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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ly the habitat characteristics and breeding status of Paridae have been studied, in addition to the

lack of research on Parus varius varius, there is no study on the home-range in the post fledging

period. This study was analyzed the home-range size of Parus varius varius in the post fledging perio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ite located in Dankook Univ. Cheonan Campus(Middle Chungcheong

Province). We captured five newborn Parus varius varius using artificial nest was installed before.

Radio-tracking was carried out for analysis of home-range, and MCP (Minimum Convex Polygon) was

used for analysis. We analyzed 1 individual tracked 15 days (VT5) and 4 individuals which missing

radio-tracking transmitter within 3 days (VT1~VT4). Home-range of VT5 gradually increased to 1,38ha,

1.42ha, 2.14ha in the order of early, middle, late period. On the other hand, moving distance was de-

creased to 174.558m 125.129m, 120.180m. Home-range of V1~VT4 was estimated as 0.81ha which

was 75.3% share of home-range of VT5 in early period. As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home-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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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formed far apart from artificial nest that has been influenced by human being interference, thereafter

gradually adapting to interference and spreading close to artificial nest.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construct basic ecological data for protecting habitat of Parus varius varius and increasing life rate.

As first radio-tracking study of Parus varius varius home-range in the post fledging period, it is ex-

pected to be useful for the future study of home-range.

Key Words： MCP(Minimum Convex Polygon), Artificial nest, Parus varius varius, VHF(Very High

Frequency), Urban ecology

I. 서 론

곤줄박이(Parus varius varius)는 참새목 박새

과 소형 조류로서 박새(Parus major), 쇠박새

(Poecile palustris), 진박새(Periparus ater)와 함

께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 가운

데 하나이다(Lee et al., 2000; 2010). 이들은 일

반적으로 구북구 일원에서 남쪽 자바섬까지 분

포하며 아무르강 유역, 우수리 지역, 중국 북부

와 서북구, 사할린, 한반도 전역과 주변 도서 지

역에도 분포하고 있다(Won, 1981; Rhim 2011).

박새류는 산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식충성 조

류로서 생태계 내 해충을 구제하는 등 생태계의

건정성 및 균형 유지를 비롯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1994).

우리나라에서 박새류의 생태 및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는 번식기 박새류와 곤충 및 식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종별로 이용

장소, 이용 방법, 먹이 크기 및 수종 이용에 차

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Park, 2001), 도시림에

서 박새 번식 특성이나(Jeong et al, 2012) 도심

식생유형별 박새 서식 조건을 연구하기도 하였

다(Hong and Kwak, 2011).

곤줄박이는 박새과 가운데 가장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et al,

1990). 곤줄박이의 알 크기, 한배 산란 수 등 번

식특성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곤줄박이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으로

서 활용될 수 있는 조류임을 의미한다(Lee et al,

2008; Kim & Oh, 2013). 또한 곤줄박이는 박새

과 다른 종에 비해 규모가 큰 산림을 선호하는

내부종으로 알려져 있어 특히 도시 생태계 내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곤줄박이의 생태나

행동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

정이다.

곤줄박이는 나무구멍에 둥지를 트는 2차 수

동형 영소 길드에 속하는 텃새이지만 도시 생태

계 내 대경목이 부족하여 곤줄박이 뿐 아니라

나무구멍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하는 2차 수동성

조류의 서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purcell et

al, 1997). 곤줄박이와 같은 2차 수동성 조류의

서식처 개선 및 연구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인

공새집을 활용하고 있다(matthew et al, 2002).

최근 야생조류의 행동권 분석을 위한 방법 가

운데 원격 무선추적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원격무선추적을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이용 강도, 다른 동물 또는 암․수간의 차이, 먹

이자원의 풍부도, 서식지간 이동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무선추적은 기존 조류 행동권 분석과 달리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야생동물의 시간 및

공간적 이동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야생 동물의 행동권

분석 등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법이다

(Aebischer and Robertson, 1993). 국내에서는 원

격무선추적을 이용한 집박쥐의 비번식기 행동

권 분석에 대한 연구(Chung er al, 2010)와 청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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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Weight

(g)
No. of tracked days

No. of collected

coordinates

home-range

(ha)
Moving distance (m)

VT1 15.73 1 4 - 31.37

VT2 16.68 2 5 - 110.77

VT3 15.77 2 6 - 104.2

VT4 18.09 1 2 - 164.09

VT5 14.69 15 86 3.18 141.64

Table 1. home-range sizes, Moving distance and radio-tracking data of Varied Tits for each individual, home-range

sizes were calculated using the 100% convex polygon method.

Figure 1. Map of study area in Cheonan city, Dankook

Univ. Main survey area is designated by solid

line and artificial nest by dot inside open

circle

오리의 이동거리 및 행동권연구(Kang et al,

2014)가 진행되었다. 국외로는 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하여 멸종위기종(검은부리금정조)의 이동

패턴, 행동권의 크기, 서식지 선택에 대한 연구

(Juliana Rechetelo et al, 2016)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한 박새과, 즉 곤

줄박이의 행동권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적

이 없으며 무게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소

직후에 대한 행동권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박새과 곤줄박이

를 대상으로 원격무선추적을 통해 이소 직후 곤

줄박이의 행동권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선추적

을 통한 곤줄박이 행동권 분석은 곤줄박이의 이

소 직후 행동권의 과학적․정량적인 접근과 서

식지 보호 및 이소 직후 생존률 증진과 같은 개

체군 증대를 위한 기본적인 생태학적 자료를 구

축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원격무선추적

곤줄박이의 이소 직후 행동권 분석을 위해 충

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에 위치한 천안캠

퍼스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인공새집은 입구직경 35mm인 것을 아까시나무

에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였다(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5). 곤줄박이는 인공새

집에 2017년 4월 11일 첫 산란을 하였고 산란된

8개의 알 가운데 7개체만 부화에 성공 하였다.

2017년 5월 21일 인공새집에서 이소하기 직

전, 부화된 7개체 중 5개체 곤줄박이에 견갑골

중앙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Table 1).

무선 추적 발신기가 부착된 곤줄박이들의 무선

추적을 통해 각 개체별로 15일간 주간에 오전,

오후 2회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곤줄박이와 같

은 소형동물에게 원격 무선 추적은 매우 조심스

럽게 이루어져야하는데, (Davidson-Watts and

Jones, 2006) 특히 본 조사대상인 곤줄박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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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arly home-range of radio-tracked VT5 is

designated closed dot and solid line, and

home-range of radio-tracked VT1~4 by

open circle and dotted line.

우 무게를 측정한 결과 5마리의 평균 체중이

16.19±1.13g로 발신기에 의한 비행행동의 제약

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류의 체중에

대한 발신기의 무게에 대하여 발신기의 무게는

체중에 3% 이하로 하는 것이 비행행동에 있어

서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안된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40g 발신기(PIP4, two

stage radio transmitter)를 이용하여 체중에 대한

발신기의 비율이 평균 3% 이하가 되도록 하였

다. 발신기가 부착된 개체의 위치신호를 수신하

기 위하여 수신기(SIKA Radio Tracking Receiver,

Inc., Biotrack)와 휴대용 3소자 Yagi 안테나

(Hand-held three element Yagi antenna)를 이용

하였다. VHF 안테나를 이용한 원격 무선 추적

의 방법은 원거리에서 삼각 측량방법을 응용한

방법과 발신기에서 나오는 전파의 각도를 계속

추적하여 해당 동물의 위치까지 찾아가는 방법

으로 나뉜다(Mech and Barber 2002). 삼각 측량

을 응용한 방법은 도로가 없거나 산악 지대여서

연구자가 해당 동물이 위치한 곳까지 직접 찾아

가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추적한 동물

의 위치 오차가 매우 큰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 근처에 도로와 산책로

가잘발달되어있고산세가험하지않아 추적하

여 근거리까지 접근하면 쌍안경으로 확인 한 뒤

야외용 GPS (GPS MAP 64s, Inc., Garmin)를 이용

하여 위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곤줄박이는 대부

분의 비교적 작은 행동권(채식장소)을 갖고 서식

하기 때문에 행동권내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따

라서 곤줄박이가 서식지내에서 근거리 이동과

채식장소에서의 지속적인 비행 시에는 연속적인

위치추적 방법(Jones and Morton, 1992; Davidson-

Watts and Jones, 2006)으로 실시하였다.

2. 행동권 분석

곤줄박이의 이소 직후 행동권 분석을 위하여

전국수치지도 (1/5000) SHP File과 ArcGIS 10.5

(ESRI Inc.) Animal Movement Extension 2.0을

이용하였다. 야생동물의 행동권 분석을 위해서

는 최소 30개 이상의 위치자료를 이용해야 하

며, 행동권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개

이상의 위치정보를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제안

된바 있다(Seaman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곤줄박이의 이소 초기에 대한 행동권 크기를 분

석하고자 Moving Harmonic Mean을 이용한

Minimum Convex Polygon(MCP)방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Davidson-Watts and Jones, 2006).

최소블럭다각형(MCP)은 위치 좌표들 중 가장

바깥에 위치한 점들을 연결시켜 계산하여 이루

어 졌으며, 모든 위치 좌표를 포함하는 100%

MCP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위치자료와 인공둥지와의 거리를 측

정하여 곤줄박이의 이소거리를 추정하였다. 박

새류의 이소거리는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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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arly, middle, late home-range of radio tracked VT5 by 100% minimum convex polygon(from left to

right), Radio-tracking points are designated by dot and home-range by solid line

VT5 (15 days lasted individual) 4 individual in 3

daysearly middle late Mean

Home-range (ha) 1.38 1.42 2.14 3.18 0.81

moving distance (m) 174.55 125.12 120.18 141.64 96.04

Table 2. Early, middle, late home-range sizes and moving distance of VT5, and 4 individual(VT1∼VT4) in 3days

만, 평균적으로 30∼192m 정도로 분석된바(Ver-

hulst et al, 1997)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곤줄박이

의 이소거리의 분석을 통해 행동권이 확장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행동권의 크기와 행동

권이 확장되는 정도는 위치자료를 시간별로 이

소 후 5일, 10일, 15일을 초기, 중기, 후기로 시

간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조사는 곤줄박이의 이소 직후 행동권을 분

석하기 위하여 행동권, 이소 거리 두 가지의 분

석을 사용하였다. 부화된 7개체 중 5개체에 발

신기를 부착하였고, 무선 추적을 실시하던 중

일부 개체가 질병, 교통사고, 발신기 파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무선 추적이 단기간으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일 이내 탈락된

4개체(VT1∼VT4)와 15일 동안 지속된 1개체

(VT5)를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VT1∼VT4의 이소 직후 3일간 행동권은

0.81ha로 15일 동안 지속된 1개체의 전반기

(1.38ha)보다 조금 작은 행동권을 보이고 있지

만 전체 면적에 75.3%를 공유 하고 있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Figure 2, Table2). 또한 추적 당시

에도 이소 초기에는 곤줄박이 새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관찰하였음을 미루어보아 이소

초기에는 한배산란새끼들이 무리지어 행동권을

공유하고 생활하다가 점차 분리되어 어미와 다

른 행동권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VT5의 행동권을 초기, 중기, 후기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반기 1.38ha, 중반기

1.42ha, 후반기는 2.14ha으로 행동권이 점차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소거리는 전반

기, 중반기, 후반기 순으로 174.558m, 125.1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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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0m로 나타나 성장함에 따라 이소거리가

감소하고 있었고 점차 인공둥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 Table 2). 이는 포획

장소인 인공새집이 비교적 인간에 간섭이 큰 도

로 옆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초기에는

인간의 간섭에 민감하여 인공둥지와 비교적으

로 멀리 떨어진 산림내부에서 생활 하다가 성장

함에 따라 간섭에 적응하여 행동권이 형성된 것

으로 사료될 수 있다. 또한 발신기 부착과정에서

큰 교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성장에 따라 도

로와 가까운 곳부터 산림의 내부까지 확산되어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분석한 VT5의 이소거리는 성장함에 따

라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1개체의 15일 동안

의 이소거리는 평균 141.64m 였다.(Table 2) 박

새류의 이소거리는 평균적으로 30∼192m 정도

로 분석된 바(Verhulst et al, 1997) 있어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이소 직후 15일 동안의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곤줄박

이의 행동권은 본 연구 결과보다 조금 더 클 것

이라 예상된다.

V. 결 론

곤줄박이의 이소 직후 행동권을 분석하기 위

해 인공새집을 설치하고 원격무선추적을 이용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MCP를 이용하

여 15일 동안 지속된 1개체(VT5)의 행동권을 이

소 후 5일, 10일, 15일오 나누어 초기, 중기, 후기

로 분석한 것과 3일 이내 조기 탈락된 4개체

(VT1∼VT4)의 행동권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한 결과 VT5의 행동권은 초기, 중기, 후기 순으

로 1.38ha, 1.42ha, 2.14ha으로 점차 증가하였으

며, 이소거리는 174.558 m 125.129m, 120.180m

로 감소하였다. V1∼VT4의 행동권은 0.81ha으

로 VT5의 초기 행동권과 75.3%를 공유하고 있

었으며 이소거리는 96.04m으로 나타났다. 이로

서 초기에는 인간에 대한 간섭에 인해 인공둥지

와 먼 곳부터 생활하고 교란에 적응하여 점차 인

공둥지와 가까운 곳 까지 행동권이 확산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개체에서 초기탈락 문제로 행동권

연구를 진행하기엔 표본의 수와 출현 데이터가

부족하다. 도시 생태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수의 들고양이와 같은 포식자나 로드킬,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초기 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도시 내

에서 원격무선추적은 건물에 의한 전파의 방해

나 주파수의 교란으로 인해 부정확한 출현 데이

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자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추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행동권 연구를 통해 한

배산란새끼들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형성되는

각 개체들만의 행동권 연구도 추후 발전되어야

한다. 이로서 생존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이소

직후 새끼 곤줄박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개채

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생태학 연구가 될 것이

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서식지 기초 생태연구의 핵

심인 행동권연구로서 보호관리 및 서식지 관리

에 대한 기초 자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그간

국내 곤줄박이의 기초생태연구가 전무한 상황

에서 향후 곤줄박이의 과학적인 관리 정책에 유

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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