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개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밝은 색상의 
개구리는 지나가던 아기가 풀 속에 

놓아둔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개구리들이 안개가 자욱한 열대 우림에 살 
것이라 상상하지만, 밤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고 운만 따라준다면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청개구리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Amaël Borzée(아마엘 볼체) 교수님과 그의 
연구팀은 황해 일대의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십여 년간 청개구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팀은 특히 이 지역에 서식하는 4 종류의 
청개구리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개구리 (Dryophytes 
japonicus)는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번성했으며 자연적인 서식지 외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도 잘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특정한 서식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3종의 청개구리 (민무늬청개구리
(Dryophytes immaculatus), 수원청개구리 
(D. suweonensis), 노랑배청개구리 
(D. flaviventris)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저지대의 습지에서만 발견되며 
놀랍게도 대부분의 개체들이 논에서만 
서식합니다.

서식지 이동 및 서식지 변화
이 청개구리들은 원래의 서식지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하여 현재의 서식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약 1,700
만~2,200만 년 전에 육지였던 베링해를 
건너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인류는 약 10,000
년 전에 습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청개구리 
개체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 
쌀이 대표적인 농작물로 부상했고, 물을 대어 
경작하는 전통적인 논은 청개구리의 생태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청개구리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하며서 
서식지가 비자연 습지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생활의 혜택
Dryophytes 속의 청개구리들은 올챙이 
단계동안 생존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지만, 
성체들의 경우 물에서 나와 주변의 덤불 속 
습한 땅 속에서 동면을 합니다. 이는 추운 
겨울에 농부들이 논에 물을 뺄 때 개구리들은 
이미 육지로 올라온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육지로 올라온 개구리들은 이듬해 봄에 다시 
모내기한 논으로 돌아가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물고기와 잠자리 약충과 같은 일부 

포식자들은 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논에 
물을 뺄 때 제거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논경지 
배수는 청개구리들에게 있어 아주 편리한 청소 
과정입니다.

불행히도 이 대체 서식지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쌀은 주된 농작물이 아니고, 
도시는 성장하고 있으며, 논도 청개구리의 
관점에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식생으로 
덮인 자연 친화적인 배수로가 ‘정돈되고’ 
있으며 동면하는 개구리들이 이용할 수 없는 
콘크리트 수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쌀의 성장 시기는 빨라지고 
이로 인해 올챙이가 성체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전에 논이 물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수확이 

인류는 약 10,000 년 전에 
습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청개구리 개체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종의	청개구리들은	
아시아의	황해	주변에	
있는	저지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3종의	청개구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논에서	
서식합니다.	불행히도	
서식지로	적합한	곳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난징임업대학교	
소속의	아마엘	볼체	
교수님은	멸종위기에	
처한	청개구리들의	
분포를	연구하여	그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난 논에서 불법적으로 남은 볏짚을 태우는 
과정에서 개구리들이 죽거나 서식지가 주변 
환경이 건조해져 개구리의 서식에 부적합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지의 급감
아마엘 볼체 교수님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개구리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민무늬청개구리 (D. immaculatus) 는 흔히 
중국민무늬청개구리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 
서식하는 종입니다. 과거에는 양쯔강 유역과 
난징과 베이징 주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현재는 과거의 거점 서식지였던 장쑤성과 
상하이에서는 기능적으로 멸종했습니다. 일부 
작은 개체군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감소를 막기 위한 보전 노력이 절실합니다.

Dryophytes flaviventris, the Yellow-bellied treefrog, is 
perhaps the most vulnerable species living near the 
Yellow Sea.

Dryophytes immaculatus, commonly known as the 
Chinese Immaculate treefrog, is functionally extinct in 
parts of Jiangsu.

논에 사는 
개구리들에게 
장기적인 
삶의 터전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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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개구리 (D. suweonensis) 의 개체군은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 노력이 없다면 남쪽 개체군은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북쪽의 서식지에는 더 
많은 자연 습지가 있고 농업기계 및 화학적 

Details질의응답질의응답

가장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보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의 가장 최신 논문에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의 두 종이 서식하는 두 서식지에 
대한 보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서식지에 대한 보호는 
향후 100년 내 두 종이 멸종할 확률을 0
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는 청개구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분을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해라도 이러한 
인위적인 수분 공급이 없는 경우 지역적인 
개체군 절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종의 경우, 아직 분포나 개체군 크기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참여과학을 활용한 철저한 대규모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밤에 청개구리를 조사하는건 어떤가요?

한밤중에 봄철의 논으로 나가는 것은 
마치 집에 가는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밤을 논을 조사하며 보냈기 때문에 
논은 나라나 시간에 상관없이 마치 
제가 있어야할 곳처럼 느껴집니다. 조사 
중 농부에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구리를 찾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몇 번 받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수행하는 조사의 장점은 논에 들어가지 
않아 농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개구리의 소리를 듣기만 하기 때문에 
농부들과 친근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를 찾은 장소 중 가장 놀라웠던 
곳은 어디였나요?

두 장소가 바로 떠오릅니다. 첫번째는 
수원청개구리 이름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수원청개구리 조사를 시작한 첫해에 
수컷 한 마리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장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청개구리가 서식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홀로 짝짓기를 
위해 울고 있는 수컷 한 마리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우리가 이 종을 
재도입하기 전까지는 이 개체가 수원에서 
기록된 마지막 수원청개구리였습니다. 
두번째는 한국의 연천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도로와 철도 사이의 아주 
작은 논에 갇혀 울고 있던 수십 마리의 
수원청개구리 수컷들을 관찰했습니다. 
매우 슬픈 만남으로 기억됩니다.

미래를 위해 이 지역에서4 종의 
청개구리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 
연구 프로젝트 대부분과 자유시간까지도 
이어지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나서야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다른 많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국가간의 
보전계획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계획들은 철새와 같이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다양한 종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개구리의 
보호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 살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변형되지 않은 서식지에 
살고 있는 청개구리도 있나요? 

매우 적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활동은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경관에 
영향을 미쳐왔고, 많은 종들은 어느 정도의 
서식지 변화를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청개구리 같은 종들은 이러한 
대처능력이 좋은 반면, 인구 수가 아주 
적은 지역에서 조차도 살아남지 못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청개구리류는 아시아 
남부와 아프리카의 논에서 볼 수 있으며, 
프랑스 남부와 미국 서남부와 같이 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청개구리는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지만,  이 적응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그 한계점 이상으로 경관을 
변화시킨다면 멸종하는 것은 청개구리 
뿐만이 아닐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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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잘 관리된 한개의 서식지만으로도 수원청개구리의 멸종과 
유전적 다양성 소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료의 사용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랑배청개구리 (Dryophytes 
flaviventris) 는 3종의 근연종 중 가장 멸종에 

Without help, the 
Suweon treefrog 

or Dryophytes 
suweonensis is likely 
to become extinct in 

the southern areas of 
Korea.

취약한 종이고, ‘심각한 멸종위기 (Critically 
Endangered; CR)’ 단계 등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노랑배청개구리의 서식지 범위는 
만경강과 칠갑산 사이의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지대를 선호하는 종들에게 산맥은 
분명한 지리적 장벽이 되지만 이 종들이 강 
너머로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잡으로 인한 위협
수원청개구리의 유전적 고유성은 교잡으로 
인한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수원청개구리보다 
더 널리 분포하는 청개구리는 수원청개구리와 
동일한 번식지를 공유하며 청개구리 수컷은 
수원청개구리 암컷과 교미할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는 유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자손은 다시 번식에 참여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종 교배로 인해 
수원청개구리의 고유한 형질들인 울음소리와 
몸의 무늬 등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볼체 교수님의 연구팀은 희소한 청개구리 
개체군의 동향을 추적하고 새로운 개체군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지역은 넓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볼체 교수님과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는 잘 관리된 한개의 서식지만으로도 
수원청개구리의 멸종과 유전적 다양성 소실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Dryophytes 속의 
희귀한 종들은 서로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구팀은 황해 주변에서 공통된 
보전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전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주는 교훈은 대물림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황해안의 밤에 이 특별한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IndianSummer/Shutterstock.com

Many of the specialist treefrog species live 
almost exclusively in rice paddies.

The Yellow Sea is located between mainland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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