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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불피해 후 경과년도에 따른 설치류 개체군 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과 양양의 미피해지

역 및 2000년도와 1980년도 산불피해지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그리

고 다람쥐 등 총 3종이 포획되었으며, 전체 포획밀도는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흰넓

적다리붉은쥐와 대륙밭쥐의 포획밀도는 산불 미피해지역보다 피해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다람쥐의 포획밀도는 산

불 미피해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 설치류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산불미피해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층식생의 피도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rodent populations among unburned and two

burned forest areas which were fire damaged in 2000 and 1980, Samcheok and Yangyang, Gangwon province,

Korea. Apodemus peninsulae, Myodes regulus and Tamias sibiricus were captured in three study areas. Total

density of rodents was the least at burned area which was damaged in 2000. Trappabilities of Apodemus

peninsulae and Myodes regulus were higher in burned areas than in unburned area. However, trappability of

Tamias sibiricus was the highest in unburned area. Changes in forest type and habitat structure due to time

elapsed after forest fire might affect density and species composition of rodents. Mean body weight of rodents

were the highest in burned area which was damaged in 2000 while the lowest in unburned area. Differences in

body weight of rodents would be related with the coverage of understory. Detailed long-term ecological

monitoring is needed to elucidate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rodent populations after forest fire. 

Key words : Apodemus peninsulae, body weight, Myodes regulus, Tamias sibiricus, trappability, understory

서 론

자연적인 교란(natural disturbance)은 산림 생태계의 천

이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Lindenmayer and

McCarthy, 2002). 산림생태계 내에서의 이러한 교란은 임

분(stand), 경관(landscape) 그리고 생태계(ecosystem) 규모

에서 산림의 구조(structure)와 조성(composition)을 변화

시키며(Baker, 1992), 이로 인해 동물 군집의 형성과 개체

군 동태에 영향을 미친다(Smucker et al., 2005). 교란이

발생한 후 산림 생태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이단계

(successional stages)를 거치게 된다. 산림 생태계 내에서

의 천이는 산림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상이 점

차 다른 생물상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위환경과 조

화를 이룸으로써 생물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안정 상

태로 유도되는 진행과정이다(이경준 등, 1999). 

천이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산불을 들 수 있

다. 산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래되고 일상적인 교란

중의 하나로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는 산림 천이의 주요 요

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Cope and Chaloner, 1985;

Perry, 1998).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동·식물의 구성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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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역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다(Bendell,

1974; Crowner and Barret, 1979; Simons, 1991). 

대부분의 동물 종들은 산불에 미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Komarek, 1969), 산불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서식

지의 파괴 및 먹이의 고갈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더 받

는다(USDA, 2000). 특히 많은 소형 포유류들은 땅속의

굴, 습한 산림지역의 낙엽층 밑 통로, 그루터기와 뿌리 사

이의 구멍 그리고 바위 틈새와 큰 고사목을 이용하여 산

불을 피한다(Ford et al., 1999). 설치류는 산림생태계 내

에서 포식과 피식의 대상이 되는 2차 소비자로서 중간자

적 위치에 있으며, 종자 분산을 유도하고 식생 천이를 매

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Marser at al., 1978;

Forget and Milleron, 1991). 또한, 생활사가 짧고 그 수가

쉽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개체군 생태학의 대상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정도 등의 연구에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이 퇴적되는 등 산림 내 가연물

질의 밀도가 높아져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청, 2001),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고성 및 삼척에

서 발생한 산불과 같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

해 산불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Sierra Nevada에서의 연구(Bock and

Lynch 1970; Bock et al., 1978; Raphael et al., 1987)

와 같이 동일한 지역에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

불피해 후 시간에 따른 동·식물 종다양성 및 군집 조성

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관

련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불 미피해지역과 산불 피해 발생시

기가 다른 두 지역에서의 설치류 개체군 특성을 파악하

여 산불피해에 따른 영향과 산불피해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설치류 개체군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0년도에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삼척 검

봉산 일대의 침엽수림에서 산불 미피해지역과 산불피해

후 자연복원지역, 1980년도에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양양

의 침엽수림 중 자연복원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6월과

8월에 수행되었다. 

각 지역별 설치류 개체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불

미피해지역, 1980년도와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에서 1

ha(100 m×100 m) 크기의 조사구를 각각 2개씩 설치하여,

총 6개 조사구에서 2007년 6월과 8월에 각각 4회씩 연속포

획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구내에서는 가로, 세로 10 m

간격으로 총 100개의 생체포획용 덫(Sherman's collapsible

trap)을 설치하였으며, 다음날 오전에 포획된 설치류에 대

해 종, 성별, 체중, 성숙정도, 포획된 위치 등을 파악하였

다. 또한 포획된 설치류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에 구멍을

뚫은 후(ear notching)에 놓아주고 다음날 오전에 재포획

하는 포획-재포획법(capture-mark and release method)을

사용하였다(Nichols, 1992). 지역별 각 종의 개체밀도 및

체중 차이는 Kruskal-Walis 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

든 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천, 2003). 

지역별 산림환경의 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

내에 20 m×20 m 크기의 조사구를 각각 3개씩 설치하였

다. 환경인자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의 해발고

도는 312~526 m, 경사는 23~30o로 나타났다(Table 1). 미

피해지역의 경우 상층식생은 소나무 및 일부 참나무류가,

하층 식생은 싸리나무, 철쭉, 생강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

었다. 1980년도와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의 경우 비슷한

임상을 보였다. 상층 식생은 참나무류가 하층 식생은 참

나무류, 싸리나무, 철쭉, 생강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었다.

미피해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교목의 평균 수고는 13.07

Table 1. The description of three study areas in unburned and burned in 1980 and 2000.

Unburned
Burned

1980 2000

altitude (m) 312~469 497~509 469~557

inclination (o) 23~28 28~30 20~25 

mean tree height (m) 13.07 7.10 2.63

mean DBH (cm) 26.30 9.07 4.60

no. of tree
stems

0~5 m 3.33 27.00 134.67

5~10 m 6.33 71.67 1.33

10~15 m 24.33 9.67 -

>15 m 14.67 - -

dominant  
overstory species

Pinus densiflora
Quercus mongolica
Quercus variabilis

Quercus mongolica
Quercus variabilis
Quercus serrata 

Quercus mongolica
Quercus variabilis
Quercus serrata 

dominant 
understory species

Lespedeza bicolor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Lindera obtusiloba

Quercus mongolica
Lindera obtusiloba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Quercus mongolica
Lindera obtusiloba
Lespedeza b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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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평균 흉고직경은 26.30 cm였다. 1980년도 산불피해지

역 교목의 평균 수고는 7.10 m, 평균 흉고직경은 9.07 cm

였으며,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 교목의 평균 수고는 2.63

m, 평균 흉고직경은 4.60 cm로 나타나 평균 수고 및 흉고

직경은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각 지역에서 수고별 교목의 수를 살펴보면, 미피해지역

에서는 수고 10~15 m 정도의 교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80년도 산불피해지역에서는 수고가 5~10

m인 교목이 가장 많았고,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에서는

0~5 m의 수고를 가진 교목이 가장 많아 산림환경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 및 고찰 

산불 미피해지역, 1980년도 및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

에서 2007년 6월과 8월에 각각 4회씩 연속포획조사를 실

시한 결과, 총 3종 152개체의 설치류가 포획되었다. 이중

흰넓적다리붉은쥐(Apodemus peninsulae)는 75개체가 포

획되어 가장 우점하였다. 지역별 전체 포획밀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2000년도 산불피

해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흰넓적다리붉은쥐와 대

륙밭쥐(Myodes regulus)의 포획 개체수는 모두 미피해지

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람쥐(Tamias sibiricus)는 미

피해지역에서 가장 높은 포획개체수를 보였다(Table 2). 

흰넓적다리붉은쥐와 대륙밭쥐의 경우 산림성 설치류로

써(forest-dwelling rodents) 활엽수림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Keiko et al.,

2002), 원생태계가 침엽수림이였던 지역이 산불피해 후

자연복원이 진행되면서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굴

참나무(Quercus variabilis) 등과 같은 활엽수림으로 임상

이 변화함에 따라 설치류의 종 구성도 변화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다람쥐의 경우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등의

모든 산림지역에서 서식한다(유병호, 2000). 포획밀도가

산불미피해지역, 1980년도 피해지역, 2000년도 피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산불피해로 인해 사망 및 먹이

자원의 감소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초기 서

식 밀도가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서

식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지역에서 설치류의 체중을 파악한 후, 분석이 가능

한 흰넓적다리붉은쥐 수컷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2000년

도 산불피해지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미피해지

역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3). 이는 산불피해지역

의 경우 미피해지역에 비해 수관층이 더 많이 개방(open)

되어 이로 인해 하층식생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먹이자

원이 풍부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각

지역에서 엽층별 피도량, 설치류의 선호 먹이자원 및 지

역별 먹이자원의 양 등 지역별 설치류의 먹이자원에 대

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역에서 두 종의 암수 및 성숙 비율을 살펴보면 흰

넓적다리붉은쥐의 경우 미피해지역에서 성숙개체와 수컷

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수컷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대륙밭쥐

의 암수 및 성숙 비율은 1980년도 산불피해지역에서 가

장 높았으나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4).

개체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이로써 성숙도

의 변화는 단위면적 내에서의 성숙한 설치류의 수용력과

개체군 밀도를 유도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Schaffer and

Tamarin, 1973; Krebs and Myers, 1974). 즉 미성숙개체

Table 2. Trappabilities (Mean±SD) for the three rodent species in unburned and burned areas in 1980 and 2000 (Kruskal-
Wallis test).

Species Unburned
Burned

H p-value
1980 2000

Apodemus peninsulae 1.19±0.27 1.94±0.44 1.57±0.27 5.79 0.07

Myodes regulus 0.44±0.43 0.82±0.27 1.01±0.18 5.51 0.07

Tamias sibiricus 1.82±0.27 0.69±0.62 0.07±0.09 6.95 0.03

Total 3.44±0.22 3.44±0.14 2.63±0.18 6.08 0.06

Table 3. Differences in body weight (mean±SD) of adult
male of Apodemus peninsulae among unburned and burned
areas in 1980 and 2000 (Kruskal-Wallis test).

Unburned
Burned

H p-value
1980 2000

32.82±2.27 35.14±4.45 35.56±5.05 6.37 0.04

Table 4. Differences in age structure (adult : juvenile) and sex

ratio (male : female) of two rodent species among unbarned and

burned areas in 1980 and 2000.

Species Unburned
Burned

1980 2000

Apodemus peninsulae
age 1.8 : 1 1 : 1 1.3 : 1

sex 4.5 : 1 1.3 : 1 1.2 : 1

Myodes regulus
age 0.8 : 1 2 : 1 1.1 : 1

sex 1.7 : 1 2 : 1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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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숙개체가 접근하지 않는 일

정한 행동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Bujalska, 1973), 단위

면적내의 성숙개체 수는 서식지의 환경조건에 의해 제한

을 더 받는다. 이는 결국 미성숙개체군의 비율이 전체 개

체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이 계속 성

장할 수 있는 개체군 구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Nakata,

1989). 또한, Trivers와 Willard(1973)는 자연 상태에서 동

물은 암수의 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려고 하며, 서식지

조건이 좋을수록 수컷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식지 질이 높은 곳에서 수컷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서 암수 및 성숙 비율을 통한 시기별 서식지 질의 차이

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일 지역에서 시기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산불피해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식

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별 및 성숙 비율의 변화 등 개

체군 특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 침엽수림의 경우 산불 피해 후 자연복원이 이

루어지도록 유도하면 일반적으로 신갈나무, 굴참나무와

같은 참나무 중심의 활엽수림으로 임상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임상의 변화는 산림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결

국 야생동물의 군집 구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불에 의해 전소된 지역이 자연복원에 의해 천이

가 진행되게 되면 단순한 산림환경 구조가 점차 복잡해

지게 되며,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야생동물 종다양

성도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결과 산불피해 후 7

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활엽수림을 더 선호하는 흰넓

적다리붉은쥐 및 대륙밭쥐와 같은 산림성 설치류의 밀도

는 산불 피해 이전의 침엽수림보다 증가하며, 다람쥐의

밀도는 산불로 인해 크게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동일한 지역

에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피해 후 경과 년도

에 따른 설치류 개체군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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