006년 충주에서 최초 번식 확인 이후 내륙
번식지가 꾸준히 발견됨

겨울철새. 전국의 강, 하구, 저수지, 호수, 해안
등 매우 다양한 서식지에 도래함

겨울철새. 한강, 임진강하구, 철원, 천수만,
금강하구, 주남저수지, 우포늪, 낙동강하구 등
전국의 습지와 논경지에 무리지어 월동함

여름철새.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의
대규모 간척지 또는 갈대밭이나 수초지에
번식함

겨울철새. 전국의 평지, 구릉지, 습지주변 등
다양한 서식지에서 드물게 관찰됨

여름철새. 주로 제주도와 거제도를 비롯한
남부 해안지방의 활엽수림 지역을 중심으로
번식함

겨울철새. 전국에 걸쳐 겨울에 드물게 도래
하며, 가을에 일부가 서해안과 도서지역을
따라 통과함

양서 파충류
Amphibians & Reptiles
흑기러기 ┃오리과

흑두루미 ┃두루미과

흑비둘기 ┃비둘기과

흰목물떼새 ┃물떼새과

흰이마기러기 ┃오리과

흰죽지수리 ┃수리과

겨울철새. 동해안과 남해안 등 주로 해안가에
소수가 도래하며, 드물게 내륙에서도 확인됨

통과철새, 겨울철새. 주로 순천만에서 월동
하며, 이동시기에 구미, 천수만에서 큰무리가
관찰됨

텃새. 여름철새. 제주도, 울릉도, 가거도
등지의 후박나무 자생지에서 주로 번식하고
국지적으로 관찰됨. 울릉도 집단은 여름철새
이며, 제주에서는 연중 서식

텃새. 주로 전국의 자갈이 많은 강가에 땅을
오목하게 파서 둥지를 만들고 번식함

겨울철새. 한강하구, 철원평야, 주남저수지,
천수만 등 습지의 농경지에서 기러기 무리에
섞여 드물게 관찰됨

겨울철새. 주로 천수만, 해남,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에서 드물게 관찰됨

6종

고리도롱뇽 ┃도롱뇽과

가는돌고기 ┃잉어과

가시고기 ┃큰가시고기과

고유종. 한강, 임진강 수계 상류지역에 물이
맑고 자갈이 있는 여울에 서식함

경상북도 영덕 이북의 동해로 흐르는 하천의
물이 맑은 하류지역에 주로 서식함

고유종. 부산시 기장군 일대의 논지와 습지
등 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서식함.
등면이 밝은 갈색을 띠는 개체가 많음

어류
Fishes
구렁이 ┃뱀과

금개구리 ┃개구리과

남생이 ┃늪거북과

맹꽁이 ┃맹꽁이과

표범장지뱀 ┃장지뱀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건강식,
밀렵 등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함

고유종.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하였으나 서식지
및 산란지 감소로 최근에는 서해안 일대에서만
발견됨

전국의 하 천과 호수 등지에 널리 분포
하였으나 최근 개체수 감소로 드물게 관찰됨

전국의 저지대 습지나 주택가 인근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주로 서식함. 각종 개발
사업과 습지 감소로 서식지와 산란지가 감소
하고 있음

주로 서해안 일대 해안사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산간지역에서도 관찰됨

꺽저기 ┃꺽지과

꾸구리 ┃잉어과

다묵장어 ┃칠성장어과

돌상어 ┃잉어과

묵납자루 ┃잉어과

백조어 ┃잉어과

버들가지 ┃잉어과

부안종개 ┃미꾸리과

연준모치 ┃잉어과

전라남도 탐진강과 그 주변 하천에 유속이
느리며 모래와 자갈이 깔린 수초가 많은
지역에 서식함

고유종. 한강, 임진강, 금강 중 상류의 자갈과
돌이 깔린 빠른 여울에 주로 서식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작은 개울 중 상류 또는 저수지에 서식함

고유종. 한강, 임진강, 금강수계의 유속이
빠르며 자갈이 있는 맑은 중상류지역에 서식함

고유종. 한강수계에 하천 중 상류의 비교적
유속이 느리고 큰돌과 자갈이 많은 소 부근에
서식하며 조개 속에 산란함

낙동강, 영산강, 금강 중하류의 유속이 완만한
곳에 서식하며 최근에는 댐과 저수지에서도
발견됨

고유종. 강원도 고성군 남강과 송현천에 물이
맑고 차가운 산간계류에 서식함

고유종. 전라북도 부안 백천의 유속이 느리고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는 곳에 서식함

냉수성 어종. 남한강 상류와 삼척 오십천
지역 일부에만 분포하며 하천 상류역 소에
서식함

16종

곤충
Insects
열목어 ┃연어과

칠성장어 ┃칠성장어과

큰줄납자루 ┃잉어과

한강납줄개 ┃잉어과

한둑중개 ┃둑중개과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물이 맑고
수온이 낮은 하천의 상류지역에 서식함

섬진강과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 서식하며
바다에서 2~3년 동안 기생생활을 한후
강으로 올라와 산란함

고유종. 섬진강과 낙동강 일부 지역에 제한적
으로 분포하며 흐름이 있고 돌과 자갈이 깔린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함

고유종. 남한강 일대와 서해로 흐르는 무한천
상류에 제한적으로 분포, 하천 중 상류의
비교적 유속이 느리고 돌이 깔린 곳에 서식함

동해 중 북부로 흐르는 하천 하류역으로
자갈과 돌로 이루여 있는 유속이 빠른 곳에
서식함

노란잔산잠자리 ┃북방잠자리과

닻무늬길앞잡이 ┃길앞잡이과

대모잠자리 ┃잠자리과

두점박이사슴벌레 ┃사슴벌레과

뚱보주름메뚜기 ┃주름메뚜기과

멋조롱박딱정벌레 ┃딱정벌레과

1964년 북한산 채집기록 이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적은 수가 관찰됨

서해안 극히 일부 지역의 해안사구에 극소수가
서식함

1960년대 이후 개체수 급감으로 전 세계적
으로 심각한 멸종위기. 서해안 일대를 중심
으로 관찰됨

제주도 한라산의 상록활엽수 지대에서 서식
하며, 주로 밤에 활동함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의 산지 입구 또는 임도
등의 환경에서 서식. 이동성이 낮음

쌍꼬리부전나비 ┃부전나비과

애기뿔소똥구리 ┃소똥구리과

여름어리표범나비 ┃네발나비과 왕은점표범나비 ┃네발나비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소나무가 많고
표고가 낮은 산지에서 관찰됨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방목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 감소 추세임

과거 전국 초지지역에 분포했으나 초지
감소로 인해 현재 강원도와 전라남도 일부
에서만 확인됨

최근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화천에서 관찰
되었으며, 햇빛이 잘 드는 풀밭에 서식함

20종

깊은산부전나비 ┃부전나비과 꼬마잠자리 ┃잠자리과
설악산, 소백산 등의 고지대 잡목림이나 계곡
에서 서식함

전국의 수온이 낮은 저지대 및 고층습지에
드물게 관찰됨

물방개 ┃물방개과

물장군 ┃물장군과

소똥구리 ┃소똥구리과

덕유산 일대에 서식하며 야행성이고 지렁이,
달팽이 등을 포식함

전국 농수로 및 물웅덩이에 소수 개체군이
서식함

서울 및 경기도 남부, 충청남도, 제주도 남부
등에 서식함

땅속 굴로 소나 말의 배설물을 굴려 가져가
알을 낳으며, 1970년대 이후 관찰기록 없음

은줄팔랑나비 ┃팔랑나비과

참호박뒤영벌 ┃꿀벌과

창언조롱박딱정벌레 ┃딱정벌레과

큰자색호랑꽃무지 ┃꽃무지과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부전나비과

주로 초지에 서식하는 종으로 서식지가 급감
하여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만
확인됨

과거 전국 분포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확인 기록이 없음

고유 종. 딱지날개는 청록 색으 로 홈줄이
세로로 8줄이며, 지리산에 서식함

강원북부 산악지역 단풍나무류 고목의 나무
구멍 속에 살며, 사향 냄새가 남

강원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낮은 산지의 풀밭에서 드물게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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