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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침엽수림 지역과 활엽수림 지역에서 박새류의 인공새집 이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2006년

과 2007년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두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종수, 종다양도지수, 흉고단

면적은 침엽수림 지역에 비해 활엽수림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엽층의 수직분포에 있어서도 지면에

서 1 m 이하의 엽층을 제외한 모든 엽층의 피도량이 활엽수림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에 걸쳐 두 지

역에 설치한 인공새집에서는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 박새가 번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엽수림 지역보다 활엽

수림 지역에서 번식쌍수가 더 높았다. 진박새의 경우, 한배산란수와 한배새끼수, 번식성공률이 침엽수림 지역에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새는 한배새끼수와 번식성공률이 활엽수림 지역에서 더 높았다. 서식 환경 구조 및 박

새류의 종간 니치(niche)에 따라 선호하는 서식지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서식 환경에 설치한 인공새집이

조류 군집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공새집을 설치 및 관

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use of artificial nest boxes of tits in coniferous and deciduous

forests from March to June 2006 and 2007. Tree species richness, tree species diversity and total basal area

were higher in deciduous forest than in coniferous forest. Except the bush-ground layer (<1 m), the other

vertical layers were more developed in deciduous forest. Varied tit Parus varius, marsh tit P. palustris, coal tit

P. ater and major tit P. major used the artificial nest boxes in this study. Number of breeding pairs of tits were

higher in deciduous than in coniferous forest. Clutch size, brood size and breeding success of coal tits were

higher in coniferous forest. Brood size and breeding success of major tits were higher in deciduous forest.

Characteristics of habitat and niche partition would be influenced on tits' use of artificial nest boxes. The more

detailed researches on artificial nest boxes would be needed fo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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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 생태계에 대한 간섭

과 훼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임신재,

2005).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됨에 따라 급속하게 진행되

고 있는 도시화는 도시의 내부 및 주변 생태계에 많은 변

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도시 내부 및 주변의 산림 지역에

서 서식환경의 변화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

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1997).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산림 지역은 도로의 건설, 도심

의 확대 등과 같은 개발로 심각한 간섭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산림 내 대경목이 부족함에 따라 이들 대경목의

나무구멍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하는 많은 조류의 서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Purcell et al., 1997).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인공새집을 산

림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류의 번식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새

집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져 왔다(Matthew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 인공새집을 이용하는 조류는 곤줄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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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us varius), 쇠박새(P. palustris), 진박새(P. ater), 박

새(P. major), 동고비(Sitta europaea), 흰눈썹황금새

(Ficedula zanthopygia), 참새(Passer montanus), 찌르레

기(Sturnus cineraceus)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상욱과

우한정, 1987). 이들 조류 중 비교적 이용률이 높은 조류

는 박새, 쇠박새, 진박새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우

신과 김상욱, 1996). 

박새류는 참새목 박새과에 속한 조류로 구북구 일원에

서 남쪽으로 자바섬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아무르강 유역,

우수리 지역, 중국 북부와 서북부, 사할린, 한반도 전역과

주변 도서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원병오, 1981). 이들은

산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식충성 조류로서 생태계 내에

서 해충의 구제(control)를 통한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를

비롯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우신,

1994).

본 연구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지역에 설치한 인공새

집을 이용하는 조류의 번식생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

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내 조류의 종 다양성 유지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인공새집

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제2캠퍼

스(37o 00' 04" N, 127o 13' 96" E) 내 침엽수림과 활엽수

림 지역에서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와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침엽수림 지역은 리기

다소나무(Pinus rigida)가 우점을 이루고 있었으며, 활엽수

림 지역에는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와 졸참나무(Q.

serrata)가 우점을 이루고 있었다(Rhim and Lee, 2005).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지역에 각각 120×240 m 크기의

조사구를 선정하였다. 조사구 내에 좌우 모두 30 m 간격

의 격자를 만들어 각 격자의 모서리에 인공새집을 설치한

후 형광테이프로 표시를 하였다. 2개의 조사구에 각각 45

씩의 인공새집을 설치하였다. 인공새집은 입구직경의 크

기가 30 mm, 35 mm, 40 mm인 것을 조사 지역마다 각

각 15개씩 설치하였다. 인공새집은 지면으로부터 1~2 m

의 높이에 설치하였다(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5).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지역에 설치한 총 90개의 인공새

집을 이용한 조류를 대상으로 2006년 3월에서 6월까지와

2007년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매주 2회씩 인공새집을 방문하여 번식하는

조류의 종을 파악하였다. 또한 산란한 알의 수와 부화한

새끼의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지로 선정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지역에서 생육

하고 있는 수목의 흉고직경(DBH, diameter at breast

height)과 엽층의 수직적 분포 등 서식지 환경 조사를 실

시하였다(임신재와 이우신, 1999; 이은재 등, 2006). 서식

지 환경 조사는 산림의 수관층이 완전히 형성된 2006년 8

월에 실시하였다. 

흉고직경은 조사구 내에 형광테이프로 표시된 격자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임의로 5 m 직경으로 가상의 원통을

설정하여 원통 내에 포함되는 흉고직경 6 cm 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측정하였다. 엽층의 수직적 분포는 동

일한 가상의 원통을 수직적으로 0~1 m, 1~2 m, 2~6 m,

6~10 m, 10~14 m 등의 엽층으로 나누고 각 층위(layer)별

로 피도량을 파악하였다. 피도량은 가상의 원통 안의 각

층에서 식생에 의해 완전히 덮였을 때를 100%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치를 주어 조사하였는데, 피도

가 0%인 경우는 수치를 0, 1~33%인 경우에는 1, 34~66%

인 경우에는 2, 67~100%인 경우에는 3으로 하여 피도를

일정한 간격의 척도로 수치화한 후, 각 층위별로 피도값

을 산술평균하여 피도량을 산출하였다(Rhim and Lee,

2000; 허위행 등, 2003). 

결과 및 고찰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조

성을 살펴보면 흉고직경 6 cm 이상의 수목이 침엽수림에

서는 1,037개체였으며 활엽수림에서는 781개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엽수림에서는 6종, 활엽수림에서는 18

종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종

다양도 지수는 활엽수림이 2.34로 1.22인 침엽수림에 비

해 높았으며, 전체 흉고단면적 역시 활엽수림이 침엽수림

에 비해 높았다(Table 1). 

엽층의 수직적 구조를 살펴보면 지면에서부터 1 m 이

하의 엽층은 침엽수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t-test, t=

−1.14, p=0.05). 그 밖에 1~2 m(t= −2.38, p=0.01), 2~6

m(t= −2.94, p=0.01), 6~10 m(t= −0.85, p=0.05), 10~14 m

(t= 0.37, p=0.05) 등 모든 엽층의 피도량은 침엽수림에 비

해 활엽수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Table 1. Tree species composition of coniferous and deciduous

forests.

Coniferous Deciduous

Tree (>6 cm DBH) density
(no. of trees/ha)

1,037 781

Tree species richness
(no. of tree species)

6 18

Tree species diversity index
(H')

1.22 2.34

Total basal area
(m2/ha)

41.35 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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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과 2007년에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내 침엽수림

과 활엽수림 지역에서 인공새집을 이용해서 번식을 한 조

류는 곤줄박이(Parus varius)와 쇠박새(P. palustris), 진박

새(P. ater), 박새(P. major) 등 모두 4종인 것으로 나타났

다. 침엽수림 지역에서 2006년도에는 4종이 각각 2쌍씩

모두 8쌍이, 2007년도에는 곤줄박이와 쇠박새가 각각 1쌍,

진박새가 4쌍, 박새가 2쌍 등 총 8쌍이 번식을 실시하였

다. 활엽수림 지역에서는 2006년도에 곤줄박이 2쌍, 쇠박

새 3쌍, 진박새 1쌍, 박새 4쌍 등 모두 10쌍이 번식을 하

였으며, 2007년도에는 곤줄박이 4쌍, 쇠박새 5쌍, 진박새

1쌍, 박새 2쌍 등 총 12쌍의 박새류가 번식을 하였다. 침

엽수림 지역에서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8쌍씩 번식을

하였으나, 활엽수림 지역에서는 2006년에 10쌍, 2007년에

12쌍이 번식하여 침엽수림 지역에 비해 활엽수림에서 더

많은 박새류가 번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반면 진박새의 경우 활엽수림에 비해 침엽수림 지역에서

더 많이 번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침엽수림을

선호하는 진박새의 일반적인 생태와 부합하는 결과였다

(이우신 등, 2000).

인공새집의 입구직경별 이용률에 있어 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쇠박새의 경우 2년 동안 침엽수림 지역에서는 입

구직경 30 mm 인공새집에서 2쌍, 입구직경 35 mm 인공

새집에서는 1쌍이 번식을 하였으며, 활엽수림 지역에서는

입구직경이 30 mm인 인공새집에서는 5쌍, 입구직경 35

mm 인공새집에서는 3쌍이 번식하여 입구직경이 작은 인

공새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박새는 2년 동안

두 지역에서 번식한 8쌍 모두 입구직경이 30 mm인 인공

새집만을 이용하였다. 반면 박새는 2년 동안 침엽수림 지

역에서는 4쌍 중 3쌍이 입구직경 40 mm인 인공새집에서

번식을 하였으며, 활엽수림 지역에서는 입구직경이 35 mm

와 40 mm인 인공새집에서 각각 2쌍과 4쌍이 번식하여 입

구직경이 큰 인공새집을 선호하였다(Table 2). 

박새류는 몸의 크기와 체중이 클수록 사회적 우세도

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ogstad, 1978). 우리나라

에 서식하는 박새류 중에서 진박새와 쇠박새의 경우 몸

길이가 각각 11 cm와 12.5 cm이며, 박새의 경우 몸길이

가 14 cm인데(Svensson et al., 1999) 몸길이에 따라 우

세도가 커진다. 박새류의 인공새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

면 종별로 입구직경의 크기가 다른 인공새집을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길이에 따라 인공새집의 입

구직경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박용수, 2003).

Figure 1. Average foliage profiles of coniferous and deciduous
forests. 

Table 2. Number of breeding pairs of tits species used artificial nest boxes in coniferous and deciduous forests from 2006 to 2007. 

Coniferous Deciduous

2006 2007 2006 2007

30 mm 35 mm 40 mm 30 mm 35 mm 40 mm 30 mm 35 mm 40 mm 30 mm 35 mm 40 mm

P. varius 1 - 1 - 1 - 2 - - 1 2 1

P. palustris 1 1 - 1 - - 1 2 - 4 1 -

P. ater 2 - - 4 - - 1 - - 1 - -

P. major - - 2 1 - 1 - 2 2 - - 2

Table 3. Clutch size (mean±SE) of tits species used artificial nest boxes in coniferous and deciduous forests from 2006 to 2007. 

Coniferous Deciduous
Z-value P-value

2006 2007 2006 2007

P. varius 9.50±0.71 10.00±0.00 10.50±0.71 9.75±1.89 -1.42 0.37

P. palustris 7.50±2.12 11.00±0.00 09.33±2.08 8.20±2.05 0.35 0.24

P. ater 9.50±0.71 09.33±1.53 07.00±0.00 8.00±0.00 2.37 0.05

P. major 5.00±5.65 08.00±2.83 08.25±1.26 7.50±0.71 -0.67 0.16

Total 7.63±3.02 09.13±1.81 08.70±1.49 9.42±2.94 1.06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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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에서 2006년과 2007년의 번식기 동안 인공새집

을 이용해서 산란한 한배산란수를 살펴보면, 침엽수림 지

역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평균 7.63개와 9.13개

였으며, 활엽수림 지역에서는 각각 8.70개와 9.42개로 두

지역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ilcoxon rank

sum test, Z=1.06, p=0.12; Table 3). 종별 비교에 있어서

도 곤줄박이(Z= −1.42, p=0.37), 쇠박새(Z=0.35, p=0.24),

박새(Z= −0.67, p=0.16) 등은 두 지역간 한배산란수의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박새의 경우 활엽수림에 비해 침

엽수림 지역에서 한배 산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Z=2.37, p=0.05).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지역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부화에 성공한 박새류의 한배새끼수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두 지역에서 한배새끼수는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1.04, p=0.09). 그러나 진박

새와 박새는 두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진박새

는 침엽수림 지역에서는 2006년에 평균 7.50개체, 2007년

에는 평균 7.75개체로 활엽수림 지역의 4.00개체와 5.00개

체에 비해서 한배새끼수가 많았다(Z=2.74, p=0.001). 또한

박새의 경우, 활엽수림 지역에서 한배새끼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Z=1.96, p=0.05). 그 밖에 곤줄박이(Z= −1.69,

p=0.32)와 쇠박새(Z=1.15, p=0.12)의 한배새끼수는 두 지

역간 큰 차이가 없었다.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지역에서 2006년과 2007년에 박

새류의 번식성공률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Z=0.59, p=0.07). 그러나 박새(Z=1.85. p=0.05)와

진박새(Z=3.26, p=0.001)의 번식성공률은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곤줄박이(Z= −0.14,

p=0.10)와 쇠박새(Z=0.71, p=0.08)의 번식성공률은 침엽수

림과 활엽수림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5). 

박새의 서식지 선호도에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서 특히

번식을 위해서는 새끼의 먹이가 되는 애벌레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활엽수림 지역에서는

침엽수림 지역에 비해 수목의 피도량이 엽층별로 잘 발달

한 결과(Figure 1), 애벌레의 발생량을 비롯한 먹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번식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van

Balen, 1973; Alatalo et al., 1987). 

곤줄박이와 쇠박새의 경우, 침엽수림에 비해 활엽수림

지역에서 번식 쌍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배

산란수와 한배새끼수, 번식성공률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활엽수림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곤줄박이와 쇠박새 역시 침엽

수림 지역 보다는 활엽수림 지역이 서식하거나 번식하기

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박새의 경우 활엽수림 지역의 서식 조건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서식환경이 열악한 침엽

수림에서 번식 쌍수 및 한배산란수, 한배새끼수가 높았다.

이는 비슷한 자원을 이용하는 조류들 사이의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채이 니치(niche)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Lee, 1990). 즉 다른 박새류에 비해 몸의 크기가 작은

진박새는 종간 경쟁에 있어서도 우세도가 떨어지기 때문

에(Hogstad, 1978) 상대적으로 다른 종이 적게 이용하는

침엽수림에서 번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침엽수림 지역에서 진박새의 번식 생태 및

자원 이용에 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박새류의

자원의 분할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과 관리를 위한 방안

으로 인공새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이 모색되고 있다. 인공새집의 설치를 통해 나무구멍을 둥

지로 이용하는 조류의 서식 및 번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박용수, 2003). 그러나 다양한 서식 환경에서 인

공새집이 조류 군집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공새집의 설

Table 4. Brood size (mean±SE) of tits species used artificial nest boxes in coniferous and deciduous forests from 2006 to 2007. 

Coniferous Deciduous
Z-value P-value

2006 2007 2006 2007

P. varius 4.50±2.12 5.00±0.00 5.50±0.71 5.50±2.89 -1.69 0.32

P. palustris 3.50±0.71 6.00±0.00 6.00±2.83 6.10±2.36 1.15 0.12

P. ater 7.50±3.54 7.75±4.11 4.00±1.41 5.00±0.00 2.74 0.001

P. major 2.50±2.12 3.50±3.53 6.00±0.81 5.50±2.83 1.96 0.05

Total 4.80±2.87 4.98±3.31 5.00±1.43 5.58±2.75 1.04 0.09

Table 5. Breeding success (%) of tits species used artificial

nest boxes in coniferous and deciduous forests from 2006 to

2007. 

Coniferous Deciduous
Z-value P-value

2006 2007 2006 2007

P. varius 47.4 50.0 52.4 56.4 -0.14 0.10

P. palustris 46.7 54.5 64.3 62.5 0.71 0.08

P. ater 78.9 83.1 57.1 62.5 3.26 0.001

P. major 50.0 43.8 72.7 73.3 1.85 0.05

Total 58.9 53.5 63.2 59.2 0.5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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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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