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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불피해 후 자연복원과 소나무 조림을 실시한 지역에서 서식환경과 설치류 개체군의 밀도 차이

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검봉산 일대의 2000년도 산불피해 지역에서 2008년 3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 동

안 수행되었다. 자연복원지과 소나무 조림지에서 각각 3개씩 1 ha 크기의 조사지를 선정하여 2개월 간격으로 각각

4일간의 포획조사 및 서식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식환경 조사 결과, 하층 피도량 및 치수의 수는 조림지가 자연

복원지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중층 피도량, 중상층 피도량, 상층 피도량, 교목, 관목의 수, 고사목의 수, 수

목잔존물의 양 등은 자연복원지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포획 조사 결과 등줄쥐(Apodemus agrarius), 흰넓적다리

붉은쥐(Apodemus peninsulae), 대륙밭쥐(Eothenomys regulus), 다람쥐(Tamias sibiricus) 등 총 4종 688개체가 포획되었

다. 설치류의 포획 개체수는 조림지보다 자연복원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다람쥐 등

3종이 조림지보다 더 높은 포획 개체수를 보였다. 이에 비해 등줄쥐는 조림지에서 많이 포획되었다. 등줄쥐와 흰넓

적다리붉은쥐는 4월과 12월에 최대 포획개체수를 나타내었으며, 대륙밭쥐는 4월과 6월에, 다람쥐는 6월과 10월에 가

장 많은 개체수가 포획되었다. 수목잔존물 제거 및 조림으로 인해 수관층과 하층식생이 개방된 서식 환경은 설치류

의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산불 피해 발생후 하층식생 및 수관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

림을 관리하는 것이 설치류의 다양성 유지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rodents population densities between natural

restored and red pine silvicultured forests after forest fire in Samcheok, Gangwon Province, Korea from March

to December 2008. One ha size of 3 study plots were set up in each natural restored and silvicultured stand.

We trapped the small rodents during 4 consecutive nights every 2 months in each stand. Understory coverage

and number of shrub stems were higher in silvicultured stand than in natural restored stand. Coverage of

overstory, suboverstory and midstory, number of tree stem, woody seedling stems and dead wood, and amount

of coarse woody debris were higher in natural restored stand than in silvicultured stand. Six hundred eighty

eight individuals of four species, such as Apodemus agrarius, A. peninsulae, Eothenomys regulus and Tamias

sibiricus were captured in our study. Number of captured small rodents were higher in natural restored stand

than in silvicultured stand. Also, species compositions were differed in both stands. The captured number of A.

agrarius and A. peninsulae were most highest in April and December. E. regulus were shown higher number

of captured in April and June, and T. sibiricus were in June and October. Removal of coarse woody debris and

silvicultural practice would not be good for the inhabitation of small rodents. For the conservation of small

rodents diversity, management of understory and canopy would be needed in forest fir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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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설치류는 일반적으로 포유강 쥐목(설치목, Order Rodentia)

에 속하는 종들을 총칭하며, 국내에서는 외래종인 뉴트리

아(Myocastor coypus)를 포함하여 현재 14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등줄쥐(Apodeums agrarius), 흰넓적다리붉은

쥐(Apodeums Peninsulae), 대륙밭쥐(Eothenomys regulus),

다람쥐(Tamias sibiricus)는 국내 산림생태계에서 가장 우

점하는 설치류다. 등줄쥐는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전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고, 흰넓적다리붉은쥐는 러시

아, 몽골, 중국 동부, 일본 북해도 및 한국 전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윤명희, 1994; 윤명희 등, 2004; Batsaikhan

et al., 2008; Stuart, 2008). 또한 다람쥐는 러시아, 중국,

일본 일부지역과 한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륙밭쥐

는 Kaneko에 의해 한반도 고유종으로 분류되었다(Kaneko

et al., 2008). 

이들 설치류는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산림생태

계 내에서 포식과 피식의 대상이 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으며, 종자 분산을 유도하고 식생 천이에 영향을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ser et al., 1978; Forget and

Milleron, 1991). 또한 이들은 생활사가 매우 짧고 번식이

용이하며 성숙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짧을(원병휘, 1967)

뿐 아니라 개체수가 쉽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환

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정도 등에 관한 연구의 대상으로

유용하다(Kawamichi, 1996). 

설치류의 생태적 특성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연

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 특히 설치류와 서식환경과의 관계는 산림벌채,

산불, 서식지 단편화 등의 서식지 교란에 따른 설치류의

영향(Sherburne, 1959; Hooven, 1973; Fox, 1990; Kirland,

1990), 서식환경에 따른 개체군의 분산(Saitoh and Nakatsu,

1993), 서식지 질에 따른 공간적 분포(Chelkowska et al.,

1985)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설치류

의 생태와 관련된 연구는 별로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산불, 산림시업, 도로에 의한 단편화, 임도개설 등에

따른 설치류의 영향(Rhim and Lee, 2001a; Rhim and

Lee, 2001b; Rhim et al., 2003; Hur et al., 2005; 이은재

등, 2006a; 이은재 등, 2006b; 임신재 등, 2007; 이은재 등,

2008b)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

행되었던 연구들은 대부분 단기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아

직까지 국내 산림생태계에서 우점하고 있는 설치류의 서

식지 및 시기에 따른 개체군 차이 관련 연구는 앞으로 더

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00년도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도 삼척시 검

봉산 일대의 산불피해 후 자연복원을 위해 그대로 방치한

지역과 소나무를 조림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설치류의

개체군 밀도와 서식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 삼척 검봉

산 일대(37° 13' N, 128° 18' E)에서 산불피해 후 자연복

원 및 소나무 조림을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에서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조사지역의 해발

고도는 471~557 m, 경사는 21~31o로 나타났다. 자연복원

을 실시한 지역은 산불피해 후 약 8년 동안 방치하여 신

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아교목층(수

고 2~8 m)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참나무류와 싸리 등이

하층식생을 우점하고 있었다. 소나무 조림지의 경우 산불

피해 후 수목잔존물을 제거한 후 소나무 조림을 실시하였

으며, 정기적으로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 교목이 없고 일

부 관목과 하층식생으로 이루어진 개방된 서식환경을 보

이고 있었다(Table 1). 

포획조사는 산불피해 후 자연복원지와 조림지에서 1

ha(100×100 m) 크기의 조사구를 각각 3개씩 설치하여, 총

6개 조사구에서 실시하였다. 각 조사구내에서는 가로, 세

로 10 m 간격으로 총 100개의 생체포획용 덫(Sherman's

Table 1. The description of study plots in natural restored and red pine silvicultured forests after forest fire at the Samcheok,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Variables

Stands

Natural restored Silvicultured

plot 1 plot 2 plot 3 plot 1 plot 2 plot 3

 Altitude (m) 557 526 487 521 471 499

 Inclination (°) 31 26 27 27 24 21

Dominant  subtree 
species (2~8 m) 

-
 Quercus mongolica

 Quercus serrata
 Quercus variabilis

Dominant  understory 
species (< 2 m)

 Pinus densiflora
 Lespedeza bicolor

 Quercus mongolica

 Quercus monolica
 Quercus variabilis
 Lespedeza b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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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ible trap)을 설치하였으며, 다음날 오전에 포획된 설

치류에 대해 종, 성별, 체중, 성숙 정도, 포획된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Lee et al., 2008a). 또한 포획된 설치류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에 구멍을 뚫은 후(ear notching)에 놓아주

고 다시 포획하는 포획-재포획법(capture-mark and release

method)을 사용하였다(Nichols, 1992; Lee et al., 2008).

포획조사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각

각 4일씩 연속포획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서식환경 특성을 조사하였다. 서식환경

요인은 교목(흉고직경 5 cm 이상, 수고 1 m 이상), 관목

(흉고직경 5 cm 이하, 수고 1~2 m), 목본치수(수고 1 m

이하), 고사목(snag)의 수 및 수목잔존물의 양, 엽층별 피

도량(하층, 중하층, 중층, 상층), 암석피도량 등의 10가지

변수로 구분하였으며(Table 2), 생체포획용 덫을 설치한

모든 위치로부터 직경 5 m의 가상의 원통 내에서 서식환

경조사를 실시하였다(Dueser and Shugart, 1978; Kent

and Coker, 1992; Rhim and Lee, 2001a). 

지역별 산림환경구조 및 각 설치류 종 개체밀도 비교를

위해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천대윤, 2003).

결과 및 고찰

산림환경구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후 자연복

원지의 경우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약 8년 동안 자연복원

이 진행되면서 관목층 및 아교목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에 비해 조림지의 경우 산불피해 후 수목잔존물을 제거하

고 소나무 조림을 실시하였다. 풀베기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교목 및 아교목층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소나무가 관목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하층이 발달된 개

방된 산림환경 구조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하층 피도량

및 치수의 수는 조림지가 자연복원지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중층 피도량, 중상층 피도량, 상층 피도량,

교목, 관목의 수, 고사목의 수, 수목잔존물의 양 등은 자연

복원지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암석의 피도량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산불피해 후 자연복원지 및 조림지의 6개 조사구에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각각 4회씩의 포

획조사를 통해 등줄쥐(Apodemus agrarius), 흰넓적다리붉은

쥐(Apodemus peninsulae), 대륙밭쥐(Eothenomys regulus),

다람쥐(Tamias sibiricus) 등 총 4종 688개체가 포획되었으

Table 2. Description of the environmental variables measured in this study.

Variables Description

Understory coverage Coverage under 1 m from ground on scale 0~3

Midstory coverage Coverage 1-2 m from ground on scale 0~3

Suboverstory coverage Coverage 2-8 m from ground on scale 0~3

Overstory coverage Coverage over 8 m from ground on scale 0~3

Rock coverage Coverage for rock on scale 0~3

Downed CWD1 Volume of downed CWD (≥ 10 cm in diameter) 

Snags Number of snags (DBH ≥ 5  cm) 

Tree stems Number of tree stems (DBH < 5 cm and height > 1 m)

Shrub stems Number of shrub stems (DBH < 5 cm and height > 1 m)

Woody seedling stems Number of woody seedling (height < 1 m) 

1CWD: coarse woody debris, 2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Table 3.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al variables in natural restored and red pine silvicultured forests after forest fire at the

Samcheok,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Wilcoxon rank sum test).

Variables
Forests

Z P
Natural restored Silvicultured

 Understory coverage 01.33±0.471 2.50±0.53 10.14 <0.01

 Midstory coverage 01.50±0.50 1.00±0.47 7.23 <0.03

 Suboverstory coverage 02.10±0.52 - 25.32 <0.0001

 Overstory coverage 00.13±0.34 - 13.26 <0.01

 Rock coverage 01.30±0.52 0.90±0.99 2.23 <0.68

 No. of tree stems 00.14±0.38 - 14.97 <0.01

 No. of shrub stems 11.30±3.53 1.42±0.69 57.32 <0.0001

 No. of woody seedlings 18.86±6.84 30.80±12.15 55.81 <0.0001

 No. of snags 03.47±0.36 0.30±0.48 159.32 <0.0001

 Downed CWD (m3/ha) 05.71±2.25 3.32±1.98 7.73 <0.03

1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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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중 대륙밭쥐는 229개체가 포획되어 가장 우점하였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복원지에서는 총 4종 417개체

가 포획되었고 대륙밭쥐가 185개체로 가장 많이 포획되

었다. 조림지에서는 총 4종 271개체가 포획되었고 등줄쥐

가 180개체로 가장 우점하였다. 

서식지별 각 설치류 종의 포획 개체수를 비교한 결과 전

체 설치류의 포획 개체수는 조림지보다 자연복원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다람쥐 등

3종이 조림지보다 더 높은 포획 개체수를 보였다. 이에 비

해 등줄쥐는 조림지에서 더 많이 포획되어 서식지별 설치

류 종 구성의 차이를 보였다(Table 4). 

자연복원지에 비해 조림지에서 전체 설치류의 서식 밀

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산림성 설치류인 흰넓적다리붉

은쥐, 대륙밭쥐, 다람쥐의 밀도가 낮았으며, 개활지 선호종

인 등줄지의 밀도는 높았다. 이는 이은재 등(2006b)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조림지역의 경우 산불 피해 후 수목

잔존물을 제거함으로써 서식구조가 단순한 개활지의 모습

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자연복

원지의 경우 수목잔존물과 참나무류가 관목층과 아교목층

을 형성하면서 커버(cover)로써 설치류의 서식에 적당한 서

식환경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Planz

and Kirkland, 1992). 특히 다람쥐의 경우 이은재 등(2006b)

의 연구에서 산불피해 후 약 4년이 경과했을 때 포획조사

를 실시한 결과 조림지 뿐 아니라 자연복원지에서 모두 포

획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불피해가 이후 8년이 경과된

자연복원지에서는 참나무류가 아교목층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가을과 겨울 다람쥐의 주된 먹이자원인 도토리가 결

실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 요건이

충족되어 다람쥐가 포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 서식지에서 시기별 설치

류 종의 밀도 변화를 파악한 결과, 자연복원지에서 대륙

밭쥐와 흰넓적다리붉은쥐는 4월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후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 또한

다람쥐의 경우 6월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감소하

다가 12월에는 포획이 되지 않았다. 조림지에서는 등줄쥐

의 경우 12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2). 

각 서식지에서 시기별 설치류 종의 미성숙율 변화를 파

악한 결과, 자연복원지에서 대륙밭쥐는 4월 미성숙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흰넓적다리붉은쥐는 6월과 10월에

높게 나타났고, 다람쥐는 6월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5). 조림지에서는 등줄쥐의 경우 6월과 10월에 미성숙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6). 자연복원지의 등줄쥐와

조림지의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다람쥐는 포획밀

도가 낮아 미성숙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4. Mean number of captured rodents in natural restored and red pine silvicultured forests after forest fire at the

Samcheok,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Wilcoxon rank sum test).

Species
Forests

Z P
Natural restored Silvicultured

 Apodemus peninsulae 1.75±0.581 0.78±0.27 7.75 0.03

 Apodemus agrarius 0.03±0.17 3.00±1.84 14.23 0.01

 Eothenomys regulus 3.08±1.83 0.73±0.34 12.24 0.01

 Tamias sibiricus 2.08±1.63 - 5.54 0.05

Total 6.94±2.55 4.51±2.17 6.56 0.04

1Mean±SE

Figure 1. Changes in number of captured rodents from April

to December 2008 in natural restored forest after forest fire
at the Samcheok,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Ap: Apodemus peninsulae, Er: Eothenomys regulus, Aa:

Apodemus agrarius, Ts: Tamias sibiricus

Figure 2. Changes in number of captured rodents from April

to December 2008 in red pine silvicultured forest after forest
fire at the Samcheok,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Ap: Apodemus peninsulae, Er: Eothenomys regulus, Aa:

Apodemus agr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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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복원지에서 대륙밭쥐의 밀도가 4월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람쥐의 밀도가 6월 높게 나타난 것은 미성숙개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 번식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람쥐는 12월 포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동면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등줄쥐는 번식을 연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흰넓적다리붉은쥐는 4~8월, 대륙밭쥐의

경우 봄과 가을에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명

희, 1994; 유병호, 2000; 윤명희 등, 2004), 본 조사 결과

미성숙개체가 12월까지 낮은 밀도로 계속 포획되는 것으

로 보아 본 조사지역에서 흰넓적다리붉은쥐와 대륙밭쥐

는 초겨울까지 번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산

림이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산불피해 발

생지역에서 조림과 더불어 자연복원을 실시하고 있다. 산

불피해 발생 직후 야생동물상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었으

나 산불피해 후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산불피해 후 8년이 경과했을 때

자연복원지와 조림지에서의 설치류 개체군의 밀도를 파

악한 연구로 산불 장기적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설치류의

개체군 변화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산불 피해 후 설치류 개체군의 장기생태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산불피해 후 자연복원과 소나무 조림을 실시한 지역에

서 서석환경과 설치류 개체군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자

연복원지에서는 참나무류가 아교목층을 형성하고 수목잔

존물의 방치에 따라 구조적으로 복잡한 산림환경 특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조림지는 수목잔존물 처리 후 소나무

조림을 하면서 하층은 상대적으로 피도가 높으나 전체적

으로 단순한 산림환경구조를 나타내었다. 설치류의 종 구

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산림성 설치류인 흰넓적다리

붉은쥐, 대륙밭쥐, 다람쥐는 자연복원지에서, 개활지 선호

종인 등줄쥐는 조림지에서 밀도가 높았다. 산림성 설치류

의 경우 수목잔존물 제거 및 조림으로 인해 수관층과 하

층식생이 개방된 서식 환경은 이들의 서식에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산불 피해 발생후 하층식

생 및 수관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설치류의 다양성 유지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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