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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tween July and October 2011, radio-tracking wa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ome ranges and day roosts of 

Myotis aurascens by using 3 individuals (male: 2, female: 1). Bat capturing was conducted at a bridge and a nearby forest in 
Ulju-gun, Ulsan-si. We attached radio transmitters (0.32 g) to the bats and monitored them by using a radio receiver with a 
Yagi antenna. Home-range analysis of M. aurascens by using 100% minimum convex polygon (MCP) and 95% MCP showed 
an average of 106.5 ha and 89.3 ha, respectively, and 50% kernel home range (KHR) showed an average of 8.4 ha. Home 
range overlap of the 3 bats was observed at the bridge and at nearby water bodies as the core areas, and the size of the home 
range overlap was 7.3 ha by 100% MCP, 5.9 ha by 95% MCP, and 1.6 ha by 50% KHR. The home range for each bat 
consisted of the main foraging sites, and the types of foraging sites were similar. M. aurascens-01(M-01) used the bridge and 
nearby water bodies as the nightly main core areas, M. aurascens-02(M-02) used rice fields and water bodies adjacent to the 
forest as core areas, and M. aurascens-03(M-03) used water bodies and resident areas as core areas. Although rice fields and 
resident sites represented the core areas of the home ranges of M-02 and M-03, habitat use was the highest near water bodies 
as the core area for all the 3 bats. The types of day roosts in this study were a wooden house, canopies of a broad-leaved 
woodland, and banks of rice fields. The roosts in the wooden house and canopies of the broad-leaved woodland were located 
within the forest, and the roost in the banks of rice fields was also adjacent to the forest. Our results revealed that the main 
home range and foraging sites of M. aurascens were located near water bodies as the core area, and forests and places adjacent 
to the forests were used as day ro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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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박쥐는 척추동물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중 

하나로 극지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Chung 등, 2010). 박쥐의 

분포에 관한 정보는 박쥐가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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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유형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하다(Mitchell-Jones와 McLeish, 2004). 
또한 인간에 의한 서식지 변화는 박쥐를 보호하는데 있

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Lumsden 등, 2002), 
박쥐의 생태에 관한 연구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 중 하

나이다. 그 가운데 박쥐의 행동권에 관한 연구는 각 종

에 대한 보전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고, 행동권 연구

를 통해 파악된 박쥐의 주간 휴식지와 채식지 환경에 

대한 자료는 박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써 이용될 수 있다(Davidson-Watts와 Jones, 2006). 
그러나 지금까지 박쥐의 행동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Winkelmann 등, 2000). 한
국에는 20여종 이상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Chung 등, 2010; Han 등, 2011; Han 등, 2012; Yoon 
등, 2004),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ae)의 Myotis 속
에는 8종이 기록되어 있다(Han 등, 2011). 이 중 Myotis 
aurascens는 Myotis 속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

는 종 중의 하나로, 최근까지는 러시아의 트랜스바이

칼 지역과 몽골의 스텝지대가 M. aurascens의 동쪽 분포 

한계선으로 추정되어져 왔다(Tsytsulina 등, 2012).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M. aurascens가 M. mystacinus와 

혼용 또는 동종이명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형태 

및 분자계통 연구를 통하여 M. aurascens는 M. 
mystacinus와 다른 종임이 확인되었다(Tsytsulina 등, 
2012).  M. aurascens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서식하

는 박쥐의 분류와 생태적인 연구는 현재까지도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박쥐의 서식지 선호도 및 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Mackie와 Racey, 
2007). 선행된 연구를 통하여 생태계에 있어서 박쥐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박쥐의 서식지 이용, 행동권 분석 등 기초적인 연구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Chung 등, 2010). 특히 M. 
aurascens의 경우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행동권 및 휴식지 이용에 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확한 동정과 보전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종의 생태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온대지역에 서식하는 박쥐는 다양한 유형의 휴식

장소를 이용한다(Adam과 Hayes, 2000). 특히, 박쥐는 

주간 휴식지에서 약 15시간 이상을 보내기 때문에 휴

식지의 선택에 관한 연구는 박쥐의 생태에 있어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O'Keefe 등, 2009). 박쥐의 휴

식장소는 주로 인간의 간섭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방해요인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

게 반응한다(Russo 등, 2002). 박쥐에게 있어서 안정

적인 휴식장소의 감소는 박쥐의 분포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Humphrey, 1975; Lumsden 등, 2002). 
따라서 박쥐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박쥐의 주간 휴식지와 서식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Davidson-Watts 등, 2006; Mitchell-Jones와 McLeish, 
2004),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박쥐 서식지에 대

한 환경 변화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지

만, 생태에 관해서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M. 
aurascens의 주간 휴식장소의 특징과 행동권을 알아

보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M. 
aurascens의 서식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역

본 연구는 울산시 울주군 활천리에서 수행되었다. 
박쥐의 포획과 발신기 부착은 조사지역내에 위치한 

활천교량(N 35°42′21.0″, E 129°11′25.28″)에서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교량은 고속도로상에 위치한 

prestressed concrete I beam 형태의 교량으로, 일일 차

량 통행량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본 교량과 주변 서식

지는 Chung 등(2009)에 의해서 박쥐의 야간 휴식지 

이용과 채식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교량 주변으로는 인간의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없어 

박쥐의 서식에는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교량 주변으로는 낙엽활엽림, 혼효림으로 구성된 산

림지역, 민가지역, 경작지 등 채식지와 휴식지로 이용

할 수 있는 서식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수

계 주변으로는 수변식물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으

며, 서식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경작지는 본 조사기

간 동안 담수 상태로 곤충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유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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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Transmitter
Date 

affixed
Days in 
contactNo Age Sex Weight

(g)
Weight

(g)
% Body 
weight

M-01 Adult Male 7.90 0.32 4.0 2011/10/09 4

M-02 Adult Female 6.90 0.32 4.6 2011/07/08 7

M-03 Adult Male 7.50 0.32 4.2 2011/07/15 5

Table 1. Radio-tracking data of Myotis aurascens

Home range(ha)  Overlap size of M-01, M-02, and 
M-03(ha)No  M-01 M-02 M-03

MCP 100% 51.7 228.2 39.7 7.3

MCP 95% 35.9 200.3 31.8 5.9

KHR 50% 1.7 19.9 3.5 1.6

Table 2. Home range and overlap size of Myotis aurascens

2.2. 원격무선추적 및 행동권 분석

 M. aurascens의 행동권 크기와 주간 휴식지를 파

악하기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개체(수
컷 2, 암컷 1)에 대하여 원격 무선추적을 하였다(Table 
1). 모든 박쥐는 성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암컷은 출

산 후 새끼를 수유중인 개체를 포획 후 이용하였다. 수
컷에 대한 성체 구분은 Encarnacao 등(2004)에 따랐

으며, 종의 동정은 Han 등(2011) 및 국립생물자원관

의 M. aurascens 표본을 통해 확인하였다. 박쥐는 일

정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Chung 등, 
2011).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3일간 직접 채집

과 초음파 감지기를 이용하여 박쥐의 주요 이동 경로

와 채식지에 대한 간략한 위치를 파악하였다. 박쥐와 

같은 소형동물의 원격무선추적은 매우 조심스럽게 수

행해야 한다(Chung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0.32 g
의 발신기(LTM Single Stage Radio transmitter)를 이

용하여 체중에 대한 발신기의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range: 4.0%-4.6%). 무선추적은 박쥐

가 일몰 후 채식지로 나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시작하

였으며, 일출 전 주간 휴식장소로 귀소 할 때까지 수행

하였다. 추적은 도보와 차량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신

기(R2000 ATS receiver), Yagi 안테나, 차량용 안테

나(omni-directional whip antenna)를 이용하였다. 박
쥐의 이동에 대한 위치정보는 서식지간 이동시에는 삼

각측량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였으며(Bontadina 

등, 2002), 근거리 이동과 채식장소에서의 지속적인 

비행 시에는 연속적인 위치추적 방법(Davidson-Watts 
등, 2006)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박쥐

의 일정 이동경로 및 위치 확인을 위하여 초음파 감지

기(Bat detector, Pettersson Elektronik AB, models 
D-240)를 함께 사용하였다. 행동권 분석은 ArcGIS 
9.3(ESRI Inc.)을 이용하여 kernel home range(KHR)
와 minimum convex polygon(MCP)을 이용하였다. 
MCP 100%와 95%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주요 핵심 

이용지역 확인을 위하여 KHR 50%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행동권 크기 및 이용 패턴

M. aurascens의 행동권 분석결과 MCP 100%는 평

균 106.5 ha(range: 39.7 ha-228 ha), 95%는 평균 89.3 
ha(range: 31.8 ha-200.3 ha), KHR 50%는 평균 8.4 
ha(range: 1.7 ha-19.9 ha)였다. MCP 100%에 대한 

95%의 비율은 69%에서 88%였으며, MCP 100%에 

대한 KHR 50%의 비율은 3.3%에서 8.8%였다. 이러

한 결과는 비록 M-01 개체가 69%의 비율을 보이긴 

하였으나, 80% 이상의 비율을 보인 M-02와 M-03을 

볼 때 출현 후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을 

말해준다(Table 2). 연구에 이용된 3개체의 행동권은 

모두 교량과 수계를 중심으로 중첩되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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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me range(a; MCP 100%, b; MCP 95%, c; KHR 50%) of radio tracked Myotis aurascens. Each day roosting site is 
designated by open circle.

MCP 100%(ha) MCP 95%(ha) KHR 50%(ha)

M-01 M-02 M-03 M-01 M-02 M-03 M-01 M-02 M-03

M-01 19.9 8.1 18.3 6.6 1.7 1.6

M-02 32.6 31.8 3.5

Table 3.  Comparison of overlap size of M-01, M-02, and M-03

Bat MCP 100%
(KHR 50%)

Water
body

Rice
paddy Woodland Resident

area

M-01
51.7 4.5 52.2 37.3 6.0
(1.7) (70.6) (29.4) (0) (0)

M-02
228.2 3.2 36 56.8 4.0
(19.9) (23.1) (48.2) (28.6) (0)

M-03
39.7 4.0 48.1 41.3 6.5
(3.5) (36.1) (33.3) (0) (30.6)

Mean
106.5 3.9 45.4 45.1 5.5
(8.4) (43.3) (37.0 (9.5) (10.2)

S.D.
105.5 0.7 8.4 10.3 1.3
(10.0) (24.5) (9.9) (16.5) (17.7)

Table 4. Percentage habitat composition of MCP 100% and KHR 50%(ha) of radio tracked Myotis aurascens

MCP 100%는 7.3 ha, 95%는 5.9 ha, KHR 50%는 1.6 
ha였다(Table 2와 Fig. 1). 연구결과 3개체의 주간 휴

식지의 위치가 각각 달랐고(Fig. 1), 개체별 전체 행동

권 내에 산림지역과 민가지역이 포함되었지만, 핵심

지역인 KHR 50%에 대한 조사대상 개체의 행동권 중

첩 면적은 1.6 ha로 교량과 주변 수계지역으로 한정된 

결과를 보였다. M-02와 M-03의 MCP 100% 행동권

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중첩되는 면적은 32.6 ha
로 M-03 MCP 100%의 82%를 차지했다. 또한 개체별 

중첩 결과 M-02와 M-03의 MCP 95%, KHR 50%는 

모두 M-02보다 행동권이 작은 M-03 의 행동권과 동

일하게 나타났다(Table 3). 특히, KHR 50%의 3개체 

중첩 면적은 1.6 ha로 행동권이 가장 작게 나타난 

M-01의 KHR 50%인 1.7 ha와 유사하였다(Table 2). 
이는 개체별로 전체 행동권의 차이는 있지만 야간에 

이용되는 행동권의 범위와 채식지의 유형이 유사하다

는 것을 말해준다. 주요 채식장소로 이용되는 핵심지

역 분석결과 M-01의 경우 포획지점인 수계가 야간 주

요 핵심지역으로 나타났다. M-02는 산림과 인접한 경

작지와 수계를 핵심지역으로 이용하였으며, 전체 행

동권에 대한 경관 유형별 비율은 경작지 48.2%, 수계 

23.2%로 각각 확인되었다. M-03은 수계지역과 주변

의 민가지역을 주요 핵심지역으로 이용하였으며, 수
계가 3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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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No
Habitat type

Height(m) Distance(m)
Landscape Detail

M-01 Wooden house Cracks under the roof 2.5 1200

M-02 Rice paddy Bank 0.5 2200
M-03 Broad-leaved woodland Canopy 5.0 1100

Height; Height of roost site from the ground(m)
Distance; Distance of day roosting site - core area(m)

Table 5. Comparisons of day roost site characteristics between landscape type and location data of radio tracked Myotis 
aurascens

M-02의 경우 수계보다 경작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비

록 높게 나타났지만, 경작지가 수계와 연결된 담수 상

태임을 감안한다면 3개체 모두 수계를 중심으로 한 서

식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3개체를 이용한 연구이지만, 

암컷과 수컷의 행동권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번식기 암컷의 경우 수유중인 어린 개체

를 양육하기 위하여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패치에 대한 채식지 이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에 이용된 암컷 개체는 새끼 출

산 후 수유중인 개체로, 이 개체의 행동권은 본 조사지

역과 유사한 환경에 서식하는 집박쥐(Pipistrellus 
abramus) 암컷의 행동권 8.13 ha(Chung 등, 2011)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컷 개체도 집박쥐 수컷

의 평균 행동권인 12.08 ha(Chung 등, 2010)와 비교

할 때 더 크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지역은 집박쥐의 행

동권 연구지역과 다르지만, 이러한 행동권의 차이는 

M. aurascens의 종 특징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집박쥐의 경우 민가 주변을 주요 휴식지로 이

용하며, 주변의 제한적인 공간을 채식지로 이용하는 

반면, M. aurascens는 더 다양한 유형의 휴식지 선택

과 그에 따른 더 먼거리의 채식지 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 확인된 

M. aurascens는 수유중인 새끼를 주간 휴식지에서 교

량까지 옮긴 후에 혼자 채식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잦은 수유를 위해 주간 휴식지 주변에서 

채식활동을 하는 집박쥐와 달리, M. aurascens는 채

식지 인근까지 새끼를 데리고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행동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지역의 서식지 환경은 박쥐가 선호하는 

유형으로, 선행된 박쥐 서식지 선호도 연구에서도 활

엽림과 수계가 연계된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Kusch 등, 2004). 또한 마을 내부의 가

로등 주변은 박쥐의 주요 채식지로 이용되는데(Zukal
과 Rehak, 2006), 본 조사에서도 M-03의 핵심지역 중 

하나인 민가지역의 가로등 주변에서 곤충을 집중적으

로 포획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민가지역과 가

로등 주변의 곤충 풍부도는 수계주변의 높은 곤충 서

식밀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쥐의 다양한 서

식지 환경에서의 채식활동과 행동권 이용은 먹이자원

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며,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서

식지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Rydell, 1992). 본 연구에

서도 민가지역의 가로등 주변과 경작지에서의 채식활

동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핵심지역은 행동권의 크

기와 관계없이 모두 수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박쥐가 특정 패치를 집중적으로 이

용하는 것은 해당 서식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먹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Winkelmann 
등, 2000). 특히, 박쥐들이 수계를 중심으로 한 서식지

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면 위로는 많은 곤충들이 있으

며(Zukal과 Rehak, 2006), 다른 서식지에 비해서 안정

적인 먹지자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Bartonicka
와 Rehak, 2004). 결과적으로, M-02에 대한 KHR 
50% 분석결과 경작지의 비율이 수계보다 높게 나타

났지만, 경작지가 수계 서식지의 일부분임을 감안할 

때 수계를 중심으로 한 서식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지

역으로 확인되었다.

3.2. 주간 휴식지 선택

M. aurascens는 주간 휴식장소로 목조주택, 활엽

림, 논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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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y roosting sites of radio tracked Myotis aurascens. a; M-01(wooden house), b; M-02(rice paddy), c; M-03(canopy 
of broad-leaved woodland).

휴식지의 위치는 3개체 모두 야간 채식장소의 중앙을 

기준으로 2.2 km 이내에 위치하였으나, 유형은 모두 

달랐다(Fig. 2). M-01(♂)은 주간 휴식장소로 목조주

택의 지붕 나무 틈새를 이용하였다. M-02(♀)는 핵심

지역의 중앙에서 약 2200 m 떨어진 경작지의 논둑 바

위 틈새를 주간 휴식지로 이용하였으며, 지상에서의 

높이는 약 0.5 m 였다. M-03(♂)은 주변의 활엽림을 

주간 휴식지로 이용하였다. 주요 채식지로부터의 거

리는 1100 m이며, 지상으로부터 약 5.0 m 이상의 수

관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일반적

으로 산림지역을 주간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박쥐는 

나뭇잎, 수피 틈, 나무 동공 등을 은신처로 이용한다

(Han 등, 2012; Sedgeley와 O'Donnell, 1999). 본 연구

에서는 발신기에 의한 수신음을 통하여 M-03 개체의 

출현과 귀소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은신처

(동공, 수피 틈, 나뭇잎)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각 개체

의 주간 휴식지 위치는 행동권의 가장자리에 있었으

며, 출현 후 이동과 채식활동은 모두 교량과 수계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M-02 개체의 경우 인간의 간

섭이 미치는 경작지에 위치하긴 하였으나, 3개체 모두 

산림 내부 또는 산림 가장자리를 주간 휴식지로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많은 종류의 박쥐들은 

생리학적, 사회생물학적 기능에 의해서 주간과 야간

에 다른  은신처를 이용하기도 한다(Lewis, 1994). 따
라서 박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간 채식

지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주간 휴식지에 대한 관리

도 함께 필요하며, 종별 주간 휴식지 선택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3개체를 이용한 결과이지

만, 박쥐에 의해서 야간 채식지로 이용되는 수계 서식

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주간 휴식지의 서식

지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서식지 관리에 필요한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박쥐의 보호를 고려

한 서식지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며, 추가적으로 더 많은 개체수와 계절, 성별에 따

른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Myotis aurascens의 행동권과 주간 휴식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3개체(수컷 2, 암컷 1)를 이용하

여 원격무선추적을 시행하였다. 연구는 울산시 울주

군 활천리에 위치한 교량과 주변 서식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MCP 100%는 평균 106.5 ha, MCP 95%는 평균 

89.3 ha, KHR 50%는 평균 8.4 ha로 나타났다. 분석된 

행동권은 3개체 모두 주변 산림지역과 수계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요 채식장소와 행동권의 범

위는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yotis aurascens
는 주간 휴식장소로 목조주택, 활엽림 수관부, 논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휴식장소는 야간의 

채식지에서 1.1 km에서 2.2 km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활엽림의 수관부를 이용한 개체 뿐만 아니라 목조주

택과 논둑 지역 또한 산림내 또는 산림 가장자리에 위

치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쥐의 주간 휴식지 보호

를 위해서는 산림내외부의 서식지 관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Myotis aurascens
의 원격무선추적 결과 개체별로 행동권의 크기는 차

이가 있지만 야간에 이용되는 서식지와 채식장소의 

유형은 비슷하며, 다양한 유형의 주간 휴식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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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야간 채식장소로 이용되는 수계 서식지의 

관리와 함께 주간 휴식지로 이용되는 지역에 대한 서

식지 환경변화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식지 보호활동과 병행하여 종별 행동권, 채식지 유

형, 주간 휴식지 선택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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