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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 산불피해지역 우  설치류 3종의 시기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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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포유동물의 행동권 크기는 몸의 크기, 성별, 혼인체계, 
서식지 질, 먹이자원, 기후, 종내 및 종간경쟁, 포식압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Swihart et al. 1988). 따라

서 대상종의 행동권 및 이동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종의 

다양한 생태적인 특성 및 진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다(Schmidt et al. 2002).
현재까지 설치류의 행동권 크기 및 이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무선추적법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Blondel et al. 2009).
국내 산림생태계에서 우점하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종인 

설치류 3종 중 등줄쥐와 흰넓적다리붉은쥐는 전 세계적으

로 넓은 분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권 크기 

및 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행동권 크기 및 이동 관련 

연구가 미흡한 국내 산림생태계 우점 설치류 3종을 대상으

로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선추적법을 이용하여 지역, 
시기 등에 의한 행동권 크기와 일일행동 및 잠자리 이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지역 및 방법

설치류 3종(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의 시

기별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 검봉산 일대의 산

불 미피해지와 조림지 조사구 중 각각 1곳을 선정하여 2008
년 가을(9∼10월)과 겨울(11∼1월), 2009년 봄(4∼5월)과 

여름(7∼8월)에 무선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0m 간격으로 구획된 모든 지점에 생포용 덫을 설치한 

후 7∼14일간 연속포획조사를 실시하였다. 포획된 개체는 

현장에서 에테르 마취를 하여 발신기를 장착하였다. 전파발

신기는 플라스틱 끈(cable tie)으로 연결된 PIP2 발신기

(Biotrack, UK)를 사용하였으며, 총 113개(봄, 가을, 겨울: 
각 30개, 여름: 23개)의 발신기를 이용하였다. 발신기가 장

착된 개체는 마취에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포획된 위치

에서 다시 풀어주었다.
무선전파추적은 직접 대상 개체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

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파 강도에 따라 위치를 파악하는 

Home-in Technique(Hoffmann and Hans Klingel 2001, 
Mabry and Stamps 2008) 방법을 이용하였다.

행동권 분석은 ArcGIS 9.2(ESRI Inc., U.S.A) 내에서 

Home Range Tools(HRT) Extension을 이용하여 추적된 위

치 좌표들 중 가장 바깥에 위치한 점들을 연결시켜 만든 

최소다각형법(MCP, minimum convex polygon)을 계산하

여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113개(가을, 겨울, 봄: 각 30개, 여름: 23개)의 발신기 

중 부착에 실패한 9개의 발신기를 제외하고, 발신기 부착은 

104개체(가을: 27개, 겨울: 26개, 봄: 28개, 여름: 23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Table 4-1). 발신기를 부착한 개체 중 

총 83개체가 추적에 성공하여 79.8%의 추적 성공률을 보였

다.
미피해지와 조림지에서 지역별 흰넓적다리붉은쥐의 행

동권 크기를 파악한 결과 모두 조림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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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불 및 산불 후 관리에 의해 조림지의 서식지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미피해지에 비해 행동권 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Chelkowska et al. 1985, Saitoh 
1991). 시기별 설치류 3종의 행동권 크기 변화를 파악한 

결과 유사한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두 겨울에 행동권

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강설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동권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 가능

한 먹이자원의 감소, 강설 및 기온 저하로 인한 이동의 제한, 
둥지 주변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Bubela et al. 1991).
시기별 일주 행동을 파악한 결과, 낮의 길이가 긴 여름에

는 이동 시간대가 가장 짧았고, 겨울에는 반대로 이동 시간

대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설치

류의 이동은 광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과 한 2006).
설치류 3종의 지역별 시기에 따른 잠자리 개수를 파악한 

결과, 조림지에서 더 많은 잠자리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서

식지 질에 따른 행동권 크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흰넓적다리붉은쥐의 잠자리 환경을 파악한 결과 

미피해지에서는 관목 밑, 바위, 수목잔존물, 그루터기를 선

호한 반면, 조림지에서는 갈대와 수목잔존물이 있는 계곡부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피해지에서 대부분 

교목이 생육하고 있어 상층 피도량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맹금류(raptors) 등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cover)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조림지는 교목층이 발달해 있지 않은 개활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포식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하층 커버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계

곡부의 갈대와 수목잔존물이 있는 지역에 밀집하여 잠자리

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L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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