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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산국립공원 멸종 기 산양(Naemorhedus caudatus)의 
서식실태 조사

A survey of the distribution of Endangered Goral(Naemohedus 
caudatus) in Odae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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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공원 리공단 국립공원종복원센터

그림1. 오 산국립공원 조사 상지

   (1. 소계방산, 2. 호령 , 3. 상왕 , 4. 동 산, 
5. 백마 )

서 론

멸종위기종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종의 정확한 서

식, 분포자료를 근거로 한 변화상을 파악하고 변화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증식․
복원을 통해 이들 종을 멸종위기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며(양, 2002) 이를 위한 원종확보는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암벽 지형이 발달한 한반도 산악지형의 대표종이라 

할 수 있는 산양(Common goral, Naemorhedus caudatus)
은 과거 한반도 전역에 서식할 만큼 개체수가 많았으나, 최
근 들어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서식지가 파괴되고, 
특히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밀렵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

여 현재에는 약 700여 마리 정도만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환경부, 2002).
국내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 내 산양 생태축 복원을 

위해 현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월악산 산양

복원사업 및 비교적 안정적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

에서 증식․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인 오대산은 설악산국립공원과 함께 백두

대간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으로 기존 조사에서 멸

종위기종인 수달과 산양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기

록되었으나, 산양의 경우 오래 전부터 서식 제보들이 이어

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서식 흔적은 발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두대간 내 산양축 복원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산양의 서식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단절된 산양 생태축 연

결을 위한 효과적인 보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

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지 개황

오대산국립공원은 동경 128° 42′∼ 128° 44, 북위 37° 
42′∼ 37° 49′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홍천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전체 

면적은 303.09㎢로 주봉인 비로봉(1,563m)을 중심으로 북

쪽으로 두로봉(1,422m), 상왕봉(1,493m), 남쪽으로 호령봉

(1,560m), 동쪽으로 동대산(1,423m)을 포함한 5개의 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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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양 서식실태 확인 지역(오 산국립공원)

리가 주축을 이루며 마치 연꽃처럼 되어 있다. 국토 공간상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하며 태백산맥과 차령산맥 교차하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의 총 3,788종의 

생물자원 중 포유류는 28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삵, 사향노루 등 6종의 멸종위기야생동물

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오대산국립공원사

무소, 2009).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8년, 2009년도 산양 서식조사에서 산양의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기점으로 청문조사를 통해 산양의 

서식 제보가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
사방법은 생태학적 조사(선조사법, 흔적조사)와 무인센서

카메라를 활용한 카메라트랩 조사방법에 의해 산양 서식실

태를 조사하였다.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5개 지역(동대산, 상왕봉, 

호령봉, 소계방산, 백마봉)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5회 이상

의 생태학적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조사된 흔적과 분변은 

현장조사표에 기록하여 분석하였고, 흔적이 확인된 지역에

는 무인센서카메라(MOURTRIE, USA) 총 14대(동대산 4
대, 호령봉 4대, 소계방산 3대, 백마봉 3대)를 설치하여 촬영

된 개체를 분석․실체 확인 하였다(그림 1).

연구 결과 및 고찰

2008년, 2009년 국립공원종복원센터에서 오대산의 산양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봉, 두루봉 2개 지역에서 산양

의 실체가 확인되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9). 2010년 

조사결과 전 조사지역에서 분변 등 산양의 흔적이 확인되었

고 동대산, 호령봉 2개 지역에서는 실체가 확인되어(그림 

2), 총 5개 지역에서 새롭게 산양의 서식실태를 확인하였다. 
흔적조사 등 생태학적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대산 지역(40번 격자)

동대산 지역은 총 5회 정밀 조사하여 산양 분변을 8개 

지점에서 확인하였다. 조사 지역의 식생은 소나무와 신갈나

무가 주 식생으로 혼합림을 이루고 있고 분변의 발견은 남

향과 남동향의 능선부위와 능선부 동사면의 암반지대에서 

확인되었다.

2. 호령봉 지역(35번 , 49번 격자)

호령봉과 인접지역인 소대산 일원을 4회 조사하였으며, 
8개 지점에서 산양 분변을 확인하였다. 호령봉 일원의 식생

은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주 식생으로 혼합림을 이루고 있었

으며, 북동향과 서향의 능선 정상부와 능선이었다. 분변 흔

적 외에 신갈나무의 80cm 높이에 뿔질 흔적을 확인하였다. 
소대산 지역에서는 최근(2~3일 이내)에 배설한 분변이 조

사되어 최근까지의 산양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발견

지점은 남서향의 산중턱 계곡 사면과 능선의 바위지대로 

산양 분변 외에 체모도 같이 확인 되었다.

3. 소계방산 지역(59번 , 104번 , 105번 격자)

계방산 북사면지역과 계방산 북쪽에 위치한 소계방산 일

원에 총 5회 정밀조사 하여, 소계방산 일원에서 산양 분변을 

확인 하였으나 계방산 북사면 지역에서는 산양 흔적이 확인

되지 않았다. 산양 분변 확인 주변 식생은 소나무와 신갈나

무가 우점하며 능선상의 동물이동로 4개 지점에서 분변을 

확인하였다.

4. 상왕봉(11번 , 24번 격자)

상왕봉의 북사면인 작은북대골 일원을 4회 정밀조사 하였

다. 조사 지역의 식생은 신갈나무와 소나무가 우점하는 혼합

림으로 산양 분변을 계곡 주변 2개 지점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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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인센서카메라에 촬 된 산양(오 산국립공원)

5. 백마봉(42번 격자)

구룡폭포에서 백마봉 남서쪽 일원을 2회 조사 하였는데 

능선부 암반지역으로 남향에서 산양 분변 2개 지점이 확인

되었다. 주변식생은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주 식생으로 혼합

림을 이루고 있다.
카메라 트랩을 활용한 조사방법은 호랑이와 재규어와 같

이 모피가 구별되는 동물의 군집 밀도 측정과 풍부성에 관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Wallace R. B. et al, 2003 ; Soisalo M. K.. 2006), 카메라 

트랩 조사는 동물이 지나감에 의해서 사진이 찍히는 방법으

로, 동물의 활동패턴과 서식지이용을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Rovero F., 2009). 특히, 관찰하기 힘든 종에 관한 정보를 

얻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Rowcliffe J. M. et al, 2008).
카메라트랩에 의한 조사결과, 동대산지역은 5월에서 10

월까지 6회, 11월에 2회로 총 8회 산양이 촬영 되었으며 

호령봉 지역은 6월에서 10월까지 총 17에 걸쳐 산양 실체가 

촬영되었다. 동대산지역은 산양 성체가 촬영되었고 호령봉 

일원에서는 금년도 출산한 새끼와 어미 산양이 촬영되었다

(그림 3).
이러한 산양의 분포조사를 토대로 향후 조사에서는 오대

산 산양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되는 동대산과 노인봉 지역에

서 개체수 정밀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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