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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onitoring efficiency of camera trapping in wild animals 

and to determine ways to increase its utilization. Nineteen sensor cameras were installed in Sobaeksan 

National Park from October 2012 to September 2013.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1045 

terrestrial mammal photos were secured and 15 species habitats were identified. Shooting frequency 

was higher for medium and large mammals, especially full images of carnivore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83%. A comparison of track surveys revealed that camera trapping was highly efficient 

and helped in capturing real image of species. The supply of lure and bait stimulates the sense of smell 

in carnivores, which further enhances the capturing of images by camera trap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data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mmals, which can aid in determining habitat 

use by these animals, and thereby facilitate prevention of crop damage by wildlife.

Key Words：Sensor camera, Sobaeksan National Park, Lure bait, Trac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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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카메라 트래핑(Camera trapping, CT)은 센서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동물의 사진을 확보하는데 이

용되는 방법으로(Rowcliffe et al, 2008), 육상 포

유동물의 모니터링에 범 하게 이용되고 있다

(Rovero et al, 2010). 한 CT는 움직이는 동물에 

해서 자동으로 촬 되기 때문에, 은 노동 비

용과 환경에 한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침

습 (non-invasive)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Silveira et al, 2003; Rowcliffe et al, 2008). 

CT를 이용한 포유동물 조사는 1990년  이

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하기 시작하 으며

(Griffiths and van Schaik, 1993; Karanth and 

Nichols, 1998; Giman et al, 2007), 지 까지 주

로 형 육상 척추동물의 서식과 실체 확인에 

이용되어져 왔다(Foresman and Pearson, 1998; 

Silveira et al, 2003; Pettorelli et al, 2010; 

Samejima et al, 2012). 그리고 최근에는 찰빈

도를 이용한 풍부도 추정(Treves et al, 2010; 

Samejima et al, 2012), 백신 공  방법의 유용

성 검증(Hegglin et al, 2004), 종의 유 확율을 

이용한 지수 개발(Samejima et al, 2012), 종별 평

균 촬  빈도 분석(O'Brien et al, 2003; Samejima 

et al, 2012) 등 CT의 결과물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의 포유동물은 야행성으로 직 인 목

견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Chung, 2006). 따라서 

CT가 활용되기 이  포유동물 조사는 발자국, 

배설물 같은 흔 을 찾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

고(Giman et al, 2007), 이는 시간 비 많은 비용

과 노동력이 수반되었다(Manley et al, 2004; 

Field et al, 2005; Long et al, 2007; Treves et al, 

2010). 반면 CT는 ․ 형 육상 동물들을 확인

할 수 있고 촬 된 사진을 통해서 종의 존재와 

동정을 가능하게 해 다는 장 이 있으며, 동물

의 활동패턴, 행동 그리고 개별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외형 특징에 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Rovero et al, 2010). 차 으로 CT를 이용한 야

생동물 연구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에서 형 포유동물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CT가 효율 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Rovero 

et al, 2010). 그리고 최근에는 서식 도 추론

(Rovero et al, 2010), 상  풍부도 측정  활동패

턴 분석(Karanth, 1995; Karanth and Nichols, 

1998; Koerth and Kroll, 2000; McCullough et al, 

2000; Martorello et al, 2001; Giman et al, 2007), 

서식지 리(O’Brien et al, 2003; Treves et al, 

2010), 보호 정책 수립(Wegge et al, 2004; Mccarthy 

et al, 2008; Balme et al, 2009; Treves et al, 2010) 

등을 해서도 범 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년 부터 야생동물 연구에 

CT가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육상 포유류의 서

식지 이용과 실체 확인을 해서 사용되고 있

다. 비록 정확한 도 추정이나 풍부도에 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지만 재 국내에서는 국

립공원 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멸종 기종 

복원사업을 통해서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SRTI, 2012). 주요 활용 유형은 CT 촬 물

에 하여 산양의 뿔 형태 패턴을 이용한 개체 

구분  개체수 산정(Lee et al, 2011), 그리고 

반달가슴곰을 포함하여 여우  기타 야생동물

에 개체 표식 장치인 태그를 부착하여 개체별 

구분 뿐만 아니라 서식지 이용, 행동권 분석 등

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도 야생동물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멸종 기종 

복원사업 등에 있어서 CT는 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T를 이용한 포유동물의 모니터링은 개체의 

서식지 이용 특성, 군집 형성 유무, 활동 시간, 

주요 먹이원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으며, 이러한 결과는 CT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

의 포유동물 조사를 하는데 있어 큰 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 범 하게 

이용되고 있는 CT에 해 정량분석을 통한 효

율성을 평가하고자 함이며, 향후 본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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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CT zone in Sobaeksan Natioanl Park, Korea. CT monitoring sites were indicated in dark circles.

물을 이용하여 CT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

는 방법과 결과물에 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한 자료 수집을 목 으로 수행하 다.

II.연구방법

1. 상지 선정  조사기간

본 연구는 소백산국립공원을 상으로 하

으며, 법정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탐방

객에 의한 인  간섭이 은 마락리 일원을 

세부 지 으로 선정하여 수행하 다. 조사 기간

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개월간 

이며, 총 19 의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 다(Figure 1). 한 CT의 효율성

을 비교하기 하여 카메라의 설치 시작일에 맞

추어 흔 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의 범 는 

배설물, 족 , 식흔, 휴식자리 등 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흔 을 상으로 하 다. 

장 흔 조사를 수행할 때는 매 조사시 동일한 

2인 1조의 2개 이 월 2회 정기 으로 실시하

여 비교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2.무인센서 카메라 설치  설정

무인센서 카메라의 설치는 장소 선정에서부

터 설치  회수까지 Figure 2에 따라서 반복

으로 수행하 으며, 설치 지  선정시에는 포

유동물의 촬  빈도를 최 화하기 하여 사  

흔  조사를 통하여 선정하 다. 사  조사시에

는 횡으로 도보 이동하면서 포유동물의 근이 

어렵다고 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다양한 

서식흔 의 찰 빈도가 높은 지역을 심으로 

선정하 다. 무인센서 카메라는 내부에 움직임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동물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촬 되는 PCTS(passive camera 

trap system)의 M-100(Moultrie, USA)을 이용하

다. 카메라의 사진 촬  간격은 연속 으로 

3장이 촬 되도록 설정하고, 센서 감지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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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orkflow illustr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amera trapping.

5분으로 설정하 다. 카메라 설치는 흉고직경 

20cm 이상의 교목에 설치하 으며, 정 고정

물이 없을 경우에는 지지 를 설치하여 부착하

다. 카메라의 설치 시 방 방해물에 의해 촬

에 향을  것으로 단되는 경우에는 서식

지 변경을 최소화하는 범  내에서 일부를 정

리하 다(Rovero et al, 2010). 설치된 모든 카

메라는 GPS(Garmin, 60CS)로 치를 확인 후 

기록하 다.

3.데이터 분석  정리

무인센서 카메라의 데이터 회수  모니터링 

주기는 20일 간격으로 하 고, 기간별 데이터 

비교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모든 카메

라의 설치 기간과 확인 일자는 동일하게 하 으

며, 확인할 때마다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교

체하 다. 분석 상은 19개의 무인센서 카메라

에서 촬 된 총 2,490장의 사진을 이용하 으

며, 분석시에는 30분 이내에 동일한 종이 2회 

이상 촬 된 것은 복으로 고려하여 합산하지 

않았다(Treves et al, 2010). 한 촬 된 사진 

확인 결과 부분의 촬 물은 동정이 가능하

으나 일부 명확하게 동정되지 않는 설치류 사진 

 카메라 화각 범 내 빠른 이동으로 인해 동

정할 수 없는 사진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주․야간, 유인먹이 공  유무, 먹이의 유형에 

따른 결과값의 유의성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으며, p < 0.05에 한 유의성을 기 으

로 하여 SPSS Ver.18.0(SPSS, IL, USA)로 수행하

다.

4.유인먹이 공

CT를 이용한 조사시 동물의 활동성 강화를 

통한 촬  빈도 증 를 해서 유인먹이를 공

하 다. 유인먹이의 공 시에는 공 의 효율성 

평가를 하여 각각의 카메라에 해 확인할 때

마다 반복 으로 공  는 비공 하여 비교 할 

수 있도록 하 다. 유인먹이 공 은 카메라 

방 정 앙에 치하도록 하 으며, 카메라 화각 

내에서의 활동시간을 최 화하기 해서 자연 

지형물에 고정하여 공 하 고, 정 고정물이 

없을 때에는 인 인 폴  등의 고정물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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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comparison of species list and activity hour by camera trapping.

Species
No. of

Camera

Photo

captures

Activity time

Day photo 

(%)

Night photo 

(%)
p-value

Order Erinaceomorpha

  Erinaceus amurensis 3 16 10 (62.5) 6 (37.5) > .05

Order Rodentia

  Sciurus vulgaris 5 10 10 (100.0) 0 (0.0) -

  Tamias sibiricus 3 7 7 (100.0) 0 (0.0) -

  Apodemus agrarius 2 8 6 (75.0) 2 (25.0) > .05

  Apodemus peninsulae 1 35 0 (0.0) 35 (100.0) -

Order Lagomorpha

  Lepus coreanus 5 22 14 (63.6) 8 (36.3) > .05

Order Carnivora

  Nyctereutes procyonoides 15 402 49 (12.1) 353 (87.8) < .001

  Felis catus 3 57 1 (1.7) 56 (98.2) < .001

  Prionailurus bengalensis 5 150 91 (60.6) 59 (39.3) < .05

  Mustela sibirica 6 53 24 (45.2) 29 (54.7) > .05

  Martes flavigula 8 34 31 (91.1) 3 (8.8) < .001

  Meles meles 8 174 36 (20.6) 138 (79.3) < .001

Order Artiodactyla

  Sus scrofa 5 27 11 (40.7) 16 (59.2) > .05

  Hydropotes inermis 9 24 11 (45.8) 13 (54.1) > .05

  Capreolus pygargus 10 26 16 (61.5) 10 (38.4) > .05

Total 15 species - 1,019 301 (30.3) 718 (69.6) -

하여 고정 후 공 하 다. 유인먹이의 종류는 

신선한 고기(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 

야채 등 단순 먹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생선 통조림, 썩은 오리비계, 오래된 음식물 잔

반 등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물로 구분 후 

순차 으로 공 하여 비교하 다.

III.결과  고찰

1.CT 결과  효율성 평가

1) CT를 이용한 포유동물 종 목록 및 활동

시간 파악

총 19 의 무인센서 카메라를 이용한 CT 결과 

2,490장의 사진을 확보하 다. 촬 된 사진 가운

데 지역 주민 등 무의미한 사진을 제외하면, 조

류를 포함한 체 야생동물은 1,104장이 촬 되

었으며, 이  본 연구 상종인 육상 포유동물

은 1,045장이 촬 되었다. 확보된 육상 포유동

물 사진 분석결과 고슴도치목 1종, 설치목 4종, 

토끼목 1종, 식육목 6종, 우제목 3종 등 소백산

국립공원내 서식하는 총 15종의 실체 사진을 

확보하 으며(Table 1), 본 연구에서 확인된 15

종은 소백산국립공원내 서식하는 형 포유

류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KNPS, 

2007). 일반 으로 CT를 통한 연구에서 종의 

촬  빈도는 형 종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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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comparison of species list from camera trapping and track surveys.

Species CT Field sign (type) Remark

Erinaceus amurensis √ -

Mogera wogura - Tunnel

Sciurus vulgaris √ Ingestion trace

Tamias sibiricus √ -

Apodemus agrarius √ -

Apodemus peninsulae √ -

Lepus coreanus √ Droppings

Nyctereutes procyonoides √ Droppings, Footprint

Felis catus √ Droppings

Prionailurus bengalensis √ Droppings Endangered species grade Ⅱ

Mustela sibirica √ Droppings, Footprint

Martes flavigula √ Droppings Endangered species grade Ⅱ

Meles meles √ Droppings, Tunnel

Sus scrofa √ Droppings, Footprint

Hydropotes inermis √ Droppings

Capreolus pygargus √ Droppings

Total species 15 12

데(O’Brien et al, 2003; Tobler et al, 2008; 

Treves et al, 2010),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식육목

과 우제목을 심으로 ․ 형 종에서의 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빈도로 촬

된 종은 구리(약 38%, 402장) 고 다음으로 

오소리(약 17% 174장), 삵(약14%, 150장)의 순

으로 식육목에 해당되는 종이 체의 약 83%를 

차지하 다. 

본 연구에서 CT를 통해 확인된 시간을 기

으로 주․야간 활동시간 비교 결과 청설모와 다

람쥐는 모두 주간에만 확인되었으며, 흰넓 다

리붉은쥐는 야간 시간 에만 촬 되었다. 한 

주․야간 모두 촬 된 종에 한 유의성 비교 결

과 구리(p < 0.001), 고양이(p < 0.001), 오소리

(p < 0.001)는 야간 촬  빈도가 높았으며, 삵(p < 

0.05), 담비(p < 0.001)는 주간 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일반 으로 산림지

역에 서식하는 육상 포유동물은 부분 야행성 

 사람과의 을 회피하는 특성으로 인해 직

찰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시간 패턴에 한 

분석은 흔 조사를 이용한 결과로는 악하기

가 어렵다(Chung, 2006; Jeong et al, 2009). 그

러나 CT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종의 

주․야간 촬  빈도의 차이를 확인하 으며, 이

러한 결과는 종의 주요 활동시간과도 한 

련이 있다고 단된다.

2) 흔적조사와의 비교

CT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하여 동일 지역 

 동일 기간내 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

종의 서식 흔 을 확인하 다. 흔 조사에 따른 

종 목록 분석결과 소형 포유류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 형 포유동물은 CT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Table 2). 특히, 고슴도치의 경우 

소백산국립공원 포유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종으로(KNPS, 2007) CT를 통해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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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mera shooting frequency according to the type and supply and non-supply of lure and bait.

Species

Supply Non supply

p-value

Lure type

p-valueTotal

photos
Fre.(%)

Total

photos
Fre.(%) Scent Food

Erinaceus amurensis 15 93.75 1 6.25 < .001 15 0 -

Sciurus vulgaris 2 20.00 8 80.00 > .05 0 2 -

Tamias sibiricus 5 71.43 2 28.57 > .05 0 5 -

Apodemus agrarius 8 100.00 - 0.00 - 8 0 -

Apodemus peninsulae 2 5.71 33 94.29 < .001 0 2 -

Lepus coreanus 10 45.45 12 54.55 > .05 8 2 > .05

Nyctereutes procyonoides 376 93.53 26 6.47 < .001 304 72 < .001

Felis catus 55 96.49 2 3.51 < .001 51 4 < .001

Prionailurus bengalensis 150 100.00 - 0.00 - 122 28 < .001

Mustela sibirica 51 96.23 2 3.77 < .001 42 9 < .001

Martes flavigula 26 76.47 8 23.53 < .05 12 14 > .05

Meles meles 151 86.78 23 13.22 < .001 143 8 < .001

Sus scrofa 13 48.15 14 51.85 > .05 8 5 > .05

Hydropotes inermis 19 79.17 5 20.83 < .05 7 12 > .05

Capreolus pygargus 15 57.69 11 42.31 > .05 9 6 > .05

Total 883 - 136 - 729 163

가 확인되었다. 멸종 기종인 삵과 담비의 경우

에도 그간 흔 으로만 서식을 확인하 으나

(KNPS, 2007), 본 연구를 통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CT를 이용한 육상 포유

동물의 종 목록 구축은 일부 소형 포유류를 제

외하면 최소한의 노동비용으로 장 조사와 동

일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멸종 기종과 

같은 특정 종의 실체를 확인하기 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유인먹이 효용성 평가

일반 으로 CT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인먹이

를 이용할 경우 야생동물의 촬  빈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후각을 자극하는 먹이의 

경우 새로운 종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Giman et al, 2007). 본 연구 

결과 유인먹이의 공  유무는 종에 따라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 쥐와 삵의 

경우 촬 된 모든 사진이 유인먹이를 공 했을 

경우 확인되었으며, 고슴도치(p < 0.001), 구리

(p < 0.001), 고양이(p < 0.001), 족제비(p < 0.001), 

담비(p < 0.05), 오소리(p < 0.001), 고라니(p < 0.05) 

한 유인먹이를 공 했을 경우 더 높은 빈도로 

촬 되었다(Table 3). 반면 청설모, 다람쥐, 멧

토끼, 멧돼지, 노루, 흰넓 다리붉은쥐의 경우 

유인먹이의 공 이 촬  빈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먹이의 공  유무 외에 먹이의 유형 

한 종에 따라서 CT의 촬  빈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인먹이의 공 이 촬  

빈도에 향을 미친 9종에 한 분석결과 고슴

도치와 등 쥐는 촬 된 사진 모두 후각에 반응

하 으며, 구리(p < 0.001), 고양이(p < 0.001), 

삵(p < 0.001), 족제비(p < 0.001), 오소리(p < 0.001) 

한 후각을 자극하는 유인먹이 공 시 더 높은 

촬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부 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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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결과를 보 는데, 등 쥐는 모두 유인먹

이를 공 했을 때 촬 된 반면, 흰넓 다리붉은

쥐는 공 하지 않았을 경우 촬 빈도가 높았다. 

한 등 쥐는 후각을 자극하는 유인먹이에 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흰넓 다리붉은쥐

의 경우 비록 촬 물이 었지만 공 시 촬 된 

사진은 모두 단순 먹이원에 반응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설치목에 해당되는 

두 종에 한 상반된 결과이지만, 촬 된 사진

의 수가 기 때문에 종의 생태  특성에 따른 

것인지 본 결과물에 국한된 일시  결과인지는 

추가 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우제

목 가운데 고라니의 경우 유인먹이를 공 했을 

경우 촬  빈도가 높았으나, 멧돼지와 노루의 

경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

의성을 보인 고라니의 경우에도 먹이의 유형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우제목 가운데 

고라니에 한 유인먹이 공 의 효율성 한 본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추가 인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면, 결과

으로 주로 식물성 먹이원을 섭취하는 종의 경

우 유인먹이의 공  유무는 촬 빈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잡식성 는 육식성 종의 경

우에는 종의 촬  빈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유인먹이의 공 이 촬  빈도

에 향을 미치는 종의 경우에도 고라니를 제외

한 모든 종에서 후각을 자극하는 먹이가 촬  

빈도를 높이는데 효율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IV.결  론

CT를 이용한 육상포유류 모니터링의 효율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물의 활용성 증 방안을 모

색하기 하여 소백산국립공원을 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개월간 총 

19 의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하 다. 촬 된 

사진 분석결과 가장 높은 빈도로 촬 된 구

리, 오소리, 삵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실체 사진

을 확보하 다. 이러한 결과는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형 포유류를 모두 포함하는 결

과로 육상포유동물의 서식 확인시 은 노동비

용으로 수행이 가능한 CT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촬 된 사진에 한 육상포유류의 활

동 시간 분석 결과 종에 따라서 주간과 야간 시

간 에 따른 활동 빈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종별 서식지 리  생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T와 흔 조사의 비교 결과 소형 포유류에

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 형 포유동물은 

CT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특히 멸종 기야생동물인 삵, 담비 등 그간 흔

으로만 서식이 확인되었던 종의 실체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CT를 이용한 모니터

링은 일부 소형 종을 제외하면 최소한의 노동비

용으로 직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

으며, 멸종 기종과 같은 특정 종의 실체를 확

인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T를 이용한 효율성 증 를 해서는 유인

먹이의 공 이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공  방법은 식육목의 촬 빈도 증 에 

도움이 되었으며, 먹이의 유형은 후각을 자극하

는 먹이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T를 이용하여 그간 흔 으

로만 확인되었던 주요 종들의 실체사진을 확보

됨으로 이는 홍보  교육자료, 개체별 마킹을 

통한 서식지 이용  행동패턴 악 등 보다 구

체 인 결과물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장기 인 CT가 이루어진다면 기본 

생태 특성을 포함한 도 추정까지 연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설치시 흔 과 

종 확인을 주로 설치함에 따라서 환경특성에 

따른 CT 결과물에 한 비교 데이터가 충분하

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탐방로 

는 도로  수계와의 거리에 따른 효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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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식생을 포함한 종합 인 설치 지

의 환경 요인에 따른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 종에 따른 동면시기와 번식기 등 계

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T의 효율성 증 를 해서는 계 별 비교, 분

석을 연계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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