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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의 성장패턴을 밝히기 위하여 2006

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쇠살모사는 1-2개월 사이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

하는 개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개체들은 1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10mm 전후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6월 사이에 포획-재포획된 개체들의 성장률이 높아 이 기간에 주로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뱀의 성장률이 먹이의 이용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먹이활동이 다른 계

절에 비해 4~6월에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몸 상태 변화

를 측정한 결과, 암컷은 4월에서 6월로 갈수록 몸 상태가 좋은 개체와 나쁜 개체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

타났고, 수컷은 4월에서 6월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간에 따른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쇠

살모사는 4~6월에 많은 개체가 포획되었으며, 7~9월에는 거의 포획되지 않았고, 가을철에 일부 개체들

이 포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면기간과 한여름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4~6월과 9~11월에 활동하나 11월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라 주로 4~6월과

10월이 활동기라 판단되었다. 이러한 활동기간의 제한은 먹이자원의 제한과 더불어 먹이활동을 할 수 있

는 기간의 제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제한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뱀의 성

장률은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몸길이와 성장률은 음의 상관관계(r = -0.591)를 보였

으나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쇠살모사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포획-재포획, 생태, 살모사과, 파충류, 제주도

Abstract : We investigated the growth pattern of Red-tongued viper snakes (Gloydius ussur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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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뱀류의 성장은 먹이와 같은 자원의 이용과 유전적

차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Bronikowski &

Arnold 1999; Madsen & Shine 2000; Taylor &

Denardo 2005), 성별과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

타난다(Masunaga & Ota 2003; Hill & Beaupre

2008). 일반적으로 뱀류는 개체가 성숙함에 따라 성

장률도 비례하여 낮아지지만, 갓 태어난 시기보다 빠

르게 성장하는 특정 시기가 있다(Fitch 1960). 또한

성장률은 갓 태어난 유체의 크기, 성체 몸집의 크기,

지리적 또는 분류학적 차이, 성성숙 나이에 따라 영

향을 받는다(Seigel et al. 2001).

많은 뱀에서 수컷이 암컷보다 이른 시기에 성적으

로 성숙하며 성체의 몸길이는 암컷보다 작다. 암컷은

대체로 출생 시 몸길이의 2~3배 정도 자란 시점에서

성적으로 성숙하고, 대부분의 뱀들은 최대 몸길이의

60~75%에서 성적으로 성숙하며(Seigel et al.

2001),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는 성장 속도가 늦어진

다(Fitch 1960; Plummer 1985; Seigel et al. 2001).

자연 상태에서 뱀의 성장률을 연구하는 데에는 배

비늘 절단법(ventral clipping)이나 PIT tag를 이용

한 표식-재포획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을 이용하여 성장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재포획률

이 높아야 효과적일 수 있다. 재포획률은 가능한 조

사 횟수와 표식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높일 수 있으

며, 또한 면적이 넓은 곳보다는 제한된 경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재포획률을 높

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사범위를 제한하기 위

하여 제주도 부속도서인 가파도에서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산 쇠살모사의 생태에 대해서는 생

식주기와 한배출산수(Kim & Oh 2014a), 성적 크기

이형(Kim & Oh 2014b), 먹이이용(Kim & Oh

2014c), 이동과 행동권(Kim & Oh 2015), 체온조절

(Kim 2011)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생물보전학

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성장에 관해서는 밝

혀진 바 없다. 이 연구는 표식-재표획 방법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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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ere captured from the islet of the Jeju Island, Gapado between April, 2006 and November,

2009.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ome snakes that grew relatively fast, but most snakes

either almost did not grow or grew around 10mm in snout-vent length during one year period.

High growth rates was April and June. Since the growth rate of snakes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ir foods,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feeding activity of Red-tongued viper snakes is high during

this period compared to other months. In female, difference in body condition between good-

conditioned and bad-conditioned snakes became large as time elapsed from April to June. The body

condition of the male Red-tongued viper snakes improved with the progression of time from April

till June. Many of the Red-tongued viper snakes were captured between April and June, while they

were rarely captured between July and September. Some of the Red-tongued viper snakes were

captured during the autumn season. This tendency was because snakes were rarely active during

hibernation and peak summer seasons. Thus, Red-tongued viper snakes are active between April

and June and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They then go into hibernation as the temperature

dropped in November. Furthermore, the limitation of the movement period of the Red-tongued

viper snakes restricted their feeding activities while foods became scarce, which ultimately restricted

their overall growth rate. The growth rate of the snakes decreased with age. The snout-vent length

of the Red-tongued viper snakes and growth rat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r = -0.591),

however,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ue to small sample siz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uld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in the further study of the life cycle of Red-tongued viper

snakes.

Keywords : capture-recapture, ecology, Viperdae, reptilia, Jeju island



률 조사를 통해 쇠살모사의 성장패턴을 밝혀, 살모사

류의 서식지의 환경에 따른 생활사를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속도서인 가파도에서 이루어졌다. 가파도는 행정

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

속하며, 위도 33°09′35″~ 33°10′30″, 경도 126°15′56″

~126°16′57″에 위치한 면적 약 0.87km2의 작은 섬이

다. 섬은 해발고도가 20m 내외로 평평한 편이고, 일

부 취락이 형성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작지로 섬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초지가 형성된 단

순한 서식환경을 보인다. 이 연구는 섬 남서쪽에 있

는 초지대에서 이루어졌다(Figure 1).

2. 조사 방법

성장률 조사는 2006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표식-재포획(mark-recapture) 법을 이용하였으며,

기상상태에 따른 선박이용의 제한으로 주기적인 조

사가 어려워 월 1~4회, 총 51회 실시하였다. 현장조

사는 2인 1조로 주간(주로 09:00~14:00)에 일정한

경로(약 1,500m)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루어졌으며,

개체의 표식은 피하에 PIT tag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 tag; ID 162A, TROVAN)를 삽입하는

방법과 복부비늘을 절단하는 방법(Ventral clipping)

을 병행하여 총 131개체에 대하여 표식을 하였다

(Kim 2011).

3. 분석 방법

성장률은 포획 및 재포획 시점 사이에 몸길이 변화

를 경과된 일수로 나누어 일일 성장률을 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개체 간 몸길이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뱀의 성장률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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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map and picture of the survey area at Gapa-do.



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면 기간 동안은 먹이활동

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획과 재포획 시점 사이에 동

면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장

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몸길이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포획과 재포획 사이에 동면 기간이 포함

되고 그 기간이 270일 이상 경과된 개체들만을 대상

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몸길이의 기준은 처음 포획

시점에서의 몸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장률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양상태 파악을 위해

연구기간 중 포획된 암컷 58개체, 수컷 72개체를 대

상으로 월별 몸 상태(Body condition) 변화를 분석

하였다. 몸 상태는 각 개체의 체중의 변화는 몸길이

가 길수록 체중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몸길이의 LN값에 대한 체중의

LN값의 선형 회귀식으로부터 잔차로 구하였다(Sun

et al. 2002). 이 경우 잔차가 (-)값인 경우 몸 상태

가 평균이하이고 (+)값인 경우는 몸 상태가 평균보다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몸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A: LN(몸길이)

B: LN(체중)

C: A(x값)에 대한 B(y값)의 1차 회귀식의 회귀값

몸 상태(Body condition) : B-C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SPSS

프로그램(ver. 12.0)을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개체 표식한 쇠살모사 중 1회 이상 재포획된 22개

체에 대한 성장률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쇠살모사

는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개

체들도 일부 있었으나, 재포획된 개체들의 대부분은

1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거나 성장하더라도 10mm

전후의 성장을 보여 성장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포획 및 재포획 기간 내에 성장한 개체들만 살펴보

면(Table 1), 일일 성장률은 포획과 재포획되는 기일

이 짧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r =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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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rowth rate ofGloydius ussuriensis inhabiting Gapa-do.

No.
Individual classification Capture

SVL
(mm)

Growth
(mm)

Growthrate/
day(mm) Remark

Indiv. No. Tag cord Sex Times Date Intervals
(days)

1 G001 00066C6753 F
1st 03-Jun-06 363
2nd 17-Jun-07 379 364 1 0.003
3rd 17-Jun-08 366 367 3 0.008

2 G009 00066C24AE M
1st 17-Jun-06 330
2nd 17-Jun-07 365 331 1 0.003

3 G015 000669831E
(00066AC874) M

1st 13-May-07 361
2nd 17-Jun-07 35 365 4 0.114
3rd 26-Oct-07 131 376 11 0.084

4 G018 00066C16C1 M
1st 13-May-07 276
2nd 08-Apr-08 331 284 8 0.024
3rd 12-Apr-08 4 284 0 0.000

5 G023 00066C3095 F
1st 23-May-07 361
2nd 02-May-09 710 374 13 0.018

6 G032 00066C7D59 M
1st 23-Jun-07 377
2nd 08-Apr-08 290 377 0 0.000

7 G047 968000004228453 M
1st 06-Jul-07 343
2nd 04-Apr-08 273 350 7 0.026



P< 0.01, n = 24). 이러한 결과는 포획 과 재포획되

는 사이의 기간이 길 경우에는 동면과 같은 먹이활

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되어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포

획 및 재포획된 개체들의 성장률(Figure 2)에서 몸

길이에 따라 성장률의 차이는 있지만 직선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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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o.
Individual classification Capture

SVL
(mm)

Growth
(mm)

Growthrate/
day(mm) Remark

Indiv. No. Tag cord Sex Times Date Intervals
(days)

8 G056 968000004315834 M

1st 04-Apr-08 350
2nd 15-Apr-08 11 350 0 0.000
3rd 31-May-08 46 355 5 0.109
4th 10-Oct-08 132 358 3 0.023
5th 19-Apr-09 191 358 0 0.000

9 G065 968000004317555 F
1st 15-Apr-08 327
2nd 26-May-08 41 334 7 0.171

10 G067 968000004312736 M
1st 25-Apr-08 365
2nd 16-May-08 21 371 6 0.286

11 G071 968000004319549 F
1st 29-Apr-08 390
2nd 31-May-08 32 393 3 0.094
3rd 27-Jun-09 392 394 1 0.003

12 G072 968000004316800 F

1st 29-Apr-08 356
2nd 18-May-08 19 356 0 0.000
3rd 31-May-08 13 361 5 0.385
4th 01-Jun-08 1 361 0 0.000

13 G078 968000004318134 M
1st 06-May-08 344
2nd 26-May-08 20 344 0 0.000

14 G085 968000004308989 F
1st 16-May-08 324
2nd 31-May-08 15 329 5 0.333
3rd 07-Oct-08 129 332 3 0.023

15 G087 968000004221296 M
1st 16-May-08 338
2nd 07-Oct-08 144 350 12 0.083

16 G088 968000004225112 M
1st 18-May-08 322
2nd 30-Jun-08 43 340 18 0.419

17 G089 968000004222305 M
1st 18-May-08 335
2nd 30-Jun-08 43 346 11 0.256

18 G091 968000004218634 M
1st 22-May-08 292
2nd 24-May-09 367 305 13 0.035

19 G104 00066C53AB F
1st 30-Jun-08 349
2nd 09-May-09 313 361 12 0.038

20 G105 00066C24C1 F
1st 30-Jun-08 353
2nd 07-Oct-08 99 356 3 0.030

21 G110 0006677783 M
1st 03-Oct-08 349
2nd 27-Jun-09 267 360 11 0.041

22 G128 968000004223661 M
1st 31-May-09 362
2nd 14-Jun-09 14 362 0 0.000

※ Solid arabic numerals of intervals mean individuals to compare the growth rate.



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가파도의 쇠살모사가

4~6월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주도 본섬에 서식하는 쇠살모사의 경

우는 양서류와 소형 포유류를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포식하지만,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는 주로 왕

지네(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와 도마뱀

(Scincella vandenburghi)과 같이 작은 크기의 먹이

를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Oh 2014c).

이러한 먹이이용의 차이는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

모사가 제주도 본섬에 서식하는 쇠살모사에 비해 크

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적응하게 되었으며(Kim & Oh

2014b), 먹이가 뱀의 성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뱀의 성장률은 먹이의

이용성이 클수록 빠르기 때문에(Madsen & Shine

2000; Taylor & Denardo 2005), 성장이 빨리 일어

나는 4~6월에는 먹이활동이 다른 기간에 비해 활발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에 따라 먹이활동의 차이가 일어난다면 이와

더불어 체중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즉, 먹

이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에는 체중이 증가할

것이고, 먹이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시기에는 체

중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체중은 몸길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위 몸길이에 따른 체중을 구한

후 비교한 결과, 몸 상태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였다

(Figure 3). 그러나 계절에 따른 암컷과 수컷의 몸의

상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절에 따른 몸의 상태는 암컷 -0.34~0.30

(Mean ± SD = 0.00 ± 0.15)이었고, 수컷 -0.30~

0.22 (Mean ± SD = 0.00 ± 0.10)로 암컷이 수컷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4~6월인 경우 몸 상태는

암컷 -0.34~0.30 (Mean ± SD = 0.01 ± 0.14),

수컷 -0.24~0.22 (0.01 ± 0.10)로 수컷인 경우 그

폭이 더 좁았다. 암컷인 경우 4월에서 6월로 갈수록

몸의 상태가 좋은 개체와 좋지 않은 개체 간의 차이

가 더욱 크게 벌어졌으며(Figure 3a), 수컷은 4월에

서 6월로 시기가 경과할수록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

향성을 보였다(Figure 3b).

암컷인 경우 4~6월로 갈수록 개체들 간에 몸의 상

태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생식에 참여하는 개체들과

그렇지 않은 개체들 간의 차이로 보인다. 생식에 참

여하는 개체들은 비생식기에 있는 개체들에 비해 난

포의 크기가 커지고 발생이 진행되는 동안 체중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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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dividual growth trajectories for SVL (snout-vent length) ofGloydius ussriensis onGapa-do. The dotted rectangle
mark represents that G. ussuriensis grows quickly from April to June relatively to other months. Source: Kim et
al.(2010).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다(Kim & Oh 2014a). 반면,

수컷은 4월에서 6월로 이행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좋

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r = 0.394, P< 0.01, n = 72),

이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먹이활동이 시작되면서 동

면 기간 동안 감소한 몸이 회복되고, 이어지는 먹이

활동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파도 개체들은 대부분 4~6월에 포획되었으며,

7~9월 중에는 거의 포획되지 않았고, 가을철(주로

10월)에 일부 개체들이 포획되었다(Figure 3). 이러

한 결과는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는 겨울철 동

면 기간과 무더운 7-9월에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된다. 파충류는 비교적 다양한 활동 온도

범위(activity temperature range: ATR)를 보유하

지만 대부분은 26-28℃ ATR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ug 1993). 쇠살모사와 같은 속에 속하는 중국

북동부의 작은 섬에 서식하는 G. shedaoensis인 경

우에는 봄과 가을에 주로 활동을 하며, 25℃정도의

체온을 유지한다. 또한 여름철 활동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Shine et al. 2003).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인

경우 24-27℃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Kim 2011), 한 여름철 최고기온이 30℃이상 올라

가는 연구지역 환경 특성상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대로 활동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

름철에는 거의 포획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름철 활동량의 감소는 먹이 활동의 감소로 이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수는 적지만 1년 중 가장

무더운 7월부터 9월에 포획된 수컷들의 몸 상태가 점

점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패턴은 10월

까지 이어졌다. 특히 수컷은 짝짓기 시기 암컷을 찾

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먹이활동이 감소

하는 경향이 있다(Seigel et al. 2001). 쇠살모사는

8-9월에 짝짓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Shim et al.

1998), 이 기간 동안에 수컷은 암컷을 찾는데 많은 시

간을 투자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먹이 활동 시

간의 감소는 가을철 수컷의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

는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을철에

도 일부 개체들은 평균 이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개체들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의 활동시기는 주로

4~6월과 10~11월이지만, 11월에는 기온이 내려가면

서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활동량은 10월에 비

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쇠살모사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는 주로 4월부터 6월 사이 및 10월로

4개월 정도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기간의 제

한은 먹이 자원의 제한과 더불어 먹이활동을 할 수 있

는 기간의 제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제

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뱀의 성장률은 연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주

로 생식 전 어린 개체일수록 성장률이 높고, 생식 연

령에 가까워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진다(Bondarenko

& Zinenko 2016). 뱀의 연령은 몸길이를 통해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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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nthly change of body condition of Gloydius ussuriensis on Gapa-do. (a): Female, (b): Male. Each data point
represents one individual.

(a) (b)



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몸길이가 길수록 연령 높

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성장률은 낮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 류우큐우 열도에 서식하는 바다

뱀의 일종인 Emydocephalus ijimae의 표식-재포

획법을 이용한 성장률 연구(Masunaga & Ota 2003)

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가파도의 쇠살모사의 몸길이에 따른 성장률은 동

면기간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포획 후 재포획

시점 사이에 동면 기간을 포함하며, 포획 후 재포획

까지 270일 이상 경과한 개체들만을 대상으로 일일

성장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몸길이와 성장률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r = -0.591, n = 10),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해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 0.05;

Figure 4).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유의 확률이 0.07로 0.05와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어 재포획률만 높인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제주도 부속도서인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의 성장패턴을 밝히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는 짧은 기간에 상대적

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개체들도 일부 있었으나,

재포획된 개체들의 대부분은 1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않거나 성장하더라도 10mm 전후의 성장을 보

여 성장률이 매우 낮았다.

일일 성장률은 포획과 재포획되는 기간이 짧을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로는 4~6월에 상대

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파도에 서

식하는 쇠살모사인 경우 다른 계절보다 4~6월 사이

에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절

에 따른 먹이활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몸 상태

(Body condition)를 조사한 결과, 수컷은 4월에서 6

월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컷인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

인 먹이활동이 시작되면서 동면 기간 동안 감소한 체

중이 회복되고, 성장률에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암컷인 경우

4~6월로 갈수록 몸 상태의 차이가 수컷에 비해 개체

들 간에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생식

에 참여하는 개체들과 그렇지 않은 개체들 간의 차이

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생식에 참여하는

개체들은 비생식기 있는 개체들에 비해 난포의 크기

가 커지고 발생이 진행되는 동안 체중이 더 빨리 증

가하기 때문이다.

가파도에서 포획된 개체들은 대부분 4~6월에 포

획되었으며, 낮 기온이 높이 올라가는 7~9월 중에는

거의 포획되지 않았고 가을철(주로 10월)에 일부 개

체들이 포획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파도의 쇠

살모사인 경우 겨울철 동면 기간과 본격적인 무더위

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활동 기간의 제한은 먹이자원의 제

한과 더불어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뱀의 성장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역시 몸길이와 성

장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충

류 야외 연구의 특성상 수집된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포획률을 높

일 수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쇠살모사의 성장 패턴은 서식

지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쇠살모사의 생활사 패턴뿐만 아니라 다른

뱀류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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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SVL(snout-vent length)
and growth rate of Gloydius ussuriensis
calculated from two successive captures on
Gapa-do.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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