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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habita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ehavior patterns, and habitat classification of Prionailurus 

bengalensis. As for the home range of P. bengalensis, studies on seasonal 

ranges, comparisons with competing species (Nyctereutes procyonoides and  

Meles leucurus), and studies on overlapping areas were condu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ferred habitat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habitat use characteristics of wildcats. Through the study of behavioral 

patterns through camera trapping, and finally through habitat classification, 

we intend to reveal the range of P. bengalensis  habitat types.

1. A comparative study of the home range characteristics of P. bengalensis  

and its competitors

Home range analysis of P. bengalensis  was conducted in Sobaeksan 

National Park. A study of a competing species (N. procyonoides and M. 

leucurus) was also conducted in the same area. Three individuals of each 

species were captured using live traps (Tomahawk live trap 210A) and radio 

tracking was conducted from June 2012 to May 2014 using VHF and CDMA 

methods. We determined that the home range of P. bengalensis  was 7.13 ± 

5.61 ㎢ (MCP 100), 7.77 ± 3.91 ㎢ (FK 95), and 1.88 ± 0.96 ㎢ (FK 50) that 

of N. procyonoides  was 6.53 ± 6.66 ㎢ (MCP 100), 3.39 ± 4.73 ㎢ (FK 95), 

and 0.48 ± 0.62 ㎢ (FK 50) and that of M. leucurus was 1.77 ± 1.82 ㎢ 

(MCP 100), 3.17 ± 4.52 ㎢ (FK 95), and 0.63 ± 0.87 ㎢ (FK 50). The home 

ranges of P. bengalensis were greater than that of N. procyonoides and M. 

leucurus, and moreover, were larger than 6 ㎢.  In the same habitat of three 

competitive species, home ranges overlapped by 1.2–4.4%, and the overlap 

occurred near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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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study on habitat use characteristics of P. bengalensis

In this study, the location information of endangered P. bengalensis was 

used to analyze habita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nd Max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potential habitats. P. bengalensis  preferred 

the southeast direction most, and were most active at an inclination of 25-30 °. 

Most of the location coordinates were distributed in the activity altitude of 

500-600 m. Habitats with a distance of less than 50 m from the water 

system showed a high distribution at 45.7%, and the closer the distance to 

the water system, the higher the distribution of location coordinates. In 

relation to artificial factors, 25% were distributed within 100m of the distance 

from the road. Broad-leaved forests were preferred for the forest type used 

by P. bengalensis, and forests with crown occupancy density and breast 

height diameter of 4th grade were preferred. In the MaxEnt analysis, the 

factor with the highest contribution to the wildcat's habitat selection was the 

distance from the road, and the top five contributing factors included altitude, 

distance from residence, orientation, and clinical quality.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rtificial disturbance was located in the top 

contribution as a factor influencing the P. bengalensis's habitat selection. In 

the northeastern part of Mt. Sobaek, the area suitable for wildcat habitat was 

23.06 ㎢. The reliability of our model will increase if the field verification of 

the prediction of habitable areas in our study is reflected.

3. A study on the analysis of activity patterns of P. bengalensis  and 

mammals the effect of human access using camera trapping

This study investigated mammal fauna and examined the effect of human 

interference on their appearance via remote CT in the Baekdudaegan. A total 

of 1,216 mammalian and 3,248 human access (HA) photographs were captured 

during the CT survey. From the mammalian photographs, we identified 

thirteen mammalian species. Among those species, Hydropotes inerm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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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ominantly found by CT. Based on the camera-captured time, we further 

classified those mammals into three groups (three species, diurnal; seven 

species, nocturnal; three species, mixed). In this study,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P. bengalensis  in the camera trap was 47 cuts, and the 

appearance rate of the total number of shots was confirmed to be 3.9%. P. 

bengalensis  was classified as a nocturnal mammal with night activity 

accounting for 76% of the total activity.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uridae and Lepus coreanus, which are used as food sources for P. 

bengalensis, were active at nigh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ivity time 

zones of P. bengalensis  overlapped. In addition, the reappearance time after 

the appearance of the HA was 07:05 ± 08:38 t in P. bengalensis, which was 

the least value. Most mammals were observed again approximately 16:34 ± 

22:25 t after human acces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human traveler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reappearance of mammals 

after HA (P > 0.05), suggesting that the activities of mammals may be 

dependent on mammal fauna. 

4. A Classification of habitat type for P. bengalensis and mammals by the 

National Ecosystem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clustering of the habitat type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pecies in the habitat types using mammal 

data (70,562) of the 3rd National Ecosystem Survey conducted from 2006 to 

2012. The 15 habitat types recorded in the field-paper of the 3rd National 

ecosystem survey were reclassified, which was followe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mammal habitat types. In the habitat types cluster analysis, 

non-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k-means cluster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were applied 

to 14 habitat types recorded more than 30 times. A total of 7 orders, 16 

families, and 39 species of mammals were identified in the 3rd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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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Survey collected nationwide. A total of 4,132 traces of P. 

bengalensis  recorded in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and it was confirmed to 

be in the top 10 among the species recorded in the field. Looking at the 

habitat environment where P. bengalensis  appeared, 84% (3,473 times) were 

confirmed in the forest environment including forest roads. When 11 clusters 

were classified by habitat types, the simple structure index was the highest 

(ssi = 0.07). As a result of the similarities and hierarchies between habitat 

types suggested by th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the residential areas 

were the most different habitat types for mammals; the next following type 

was a cluster together with rivers and coasts. The results of the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demonstrated that both Mus musculus  and 

Rattus norvegicus  restrictively appeared in a residential area, which is the 

most discriminating habitat type. Lutra lutra restrictively appeared in coastal 

and river areas. In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P. bengalensis  was 

located close to forest habitats in 10 interrelated locations, while residential 

and coastal areas were located in distant habitats. In summary,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mammalian habitat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types: (1) the forest type (using forest as the main habitat and migration 

route); (2) the river type (using water as the main habitat); (3) the residence 

habitat (living near residential area); and (4) the lowland type (consuming 

grain or seeds as the main feeding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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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목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은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종으로 국내에서는 

멸종 기야생생물 Ⅱ 으로 지정하여 리되고 있으며, IUCN 세계 색목록의 

 지구 인 평가에서는 최소 심(Least Concern, LC) 범주에 수록되어 있다

(Sanderson et al, 2008; Lee et al., 2015). 한 국내에서는 고양이과 야생동물 

 제주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국 으로 분포하는 최상  포식자로 남아있다. 

한때 멸 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 으나 최근에 종에 한 

심 증가로 서식 정보가 리 알려지면서 개체군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IBR, 2012, 2021). 

삵은 외형으로 볼 때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더 크고, 털은 황갈색이며, 

몸에 반 이 배열되어 있으며, 흑갈색무늬 두 과 흰색 무늬가 이마에서부터 코 

양 까지 이어져 있다.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450-550 mm, 꼬리의 길이는 

150-400 mm, 귀의 길이는 33-42 mm, 뒷발의 길이는 105-122 mm이다(NIBR, 

2012, 2021). 먹이 습성으로 설치류, 조류, 곤충 등 다양하게 잡아먹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설치류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Lee, 2008). 

삵은 먹이사슬의 최상  포식자로 우리나라에서는 국 으로 분포하 는데, 

1980년  이후 제주도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NIBR, 2021), 산림

지 의 계곡, 바 굴, 연안, 목으로 덮인 산간 개울가 등을 주요 서식지로 이용

한다(Yoon et al., 2004). 한국 정부에서는 삵이 번성하던 시기인 1965년에는 삵

을 사냥종으로 지정하여 포획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후 개체군 도가 차 

감소하 고, 1990년 에 들어서면서 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서는 

1998년에 멸종 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NIBR, 2012; Jo, 2018). 삵은 

육식에 가장 잘 응하여 진화해왔으며(Yoon et al., 2004), 형 고양이과 동물

인 호랑이, 표범, 시라소니 등이 멸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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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지 까지 삵에 한 연구는 식이습성  서식지 선호도(Lee, 2008), 

서식지 측 모델(Yoo et al., 2021), 서식지 특성(Lim et al., 2015) 등이 있으며, 

국외에서는 식이물(Shehzad et al., 2012), 서식지 선택(Rajaratnam et al., 2007), 

도와 서식지 이용(Mohamed et al., 2013), 활동패턴  행동권(Rabinowitz, 

1990; Grassman, 2000; Izawa et al., 2006), 서식지 선택  이용(Chua et al., 

2016; Chutipong et al., 2017)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삵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 비교  생태 인 연구가 수행되는 이유는 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라진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생 육식동물로 생태계 내의 먹이사슬

에서 최상 포식자의 치를 차지하는 요한 생물종 이기 때문이다. 삵의 행

동패턴이나 행동권, 서식지 이용특성은 서식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의 연구 자료는 삵의 보  방향과 보 범  설정에 요한 기 자료가 

된다. 특히 삵은 우리나라 생태계를 표하는 깃 종으로 삵의 서식환경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 인 에서 건 한 생태계

를 유지하는 데 필수 인 사항인 리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래 4가지 사항에 주안 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1) 삵의 행동권 특징과 경쟁종과의 비교 연구

국내에서 야생동물은 속한 도시화와 인구집 으로 인해 자연환경 개발

에 따른 서식지 축소로 산림생태계와 서식지 환경이 훼손되어 생존에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산림의 훼손과 같은 서식지 면  축소는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공간을 감소시킴으로써 활동 역을 제약하고 유  다양성을 

한 교류에 제한을 다. 따라서 야생동물에 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야생동물의 행동 범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에서는 멸종 기종 삵을 비롯한 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오소리(Meles 

leucurus) 등 식육목 야생동물의 행동권을 연구하고, 서로 첩되는 지역의 

특성에 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식육목 야생동물의 기본 행동 역에 

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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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삵의 서식지 이용 특성 분석

멸종 기종 삵은 생태  습성에 따라 선호하는 서식지가 다르고, 다양한 요인

에 의해 분포가 달라진다. 야생동물에 있어 서식지 특성은 상종의 정보를 축

할 수 있고, 향후 잠재서식지 측은 물론 종과 서식지 보 을 한 리  

용에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삵의 치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식지 환경

특성 정보를 분석하고 잠재서식지 측을 한 MaxEnt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삵의 서식지 분포모형에 합한 서식인자를 도출하고 삵의 산림생

태계내에서 생태계 안정성 여부를 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카메라 트래핑을 통한 삵과 포유류의 활동 패턴과 인간 근에 따른 향 연구

최근에 야생동물 복지에 한 심의 증가로 포유류 연구에 카메라 트래핑이 많

이 이용되고 있다. 카메라 트랩은 동작센서를 이용하여 상을 촬 해 그 지역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야생동물의 주요 활동시간이나 

개체수와 같은 기본 인 자료도 얻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카메라 트랩을 

이용하여 종분포 황과 주요 활동시간, 우 출 종에 한 자료를 취득하고 야

생동물 서식지에 출 하는 등산객이 야생동물의 출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4) 삵과 포유류 서식지 유형 분류

국내 환경부에서는 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국의 육상생태계를 상으로 모

니터링하고 있으며, 포유류에 조사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국자연환경조사는 지

까지 1차에서부터 4차년도 조사까지 수행되고 있으며, 그  3차 국환경조사

는 2006년-2013년도까지 수행되었다. 서식지 유형 분류는 국을 한 생태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조사지 이 선정되도록 하는 층화표본 방

법으로 조사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국의 표 인 생태계 유형을 분류하여 생

물다양성에 한 조사를 수행하기 해 이용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삵과 

포유류의 서식지 유형을 분류하고, 서식지에서의 삵이 치를 연구하 다. 한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포유류의 서식지 유형에 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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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포유류에 맞는 서식지에 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서식지별로 출 하는 종

을 악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멸종 기종 삵의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에서의 

반 인 행동권을 악하고, 삵과 경쟁이 되는 종인 구리와 오소리의 행동권과

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둘째, 삵의 서식지 이용 특성에 서식인자(Factor)

를 구축하고 잠재 서식지 측 결과를 추출하여 서식지 보 과 리방안에 필요

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셋째, 카메라 트랩으로 야생동물의 출 을 분석한 

후 삵의 출  정보를 추출하여 활동패턴과 인간의 출 이 야생동물의 활동패턴

에 어떤 향을 주는 지 규명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제4차 국자연환경조사

를 통해 구축된 10년 동안의 DB를 활용하여 포유류 서식지에 한 유형을 분류

하고 삵이 치하는 서식지 유형의 범 를 밝히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삵의 기본 인 생태 인 특성에 해 생태자료를 축 하고 보 학  가치를 규

명하여 개체군의 보 과 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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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삵의 행동권 특징과 경쟁종과의 비교 연구

1. 서론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멸종 기종은  늘어가는 추세이며, 1960년경에 집필

된 조선짐승류지 혹은 한국동식물도감과 재의 야생동물 비교에서도 볼 수 있

듯이 동물의 종수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Won, 1968).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약 40년 동안 속히 이루어진 도시화와 인구집 으로 인해 규

모 토지 이용과 도로개설, 환경오염의 심화 등이 발생하 고, 결과 으로 산림생

태계와 주변의 경작지, 그리고 하천 생태계 사이의 생태통로가 단 되거나 서식

환경이 훼손됨으로써 야생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거나 감소되었다(Chun et al., 

2011; Lee et al., 2014).

식육목(Order Carnivora) 포유류는 육상 포유동물 에서 생태계 먹이사슬의 

상  포식자로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Miller et al., 

2001; Woo, 2010). 한 육식 포유동물은 하  포유류의 개체군 크기를 조 하고 

먹이로 이용되는 상종의 행동에도 향을 끼치며, 종자의 분산을 돕기도 하는 

등 먹이사슬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한다(Rabinowitz and Walker, 1991; Kang et 

al., 2005; Chung, 2006; Lee et al., 2014). 

삵을 비롯한 형포유류는 동일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서 먹이원, 행동권 범  등이 향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담비(Martes 

martes), 여우(Vulpes Vulpes), 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를 상종으로 

먹이원 이용과 행동권 첩에 한 경쟁 연구가 수행된바 있으며(Baltrunaite, 

2002; Drygala et al., 2013), 핀란드에서는 주요 형포유류의 행동권 첩에 따

른 경쟁 계를 분석하여 질병  모델링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 다

(Kauhala et al., 2006).

국내 표 인 식육목 형 포유류인 삵, 오소리, 구리는 산림에서부터 농 , 

해안에 이르기까지 지역 으로 역에 분포하고 있으며(Yoon et al., 2004;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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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b), 이번 연구 상지인 소백산국립공원에서도 넓은 지역에 걸쳐 서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orean National Park, 2007).

행동권이라 함은 먹이를 구하는 식이활동 역과 교미를 하고, 새끼를 양육하

는 공간  범 라 정의하 다(Burt, 1943). 행동권의 형태와 범 는 포유류의 생

활사와 활동 서식지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악할 수 있는 요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다. 포유류의 행동권은 서식지의 유형(Genovesi et al., 1997), 개체

의 연령(Kauhala et al., 1993; Balharry, 1993; Genovesi et al., 1997), 개체의 번

식 시기(Goodrich and Buskirk, 1998), 개체의 체 (Harestad and Bunnel, 1979), 

개체군의 도(Bond and Wolff, 1999), 한시  환경에 한 변화(Ferguson et 

al., 1999), 계 (Simcharoen et al., 2008), 먹이의 분포와 가용성(Macdonald, 

1983) 등에 향을 받는다(Woo 2009).

국내 식육목 포유류에서는 삵의 행동권(Choi et al., 2012b), 구리 행동권

(Choi and Park, 2006a; Kim et al., 2008), 오소리 행동권(Choi et al., 2009) 등

의 단일종에 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개별 인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동일한 

서식 공간 내에서 종간 행동권 크기와 첩되는 역에 한 상호 비교 분석은 

지 까지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백산국립공원 지역 내에 서식

하는 삵의 행동권을 밝히고, 형포유류 가운데 동일한 서식지 환경특성 범 내

에 서식하는 삵과 경쟁종인 구리, 오소리 3종을 상으로 행동권과 종간 첩

에 한 생태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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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이번 연구 상지인 소백산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백두 간 앙에 치하고 

있는 고산 령으로 해발 1,000 m 이상 산 우리들이 능선으로 20 km 이상 이

어져 심축을 이루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은 백두 간의 주맥으로서 냉온  

활엽수림 에 속하여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

역이다(Korean National Park, 2007).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에 치하고 있으며, 면 은 323.383 ㎢이다(Figure 1). 

이번 연구는 소백산국립공원 지역  사  조사를 통하여 삵, 구리, 오소리 

등 연구 상종의 서식지 이용이 확인된 지 인 부석면 소천리, 임곡리, 단산면 

마락리, 좌석리, 춘면 의풍리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Figure 1. Sobaeksan National Park,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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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 상종 포획  데이터 수집

연구 상종인 삵과 경쟁종인 구리, 오소리는 2012년 6월부터 서식흔 이 확

인된 지 에 트랩(Tomahawk live trap 210A, Tomahawk Inc. USA)을 설치하

여 각 종별 3개체씩 포획하 다. 트랩에 포획된 개체는 장에서 발신기를 부착

하여 포획된 지 과 동일한 지 에서 재방사 하 다. 포획을 한 미끼는 오리

고기, 닭고기, 꽁치 통조림, 건포도 등을 이용하 으며, 매일 아침 포획여부를 

확인하고 미끼를 교체하 다. 트랩을 통해 포획된 종은 삵 3개체, 오소리 3개체, 

구리 3개체로 장에서 체  등 기 자료 측정과 목에 발신기를 부착하여 방

사하 으며, 포획지 (원 서식지)에서의 방사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을 

최소화하 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발신기는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WT-300 

(GPS-Mobile phone based Telemetry)과 고유주 수를 이용하는 VHF (Very 

High Frequency) 방식(M3620, ATS Inc.)의 발신기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

다. 

삵과 구리, 오소리의 치자료는 VHF를 통해 수신되는 지역에서 주당 3회

의 삼각측량을 실시하 으며 WT-300 자료는 1일 4회 GPS자료를 수신하고, 1

회 기지국을 통해 치자료를 송받는 방법으로 확보하 다. 각 개체별 치자

료 수집 기간은 해당 개체의 치가 미확인되거나 배터리 소진, 폐사확인 등의 

문제로 인해서 최소 60일에서 최  432일간 수행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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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the  P. bengalensis, N. procyonoides and M. leucurus  

 captured in Sobaeksan National Park by radio-tracked and GCT

Species Code Sex
Weight

(㎏)
Tracking period

Tracking 

days

No. of 

locations

 Nyctereutes procyonoides

N1 Female 3.97 2012.10 - 2013.06 241 145

N2 Male 4.01 2013.02 - 2013.06 124 114

N3 Male 3.02 2013.03 - 2013.06 67 110

 Prionailurus bengalensis

P1 Female 4.59 2013.01 - 2013.03 60 114

P2 Female 3.40 2013.03 - 2014.05 432 838

P3 Female 3.23 2013.04 - 2013.06 63 63

 Meles leucurus

M1 Male 5.49 2012.06 - 2013.02 314 107

M2 Male 6.22 2013.04 - 2013.06 74 68

M3 Male 6.32 2013.04 - 2013.10 1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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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권 분석 방법

삵과 구리, 오소리의 행동권 분석을 해서 수집된 GPS 좌표를 지도상에 매

칭하여 치정보를 확인하 다. 야생동물의 행동권 분석을 해 필요한 치정

보는 최소 30개 이상이어야 하며, 행동권 분석에 한 오차를 최소로 이기 

해 50개 이상의 치정보를 분석에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Seaman et al., 

1999; Chung, 2011; Lee et al.,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동권 분석을 해 이용된 지도는 국토지리원에서 제

공하는 1:2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4개 도엽(용진, 남 , 순흥, 내성)과 각각의 

치정보들을 매칭시켰다. 행동권 분석은 ArcGIS 9.3.1 (ESRI Inc.) program의 

The Home Range Tools을 이용하 으며, Minimun Convex Polygon (MCP) 방

법과 Fixed Kernel Method (FK)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MCP 는 추 된 치지 들  최외각 들을 연결시켜 

다각형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Minimum convex polygon 100% (MCP 100)을 분

석하 다. 그러나 MCP 분석은 최외각 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주로 시용하지 

않은 구역도 polygon 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동권 설정이 무 넓게 될 수 있는 

단 을 가지고 있다(Yang, 2008; Chung et al., 2011).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MCP 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집합으로부터 확률 도를 계산하기 한 비모

수 방법을 사용하고 해당 개체의 공간 이용도를 도의 개념으로 표 한 선을 

통해 행동권을 도출할 수 있는 Fixed Kernel Method 95% (FK 95) 분석 방법

을 추가하여 용하 다(Worton, 1989). 한 행동권이 핵심공간(core area) 분

석을 해 FK 50 을 용하여(Kauhala and Auttila, 2010), 핵심 이용지역을 분

석하 다(Le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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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고찰

1) 행동권 분석

(1) 삵 행동권 분석

삵 3개체의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MCP 100에서는 평균 7.130 ± 5.605 ㎢이었

고, FK 95은 평균 7.774 ± 3.912 ㎢로 나타났으며, 핵심공간인 FK 50에서는 평

균 1.876 ± 0.964 ㎢로 확인되었다(Table 2, Figure 2). 계 별 행동권은 총 432

일간 838개의 치좌표가 수집된 P2에 해 분석한 결과, 철인 3월에서 6월

이 12.416 ㎢ (MCP 100)로 가장 넓었고, 여름 8.571 ㎢ (MCP 100), 가을 9.830 

㎢ (MCP 100), 겨울은 8.753 ㎢ (MCP 100)로 나타나 여름, 가을, 겨울철 행동

권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국내 연구에서는 구례 농 지역에서 연구된 삵의 행동권도 3개체에 한 행동

권의 치추 이 수행되었으며, 2.62–5.19 ㎢로 MCP 100 기  평균 3.69 ㎢ 

(Choi et al., 2012b)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지역에서 서식하는 삵의 행동권 연구

에서는 암컷 1개체에 한 행동권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MCP 100 기  0.66 ㎢

(Woo, 20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기존 연구된 결과와 종합하면 삵의 

행동권은 도심지에서 가장 작은 행동권을 보 다. 농 지역은 도심지역에서 서

식하는 삵보다 행동권이 더 넓었으며,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삵이 활동범 가 가

장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산림에서 농 , 도심

으로 갈수록 도로의 집도가 높아지고 단 된 구간이 많아지며, 삵의 활동하는 

행동권에 있어 도로가 활동범 를 축소시키는 제안요인  하나로 작용하 을 

것으로 단된다. 

 국외의 경우, 태국의 산림지역에서 서식하는 삵의 행동권은 17-18 ㎢ 

(Grassman et al., 2005)인데 반해 농 지역에서 서식하는 개체의 행동권은 4.06 

㎢ (Rabinowitz, 1990) 으며, 일본에서도 쓰시마 산림지역내에 서식하는 개체는 

7.09 ㎢ (Izawa et al., 2006)인 반면 농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는 0.94 ㎢

(Simcharoen et al., 2008)로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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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지역에서 서식하는 개체의 행동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선행 연구결

과에 비해 더 큰 행동권을 보이는 것은 소백산국립공원 산림지역 내에서 수행

된 환경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라 단된다(Lee et al., 2014).

Table 2. Home ranges of P. bengalensis in Sobaek National Park

Species Code Sex

Home ranges (㎢)

100%

MCP

95%

Kernel

50%

Kernel

Prionailurus bengalensis

P1 Female 4.613 10.076 2.554

P2 Female 13.552 9.989 2.301

P3 Female 3.225 3.257 0.772

Mean 7.130 ± 5.605 7.774 ± 3.912 1.876 ± 0.964

Figure 2. Home range of Prionailurus bengalensis  (Left : Total home range, 

Right : The seasonal home range of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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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리 행동권 분석

구리 3개체의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MCP 100은 평균 6.525 ± 6.657 ㎢이었고, 

FK 95에서는 평균 3.385 ± 4.725 ㎢로 나타났으며, 핵심공간인 FK 50에서는 평균 

0.482 ± 0.623 ㎢로 확인되었다(Table 3, Figure 3). 연구 상종 가운데 구리의 

경우 최장 모니터링된 개체가 241일로 계 별 변화 패턴에 한 분석은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N1 개체에 한 분석 결과 가을철인 9-11월에 6.660 ㎢(MCP 

100)으로 가장 넓은 행동권을 보 으며, 가장 작은 행동권을 보인 겨울철(12-2월, 

MCP = 100, 1.636 ㎢)에 비해 4.0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이러한 결과는 가을에 어들면서 동면  체지방 증가를 한 극 인 먹이

섭취  겨울철 동면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구리의 겨울철 동면과 련하

여 Choi and Park (2006a)은 농  지역 구리의 행동권 연구를 통해서 동면굴

에서의 완 한 동면을 하지 않고 겨울철에도 지속 으로 활동하는 결과라 보고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 는데, 겨울철 치좌표가 

포함된 N1 개체의 경우 동면시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 인 동면을 선택하기보다 

동면장소를 지속 으로 옮기면서 한시 으로 활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로 남 구례군(Choi and Park, 2006a; Kim et al., 2008)과 강원도 

철원 지역(Hwang, 2007)에서 구리의 행동권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구

례지역 구리의 행동권은 평균 0.69 ㎢, 0.80 ㎢ (MCP 100%), 철원 구리의 

행동권은 1.5-7.5 ㎢ 다.

국외에서의 구리 행동권에 한 연구로는 일본(Ward and Wurster, 1989; 

Saeki, 2001), 핀란드(Kauhala et al., 2006), 독일(Schwarz et al., 2002)에서 이

루어졌으며, 농 지역을 상으로 한 일본(2.78 ㎢, 0.59 ㎢)과 독일(1.5 ㎢)에서

의 행동권은 산림지역을 상으로 한 핀란드(7.0 ㎢, 5.7 ㎢)에서의 결과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의 행동권은 노지 지역이나 소규모의 산림지역에서

는 행동권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Kauhala et al., 2006), 이 연구를 통해 얻

은 구리의 행동권 한 국내 농 지역에서 연구된 구리의 행동권보다 약 

10배 정도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림으로 이루어진 소백산국립공원 지역과 농

지역에서의 서식지 환경 특성 차이에 따른 것이라 단된다(Le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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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e ranges of N. procyonoides in Sobaek National Park

Species Code Sex

Home ranges (㎢)

100%

MCP

95%

Kernel

50%

Kernel

Nyctereutes procyonoides

N1 Female 13.945 8.841 1.202

N2 Male 1.077 0.707 0.136

N3 Male 4.553 0.608 0.109

Mean 6.625 ± 6.657 3.385 ± 4.725 0.482 ± 0.623

Figure 3. Home range of Nyctereutes procyonoides (Left : Total home range, 

Right : The seasonal home range of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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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소리 행동권 분석

오소리 3개체의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MCP 100에서는 평균 1.765 ± 1.818 ㎢

이었고, FK 95은 3.173 ± 4.519 ㎢로 나타났으며, 핵심공간인 FK 50에서는 평

균 0.632 ± 0.871 ㎢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Figure 4). 314일간 치가 추

된 오소리 M1 에 한 분석 결과, 여름 행동권은 0.888 ㎢ (MCP 100)로 나타

났으며, 가을에는 1.652 ㎢ (MCP 100)로 가을 행동권이 여름 행동권에 비해 약 

2배 정도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과 여름에 추 된 M3의 경우,  행

동권이 0.396 ㎢ (MCP 100)이었으며, 여름 행동권이 0.405 ㎢ (MCP 100)로 분

석되어 과 여름의 행동권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오소

리의 겨울 행동권이 모니터링 된 M1 개체로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 으며, 한곳의 동면지에서 지속

으로 동면하는 것을 확인하 다.

오소리의 서식지 선택에 향을 주는 생물학 으로 가장 요한 요인은 먹이

자원이다. 개체군의 도, 그룹 그리고 역 크기는 주로 먹이의 이용성, 특히 

지 이의 풍부도에 의한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의 핀

란드에서 수행된 행동권 연구에서 오소리는 철 번식기를 맞아 다른 계 에 

비해 행동권이 넓어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Kauhala et al., 2006).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동면을 확인한 M1개체가 2월 동면  담비의 공격에 의해 폐사되

어 2월 이후의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와 동면의 지속기간의 자료는 수집되지 

않았으며, 철 행동권의 확장에 해서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

지 않았다. 그러나 M2 개체의 (3-5월) 행동권이 0.731 ㎢ (MCP = 100, n = 

57)로 나타났으며, M3의 경우에도  행동권이 0.396 ㎢ (MCP = 100, n = 30)

로 분석되었으며, 여름 행동권인 0.405 ㎢ (MCP = 100, n = 57)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각각의 개체 차이에 따른 변수는 발생할 수 있으

나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철 행동권이 다른 계 과 비교해 더 크다고 단

할 수 없었기에 번식기 행동권 증가와 련해서는 동면 후 철로 연계되는 시

기를 포함한 계 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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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e ranges of M. leucurus  in Sobaek National Park

Species Code Sex

Home ranges (㎢)

100%

MCP

95%

Kernel

50%

Kernel

Meles leucurus

M1 Male 3.864 8.390 1.638

M2 Male 0.745 0.663 0.150

M3 Male 0.686 0.465 0.109

Mean 1.765 ± 1.818 3.173 ± 4.519 0.632 ± 0.871

Figure 4. Home range of Meles leucurus (Left : Total home range, Right : 

The seasonal home range of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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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권 비교

삵과 그 경쟁종인 구리, 오소리의 행동권 크기는 삵이 구리와 오소리에 비

해 가장 넓은 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동물 행동권의 차이는 

일반 으로 형태  크기와 먹이를 이용하는 식이습성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estad and Bunnell, 1979). 이번 연구에서 상종인 삵, 구리, 

오소리의 식이 습성을 비교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삵이 척추동물을 약 

75% 비율로 가장 많이 이용하며(Lee, 2008), 그 다음으로 구리 

65%(Baltrunaite, 2002), 오소리 1.08%(Zabala et al., 2002)로 보고되었다(Table 

5). 행동권의 크기는 육식성 종이 잡식성보다 더 큰 행동권을 가지는 결과에 따

른 것으로(Kauhala et al., 2006), 삵의 행동권이 다른 종에 비해 큰 이유는 겨

울철 동면을 취하지 않고 먹이원으로 활용되는 주요 먹이원의 비율이 식물보다 

동물이 높기 때문에 먹이활동을 하는 범 가 확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Food biomass consumed of P. bengalensis,  N. procyonoides  and M. 

leucurus on reference

Species
Raccoon dog

(%)

Leopard cat

(%)

Badger

(%)

Mammals 17.55 65.9 1.08

Carrion 41.55 - -

Bird 6.75 9.1 -

Amphibians, Reptilia 6.55 3 -

Insects 2.7 2.9 0.12

Earthworms - - 53.01

Plant, Fruit 18.25 18.8 42.94

The other 6.65 0.2 2.85

Reference Baltrunaite, 2002 Lee, 2008 Zabal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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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권 첩

행동권 첩은 동일한 지역에서 포획 후 방사된 2종과 서로 다른 지역에서 

포획 후 방사되었으나 행동권 첩이 확인된 3종에 해서 각각 분석하 다. 동

일한 지역에서 포획 후 방사된 삵 2개체와 구리 1개체에 한 행동권 첩 분

석결과 0.17 ㎢ (MCP 100)의 첩이 확인되었다(Figure 5). 첩지역의 환경 특

성은 수지와 주변 산림 연 부로 나타났으며, 첩지역을 제외하면, 삵 2개체

는 수지 인근 산림지역을 주로 이용하 고, 구리는 지  산림지역  민가 

주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서 포획 후 방사되었으나 행동권 첩이 확인된 삵, 구리, 오소

리 각 1개체에 한 첩 분석 결과 0.19 ㎢ (MCP 100)의 면 이 첩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ure 6). 행동권이 첩된 지 은 마을과 수계(계곡부)를 심으로 

행동 역이 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리와 삵은 산림, 민가, 수계를 비롯

한 범 한 지역을 이용하 고, 오소리는 계곡을 심으로 산림 지 에서 정

상부까지 이용하지만 행동권의 범 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얻은 행동권 첩면 은 각 개체별 행동권의 1.2-4.4%를 차지하

으며, 수계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내에서 수계가 연결

되는 부분은 주로 본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소형포유류의 서식 도가 높아 야

생동물의 서식에 요한 역할을 한다(Chapman and Ribic, 2002; Chung and 

Lee, 2004)는 선행 연구 결과처럼 수계 지역이 형포유류의 서식지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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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ome range overlapping (P2, P3, N2).

Figure 6. Home range overlapping (P1, N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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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지역에서의 형포유류 3종에 한 행동권과 종별 첩에 하

여 분석한 결과, 삵의 행동권은 7.13 ± 5.61 ㎢ (MCP 100), 7.77 ± 3.91 ㎢ (FK 95), 

1.88 ± 0.96 ㎢ (FK 50), 구리 행동권은 6.53 ± 6.66 ㎢ (MCP 100), 3.39 ± 4.73 

㎢ (FK 95), 0.48 ± 0.62 ㎢ (FK 50)로 나타났으며, 오소리 행동권은 1.77 ± 1.82 ㎢ 

(MCP 100), 3.17 ± 4.52 ㎢ (FK 95), 0.63 ± 0.87 ㎢ (FK 50)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삵과 구리의 행동권은 국내에 다른 지역에서 연구되었

던 기존의 연구결과(Choi and Park, 2006a; Hwang, 2007; Choi et al., 2012b; Kim 

et al., 2008)와 보다 더 넓은 행동권 면 을 나타났으며, 이는 산림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 상지의 환경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한 삵, 구리, 오소

리 순으로 나타난 행동권의 면 은 먹이자원 가운데 육식동물의 빈도가 높을수록 

더 넓은 행동권을 가지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별 행동권 첩 결과 첩

되는 지역의 환경특성은 수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계  주변 지역으로는 

지의 발달  높은 소형포유류의 서식 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이번에 나타난 행동권 첩지역 2곳 모두 수계를 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야생동물이 서식 역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물의 유무가 가장 요한 

요인이라 단되며, 산림가장자리 지역과 수계의 연결지 은 지가 발달하고 설치

류의 도가 높아 야생동물의 서식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Chapman and 

Ribic, 2002; Chung and Lee, 2004) 이번 연구에서도 방사된 형포유류의 서식 역 

결정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행동권 첩의 범 가 넓은 곳은 

풍부한 먹이자원으로 인한 높은 종간의 높은 경쟁확률을 보여주며, 첩의 범 가 

낮은 지역은 종간 경쟁이 낮거나 완 히 배제됨을 보여 다(Colwell and Futuyama, 

1971; Baltrunaite, 2002). 한정된 먹이자원은 생태  지 에 따른 첩의 결과를 가

져와 지 가 낮은 종의 서식지 이동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산림지역에서의 형포유류 삵, 구리, 오소리의 원

무선추  자료를 활용하여 행동권을 악하 으며, 이들의 행동권을 비교하여 분석

하 다. 번 연구에서의 한계 은 치추  된 개체수가 3개체로 제한되어 샘 수

가 은 에 있다. 향후 보다 많은 개체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식지 이용 특성

에 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 인 야생동물 리  보호 책이 제

시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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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삵의 서식지 이용 특성

1. 서론

삵은 고양이과 야생동물  유일하게 국 으로 분포하는 최상  포식자로 

남아있다(Park, 2019). 삵은 육식에 가장 잘 응하여 진화해왔으며(Yoon et al., 

2004), 형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Panthera tigris), 표범(Panthera pardus), 

시라소니(Lynx lynx) 등이 멸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상종이기

도 하다. 한때 멸 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종

에 한 심 증가로 서식 정보가 알려지면서 개체군 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NIBR, 2012, 2021). 

야생동물의 재 서식지 특성과 서식지 선택 유형에 한 정보는 상 종의 

생태 정보를 제공하며, 잠재서식지 측은 물론 종과 서식지 보 을 한 리 

 용이 가능하다(Razgour et al., 2011). 야생생물과 서식지와 산림환경과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결과는 상 종의 생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로서의 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Kim et al., 

2014a). 서식지 특성을 알아내기 해서는 상 생물종의 서식지 공간분포에 

한 정보나 서식지의 생물학 ·환경 ·인 인 정보와 련된 자료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Kim 2011; Kwon, 2011; Lim et al., 2015). 

자연자원  야생동물은 산림생태계의 요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생물학 , 

생태학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야생동물 모니터링은 질병 와 련된 문제와 

기존 토착종에 한 해성과 련한 문제해결 수립에 필요하다(Choudhury, 

2002). 따라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리  종 복원을 한 효과 이고 실 가능

한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야생동물의 개체군 크기, 

지리  분포, 서식지 유형, 멸종 기동물의 황을 악해야 한다(Bolen and 

Robinson, 1993; U.S Fish & Wildlife Servies, 1999).

앞에서 기술한 생태학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인 HRT (Hom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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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Hawths Tool을 이용한 MCP (Maximum convex polygon), FK (Fixed 

Kernel) 분석은 단순히 서식범  분석에만 주로 이용되며, 삵 서식지 특성이나 

서식지 평가, 공간 인 이용 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 이 있다. 야생동물의 

재 서식지 특성과 서식지 선택 유형에 한 정보는 상 종의 생태 정보를 제

공하며, 잠재서식지 측은 물론 종과 서식지 보 을 한 리  용이 가능

하다(Razgour et al., 2011). 한 종 다양성 분포, 종 분포의 변화 탐지, 보 계

획 수립에 있어 종 분포모형을 활용한 측 결과는 필수 인 요소로 작용한다

(Trisurat et al., 2012), 최근 종 출 자료와 자연환경간의 계 악을 통해 생

물종이 서식하기에 합한 지역을 결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and Kim, 

2010). 서식 합지역 악은 생물종의 출 정보를 기반으로 MaxEnt 모형을 통

해 서식지 합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MaxEnt 모형은 생물종 출 자료

를 기반으로 서식에 합한 지역을 악하는 모형으로, 비출  지역에 한 정보

가 없는 경우에 가장 높은 측력을 보인다. 

이 연구는 멸종 기종 삵의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지 환경특성을 분석

하여 서식환경에 한 정보를 밝히고, 서식지 분포모형에 합한 서식인자를 도

출하여 산림 생태계내의 최상  소비자인 삵의 생태계 안정성 여부를 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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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지역

이번 연구 상지인 소백산국립공원(N 36° 50′～ 37° 4′, E 128° 21′～ 128° 

43′)은 우리나라 백두 간 앙에 치하고 있는 고산 령으로 해발 1,000 m

이상 산 우리들이 능선으로 20 km 이상 이어져 심축을 이루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은 백두 간의 주맥으로서 냉온  활엽수림 에 속하여 북방계식물과 

남방계식물이 다양하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에 치

하고 있으며, 면 은 323.383 ㎢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주요 자원으로 1,067종

의 식물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식물군락으로는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 군락, 소나무(Pinus densiflora) 군락,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군락, 주목(Taxus cuspidata)군락,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 군락 등

이 있다. 포유류는 삵(Prionailurus bengalensis), 수달(Lutra lutra), 오소리

(Meles leucurus) 등 23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조류는 왜가리(Ardea cinerea), 

흰빰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휘 람새(Horornis borealis) 등 75종이 분

포한다. 이 외에도 어류, 양서류, 충류, 곤충, 고등균류 등 총 3,999종의 생물

자원이 서식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07). 

2) 연구 방법

(1) 연구 상종 포획  데이터 수집

삵의 포획은 출 이 상되는 지 을 심으로 Tomahawk live trap (210A, 

Tomahawk Inc.) 3개소를 운 하 다. 포획을 한 미끼는 오리고기, 닭고기, 꽁

치 통조림, 건포도 등을 이용하 으며, 매일 아침 포획여부를 확인하고 미끼를 

교체하 다. 트랩을 통해 포획된 3개체는 장에서 체  등 기 자료를 측정과 

목에 발신기를 부착하여 방사하 으며, 원 서식지에서의 방사를 통해 환경변화

에 따른 이동을 최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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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포획된 삵에 부착되는 발신기는 2개의 종류를 결합하여 제작하 으며, 발신기

는 고유주 수를 이용하는 VHF (Very High Frequency)방식의 발신기(M3620, 

ATS Inc.)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WT-300 (GPS-Mobile phone based 

Telemetry)를 병행하여 사용하 다. 개체별 치자료는 주당 3회의 VHF를 이

용한 삼각측량  CDMA 자료(4회/1일)를 통하여 확보하 다. 개체별 자료 수

집 기간은 개체 폐사, 치 미확인, 배터리 소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최소 63일

에서 최  215일간 수행되었다(Table 6).

Table 6. Information of the P. bengalensis  captured in Sobaeksan National 

Park by radio-tracked and GCT

Species Code Sex
Weight

(㎏)
Tracking period

Tracking 

days

No. of 

locations

 Prionailurus bengalensis

P1 Female 4.59 2013.01 - 2013.03 60 114

P2 Female 3.40 2013.03 - 2013.06 89 215

P3 Female 3.23 2013.04 - 2013.06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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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삵의 서식지 환경특성 분석을 해 ArcGIS ver.10.3을 이용하 으며, GIS 분석

에 사용한 환경변수는 기존 선행된 연구논문의 환경변수 자료를 참고하여, 삵의 

서식환경에 향을  수 있는 환경변수를 선정하 다(Watanabe et al., 2003; 

Lee and Song, 2008; Choi et al., 2012b; Lim et al., 2015). 사용된 기 은 지형

 요인(고도, 향, 경사도), 자연  요인(지형, 하천, 식생)와 인  요인(도로, 

주거지와의 거리)에 해 환경변수를 도출하 다(Table 7). 

지형변수는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1:2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4개 도엽(용진, 

남 , 순흥, 내성)을 병합하여 주곡선 등고선 이어를 추출하 으며, 부정형 삼각

네트워크(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와 수치지형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의 보간법 용을 통해 고도, 경사, 향, 음  등을 분석하 다. 

수치지형도에서 수계와의 상 성을 분석하기 해 하천과 세류로 구분하여 이

어를 추출하 으며, 도로 분석은 소로를 제외한 이어를 추출하여 분석하 다. 

삵의 산림환경타입 모형을 제작하기 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제5차 수치임

상도를 이용하여 , 경 , 도 정도를 구분하여 식생지수를 분석하 고, 토

지이용에 한 분석은 분류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나지, 시가화건조지, 농경

지, 산림, 지, 수역, 습지 7개로 나 었으며, 포함되지 않는 나지, 지, 수역, 

습지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자연 지형 인 변수로 고도, 향, 경사도, 수계로부

터의 거리 등 4가지 변수를 사용하 으며, 인 인 요인과 삵과의 계를 알아

보기 해 2개의 변수(주거지로부터의 거리와 도로로부터의 거리)를 사용했다. 

삵 분포 측모형 개발을 해 삵이 서식환경을 선택하는데 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요인을 선정한 후 환경요인에 따른 GIS 공간분석 방법을 소백산국립

공원에 용하여 환경인자 련 공간주제도를 제작하 다. GIS를 사용하여 제

작한 환경요인의 공간주제도 13개와 삵 치자료에 최  엔트로피 모델 알고리

즘을 용하여 서식지 합성을 평가하 다. 서식지 합성 평가를 해 

MaxEnt 종분포 모형 모델을 용하여 출 가능성을 측하고, 모델의 정확도

는 곡선의 측력을 탐색하는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으

로 단하 다. 검증은 ROC 분석방법을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는 AUC (Area 

Under the Curve) 곡선 값에 의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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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ference of the P. bengalensis environmental factors used in the 

analysis

Classification Environmental factors Data Source

Topographic 

factors

Altitude

DEM(Digital 

elevation 

model)

Lee and Song, 2008

Aspect Lee and Song, 2008

Slope Rho, 2019

Natural factors

Forest type

Digital forest 

type map

Lim et al., 2015

Ageclass Lim et al., 2015

Crown density Lim et al., 2015

DBH class Lim et al., 2015

Distance from water

Digital map 

(1:25,000)

Rho, 2019

Artificial factors

Distance from roads Choi et al., 2012b

Distance from urban Choi et al., 2012b



- 31 -

3. 연구 결과  고찰

1) 서식지 환경 특성 분석

 이 연구에 사용된 삵 392개의 치좌표에 한 환경특성을 분석한 결과, 삵은 

산림 가장자리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삵이 선호하는 향은 동

남향 23.7%로 가장 높았으며, 남향 21.2%, 동향 15.1%, 서남향 11.0%, 북동향 

10.5% 순이었으며, 서북 방향이 4.1%로 가장 낮았다. 삵 서식지 환경 특성으로 

경사도는 5에서 50도까지 분포하 으며, 평균 27.1 ± 8.6 °로 나타났다. 경사도

의 구간별 분포는 15–40°에 집분포되어 있었으며, 25-30°가 22.4%로 가장 높

았다. 그 다음으로 20–25°가 20.4%, 30–35°가 19.9%, 35–40°가 11.0%, 15–

20°가 10.5% 순이었다. 경사도가 가 른 서식지에서 야생동물은 빠른 움직임에 

한 활동성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  포식자의 경우 경사가 가 르지 

않은 지역에서 사냥의 성공률이 높다. 따라서 경사도가 40° 이상인 곳은 삵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단되며, 타 상  포식자들의 서식지로도 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삵 서식지의 고도는 평균 530.8 ± 137.4 m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 구간으로는 

500–600 m에서 27.8%로 가장 높았으며, 400–500 m 구간에서 27%, 300–400 

m 구간에서 21.2%, 600–700 m 구간에서 15.3%, 700–800 m 구간에서 8.7%, 

800 m 이상인 구간에서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삵의 서식환경 특성  도로와의 거리와의 계에서 도로와의 평균거리는 

259.6 ± 231.3 m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분포 황을 보면 도로와 서식지간 거리

가 100 m이내가 24.7%로 가장 높게 분포하 으며, 500–600 m 구간에서 

18.1%, 100–200 m 구간에서 17.3%, 300–400 m 구간에서 9.2%, 200–300 m 

구간에서 7.9%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에서 1,000 m 이상에서는 0.6%로 낮게 분

포하 다. 우리의 연구결과에서는 삵의 치좌표가 도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Lim 등의 오 산에서의 삵 서식지 특성 연구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Lim et al., 2015). 도로나 소로 같은 차량의 이동에 이용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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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야생동물에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동로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삵의 서식지와 산림  하천 수계와의 계를 분석한 결과 삵은 수계와 가까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다. 수계와의 거리가 50 m 이내인 서식지는 총 

45.7%로 가장 높았으며, 50-100 m에서는 27.0%, 100-150 m에서는 12.2%, 

150-200 m는 7.7%, 200-250 m에서는 5.7% 순으로 나타났다. 삵의 서식지는 수

계 거리와 한 련이 있으며, 수계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머무르는 지 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내 수계나 하천, 수지 인근의 잘 발달된 본

층이 삵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소형포유류의 서식 도를 높이는데 기 을 것

으로 단된다. 한 수계가 삵의 서식처를 결정짓는데 요한 인자(factor)로 

작용할 것으로 단되며, 이에 한 검증으로 MaxEnt 결과에 따라 기여 정도

를 도출하 다.

제5차 임상도를 이용하여 삵 서식지에 한 임상, 흉고직경, 수  도를 분석

한 결과 임상은 활엽수림 39.0%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 소나무림 29.8%, 잣나무림 9.2%, 낙엽송림 7.9%, 침활혼효림 6.9% 순으로 

나타났다. Lim et al.(2015)의 오 산 삵의 서식지 특성에서는 활엽수림의 선호

도가 60%로 이번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Choi et al.(2012b)

이 연구한 농 지역 삵의 서식지 환경특성에서는 지와 논을 선호하는 서식지

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경작지에서 단 

0.5%만 치좌표가 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삵은 활동하는 서

식지에 따라 선호하는 서식지 환경특성은 달라지며, 소백산국립공원과 같은 산

악형 지형에서는 주로 산림내를 주로 서식지로 이용하는 패턴을 보 다. 삵의 

치좌표가 분포하는 수목 연령의 비율은 4 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3

 17.6%, 2  4.8%, 5  3.6% 순으로 나타났다. 수 도는 도가 

84.7%이었으며, 도가 8.2%, 소 도가 0.5%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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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tistical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in P. bengalensis  habitats

Environmental Factors
No. of 

locations
best of section ratio(%)

Aspect 392 Southeast 23.7

Slope 392 25 - 30 ° 22.4

Altitude 392 500 - 600m 27.8

Distance from road(m) 392 0 - 100m 24.7

Distance from water(m) 392 0 - 50m 45.7

Forest type 392 Broadleaf forest 39

DBH-class 392 31 - 40 year 67.3

Crown density 392 >71%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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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지 합성 분석

삵의 치추  정보(n=392)의 출 자료와 환경변수를 MaxEnt 모형에 용하

다. MaxEnt 모형의 AUC 값이 0.841로 정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Figure 7). 

값은 0.75 이상일 경우 모형의 측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Thuiller, 2003). 모델링에 사용된 17개의 스터 데이터셋 에서 기여도 는 

순열 요성을 나타내는 상  5개의 변수는 도로와의 거리가 36.3%로 가장 높은 

기여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도가 24%의 기여도를 보여주었다. 주

거지로부터의 거리 11.7%, 향(Northness) 6.9%, 임상도(경 ) 5.3%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9). 삵의 서식지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 에 인 인 교란에 한 

향이 상  기여도에 치하고 있으며, 국내 국에 분포하고 있는 삵은 이런 

인간활동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Figure 7.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 of Max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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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ercent contribution and permutation importance of 13 environmental 

variables

Variable
Percent contribution

(%)

Permutation importance

(%)

Distance road 36.3 27.3

Altitute 24 30.3

Distance urban 11.7 13.6

Aspect(Northness) 6.9 6.5

Digital Forest Type Map 

(Diameter)
5.3 0.6

Aspect(Eastness) 3.8 4.3

Digital Forest Type Map

(Ageclass)
3.5 2.4

Distance water 2.5 6.7

Digital Forest Type Map

(Density)
1.7 0.9

Land cover map

(Farm)
1.5 2.3

Land cover map

(Forest)
1.4 2.8

Land cover map

(Slope)
1.3 2.1

Land cover map

(Built)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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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Ent 모델을 logistic output 으로 출력하면 서식지 합성을 0 - 1로 표

하며, 1 은 높은 합성, 0은 낮은 합성을 나타낸다. 서식지 분포 변화를 확인

하기 해 maximum training sensitivity plus specificity 에 의해 계산된 

logistic threshold를 사용해 합한 서식처(1)과 합하지 않은 서식처(0) 값을 

나타내는 Binary map 을 생성하 다(Figure 8). Binary map 은 서식지 합성 

모형에서 사용된 maximum training sensitivity plus specificity 에서 도출된 

logistic threshold 이상인 지역만 잠재  서식지로 표 되며, Training data 에 

한 출   비출  정확도(Specificity) 지수를 산출하여, 서식지 분포를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출된 값을 소백산국립공원의 분포지역 인근으로 서식

지 합 면 을 산출하면 23.06 ㎢로 나타났다(Figure 9). 

Figure 8. Predicted potential geographic distributions for leopard cat. 

MaxEnt produces a continuous prediction with values ranging from 0 to 1. 

Value ‘1’ indicated high probability of habita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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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nly areas above the logistic threshold derived from the 

maximum training sensitivity plus specificity of leopard cats are potential 

habitats.

연구를 통해 얻은 삵의 치좌표를 이용하여 각 치좌표에 한 환경특성을 

분석한 결과, 삵은 남동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사도는 25-30° 

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 고, 활동고도는 530 m로 나타났다. 한 도로와의 거리

와 수계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높은 치좌표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삵이 이용

하는 서식지의 이용특성은 활엽수림에서 우 을 이루고 있으며, 수 유율은 

도, 흉고직경은 4등 의 경목을 가진 산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은 각각의 개체마다 행동권의 범 가 다르며, 서식환경에 따라 같은 

종 내에서도 행동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rd et al., 

2014; Makelainen et al., 2016). 앞서 국내에서 연구된 오 산국립공원 삵(Lim 

et al., 2015)은 산지 특성을 가지고 오 산이라는 산림특성을 가지는 환경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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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번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나 농 지역에 

서식하는 삵의 연구(Choi et al., 2012b)에서는 이번 연구와는 상반된 서식지 환

경특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삵의 서식지 환경은 개체가 치하고 있는 활동

범 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이번 연구

에서 얻은 연구지역에 한 장 검증을 반 한다면 삵 개체군 보   복원 

같은 생태계 안 성 여부를 악할 수 있는 근거를 단할 수 있는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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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카메라 트래핑을 이용한 삵과 포유류의 활동 패턴과 인간 

근에 따른 향 연구

1. 서론

최근 동물 복지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포유류 연구에 카메라 트래핑을 통

한 비침습 인 조사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Long et al., 2008; O'Connell et 

al., 2011). 카메라 트랩핑은 조사기간 내 야외에서 24시간 연속 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야행성 동물의 군집을 직  찰하는 조사에 유리하다(O'Brien, 2008). 

한 동작 센서를 이용해 상이 촬 되므로 백두 간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분

포 황과 등산객의 출  정보를 동시에 획득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포유류 군집

에 있어서 인간 활동 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Tobler et al., 2008; 

Lee et al., 2019). 

최근 등산을 통해 삶의 활력과 건 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Hwang, 2015). 이러한 행 는 산림내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통  사용

공간을 증가시켜 야생동물의 활동범 와 서식공간을 축소시킨다. 우리나라 생태

축인 백두 간 능선은 조성된 등산로가 핵심지역을 통하고 있으며, 동호회나 

단체산행 등의 등산객이 집 되면서 자연환경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Kwon and 

Lee, 2003). 특히 우리나라 등산객은 부분 종주능선형으로 주요산의 능선형 탐

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등산로의 한 리 책의 마련이 실히 요구된

다. 

국외에서는 보호구역이나 특별구역의 경우 사람 출입의 제한으로 개발과 훼손

을 배제한 자연보 과 복원 정책이 수립되지만 국내에서는 국토의 면 이 제한

되어 있어 개발과 훼손을 고려한 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인간

의 산림 공간사용에 해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이 어든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

고 있으나 구체 으로 어떠한 향을 받는지에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공통된 공간사용에 한 연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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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실정이지만, 야생동물의 보호와 복원 등의 사례 연구나 야생동물의 리를 

한 서식지에 연구는 차 으로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5). 야생동물의 

분포나 질병, 서식지 합성, 로드킬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Yoon et 

al., 2007; Lee et al., 2008; Song et al., 2011; Jang et al., 2015), 야생동물의 피

해에 한 연구가 시행되었다(Yoon, 2007; Kim et al., 2014b). 

이 연구에서 수행된 카메라 트래핑 연구는 백두 간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종 

분포 황과 주요 활동시간, 우 출 종에 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한 카

메라 트래핑 연구를 통해 산림에 한 구체 인 훼손과 개발이 미치는 포유류의 

피해 황에 한 분석은 어렵지만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포유류에게 

미치는 향에 해 분석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연구는 백두 간 보호

구역의 일부 구간에서 탐방하는 등산객과 같은 공간에서 출 하는 야생동물간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보호지역 설정과 인간의 출입으로 인한 훼손, 출입통제 등 

백두 간의 요 쟁  문제를 해결하고 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백두 간 보호지역 육십령∼덕치 총 52.5 ㎞ 구간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 구간은 주요산을 상으로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 다. 조사구간의 

구분은 2015년 백두 간 정 조사에서 계획된 주요 산의 주요 능선부와 능선과 

이어지는 소능선 정상부를 세부 지 으로 선정하여 수행하 다(Figure 13). 조

사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2개월간 선정된 지 에 무인센서카메라 

12 를 설치한 후 GPS (Garmin, 62s)로 치정보를 기록하 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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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ocation of camera trap in Baekdudagan 

conservation area. The black circles was indicating of Camera 

trap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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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ummary of camera No., survey duration, elevations of sites, forest 

types, photographed number of taxon in Baekdudaegan (Yuk-sib-ryeong to 

Deok-chi), conducted from June 2015-May 2016

  

No
Duration

(day)

Elevation

(m)

Forest type

(Ridgeline 

assorting)

No. of Detection

Total Animal Human Bird

CT1 126 557
Mixed forest

(Main-ridge)
926 72 835 19

CT2 193 381
Mixed forest

(Sub-ridge)
297 207 3 87

CT3 126 828
Broadleaved forest

(Sub-ridge)
108 60 9 39

CT4 125 561
Coniferous forest

(Sub-ridge)
473 80 390 3

CT5 186 602
Mixed forest

(Main-ridge)
983 151 708 124

CT6 125 662
Mixed forest

(Main-ridge)
507 104 403 0

CT7 96 828
Mixed forest

(Main-ridge)
564 65 464 35

CT8 180 653
Broadleaved forest

(Main-ridge)
265 146 100 19

CT9 194 1035
Mixed forest

(Sub-ridge)
12 7 1 4

CT10 324 892
Mixed forest

(Sub-ridge)
422 224 0 198

CT11 68 856
Mixed forest

(Main-ridge)
56 18 31 7

CT12 192 780
Mixed forest

(Main-ridge)
488 82 304 102

Total 5,101 1,216 3,248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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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무인센서카메라 운   설정

무인센서카메라의 설치는 백두 간 보호지역 정 조사 수행  야생동물의 흔

이 발견된 지역을 으로 카메라간 거리를 2-5 ㎞ 이격시켜, 흉고직경 10 

㎝이상 되는 교목에 능선 소로 체가 보이도록 높낮이 치를 조정하여 설치

하 다.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카메라내 동작감지 센서가 부착된 PCTS (passive 

camera trap system)기능이 있는 Bushnell Trophy Cam (8MP, Hybrid Trail 

Camera with Night Vision)을 이용하 다. 카메라의 설정은 연속  촬 을 2장

으로 촬 되도록 설정하고, 센서 재감지 간격은 1분 이후에 작동하게 설정하

다. 무인센서카메라 사진에 표기되는 촬 시간은 서울(Seoul)의 표 시각을 기

으로 분 단 까지 설정하 다.

(2) 데이터 정리  분석

백두 간 보호지역 육십령∼덕치 구간에서 촬 된 유효사진의 분류는 포유류, 

조류, 사람 3가지로 구분하 으며, 분석시에 사람을 제외한 동일한 종이 30분 

이내에 2회 이상 확인된 것은 복된 종으로 단하여 합산하지 않았다(Treves 

et al., 2010). 한 빠르게 이동하여 흔들리거나 몸체 일부분만 촬 되어 종 식

별이 불가능한 사진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Chung et al., 2014). 이  사

람이 힌 등산객의 사진은 포유류의 서식지에 사람이 근하 다는 제로 인

간 근(Human access)로 규정하 다.

백두 간 보호지역 출 종에 한 분석으로 출 종의 빈도, 출 종의 시간 등

을 분석하고, 향 분석은 인간 근 후 포유류의 재출  정도, 야간 인간 근 

이후 종의 출  향, 인간의 출 에 가장 낮은 향력을 가지는 종 등을 분석

하 다. 인간 근과 포유류간 분석에서는 사람이 촬 되지 않은 4곳(CT2, 

CT3, CT9, CT10)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각 항목에 한 통계 인 분석은 

SPSS Ver. 18.0 (SPSS, Chicago, IL, U.S.A)을 사용하 으며, 유의성에 한 결

과는 P<0.05를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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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고찰

1) 삵 등의 야생동물 출  분석

백두 간 보호지역  본 조사 구간(육십령-덕치)에서 CT (Camera Trap)를 통

해 총 77,876장의 사진이 촬 되었으며, 상종의 구분이 가능한 사진은 5,101장

을 추출하 다. 이  포유류 1,216장, 조류 637장, 인간 근 3,248장이 촬 되었

으며, CT를 통해 찰된 이미지를 통해 12종의 포유류와 종 수 에서 확인되지 

않은 쥐과 그룹(이하 Muridae spp.)으로 분류하 다. CT 상에서 확인된 포유

류 동물군 분류로는 Erinaceomorpha 1종 고슴도치(Erinaceus amurensis), 

Carnivora 5종 삵(Prionailurus bengalensis), 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담비(Martes flavigula), 오소리(Meles leucurus), 족제비

(Mustela sibirica), Artiodactyla 3종 멧돼지(Sus scrofa), 노루(Capreolus 

pygargus), 고라니(Hydropotes inermis), Lagomorpha 1종 멧토끼(Lepus 

coreanus), Rodentia 2종다람쥐(Tamias sibiricus), 청설모(Sciurus vulgaris)와 

미확인된 Murids. spp 로 구분하 다(Table 11). 찰된 모든 포유류 분류군 

에서 가장 높은 출 빈도를 보인 포유류는 고라니로 242컷(19.9%)을 차지하 으

며, 가장 우세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구리 166컷(13.7%), 청설모 158컷

(13.0%), 멧돼지 139컷(11.4%), 노루 126컷(10.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국내에서 Camera trap 을 이용한 연구의 다른 연구사례  Chung 등은 Camera 

trap 설치 시에 유인먹이의 공 하여, 포유류의 근을 유도하 다(Chung et al., 

2014). 그 결과 식육목에 해당하는 종이 체의 출 한 포유류 종의 80% 이상 

출 하며, 가장 많이 출 한 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우제

목이 41.7%로 가장 촬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식육목이 35%로 높게 확인

되었다. 기존 연구와 이번 연구에서의 차이 은 이번 연구에서는 CT 앞에 유인 

먹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외 Camera trap 의 일반 인 결과인 형 종의 촬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O’Brien et al., 2003; 

Tobler et al., 2008; Treves et al., 2010; Le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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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ammals identified in camera traps and their of daytime and 

nighttime frequency

Taxon
No. of 

photo taken

Appearance

(%)

Activity time

Daytime 

photo rate 

(%)

Nighttime 

photo rate 

(%)

P-value

(Mann-Wh

itney)

Order Erinaceomorpha

Erinaceus amurensis 18 1.5 0 (0.00) 18 (100.00) -

Order Carnivora

Prionailurus bengalensis 47 3.9 11 (23.40) 36 (76.60) P>0.05

Nyctereutes procyonoides 166 13.7 5 (3.01) 161 (96.99) P>0.05

Martes flavigula 90 7.4 70 (77.78) 20 (22.22) P>0.05

Meles leucurus 91 7.5 9 (9.89) 82 (90.11) P>0.05

Mustela sibirica 32 2.6 19 (59.38) 13 (40.63) P>0.05

Order Artiodactyla

Sus scrofa 139 11.4 56 (40.29) 83 (59.71) P>0.05

Capreolus pygargus 126 10.4 37 (29.37) 89 (70.63) P>0.05

Hydropotes inermis 242 19.9 84 (34.71) 158 (65.29) P>0.05

Order Lagomorpha

Lepus coreanus 29 2.4 1 (3.45) 28 (96.55) P>0.05

Order Rodentia

Tamias sibiricus 6 0.5 5 (83.33) 1 (16.67) P>0.05

Sciurus vulgaris 158 13.0 142 (89.87) 16 (11.13) P<0.05

Muridae spp. 72 5.9 0 (0.00) 72 (100.00) -

Sum 1216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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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CT 를 통해 출 한 포유류의 출 시간  분포를 알아보고자 

하 다. CT 를 통해 확인된 출 시간 는 그 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

간을 나타내며, 어느 시간 에 가장 높은 출 률을 확인함에 따라 그 동물의 활

동하는 패턴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포유류의 출 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

는 20시(93회), 19시(81회)로 확인되었으며, 일몰시간 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별 출 시간 는 주간에 다람쥐(8시, 9시), 청설모(7시), 

담비(7시, 16시), 족제비(7시)가 높은 출 빈도로 출 하 으며, 야간에는 고슴도

치(5시), 오소리(3시), 멧돼지(18시), 멧토끼(20시, 23시), 삵(2시, 19시), 구리

(20시), 노루(18시), 고라니(19시), 쥐과(20시, 22시)가 높은 빈도로 출 하 다

(Figure 11-14). 

Figure 11. Mammals appearance frequency from CT(Erinaceus amurensis, 

Prionailurus bengalensis, Nyctereutes procyonoides, Martes flavig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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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ammals appearance frequency from CT(Meles leucurus, Mustela 

sibirica, Sus scrofa, Caproelus pygargus).

Figure 13. Mammals appearance frequency from CT(Hydropotes inermis, 

Lepus coreanus, Tamias sibiricus, Sciurus vulg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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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ammals appearance frequency from CT(Muridae).

일반 으로 포유류의 활동 유형은 주행성(diurnal), 야행성(nocturnal)으로 구분

할 수 있다(Kronfeid-schor and Dayan, 2003). CT 를 통해 주간 출 비율이 

70% 이상인 종을 주행성, 야간 출 비율이 70% 이상인 종을 야행성으로 구분

하 을 때 다람쥐, 청설모, 담비가 주행성이었으며, 고슴도치, 구리, 노루, 멧

토끼, 삵, 오소리, 쥐과가 야행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슴도치, 멧토끼, 쥐과

와 같은 피식형 포유류는 포식자를 피하기 해 95% 이상을 밤에 활동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멧돼지와 족제비는 주간과 야간의 출  비율이 각각 40% 이상

을 활동하 고, 고라니는 주간과 야간의 출  비율이 각각 35% 이상을 활동하

여 주·야행성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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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ammals appearance rate to daytime and nighttime.

2) 인간 근이 포유류에게 미치는 향 분석

HA 이후 포유류의 재출 은 총 294회 찰되었고, 포유류가 재출 하기 에 

산행한 인간의 수는 최  1명에서 최  79명까지 찰되었다. 그러나 HA 의 수

에 따라 야생동물의 재출 시간에는 큰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32, 

P>0.05). HA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간은 10시, 13시로 각각 407명의 산행

을 확인하 으며, 가장 집 되는 시간 는 10시부터 16시까지 2,255명의 등산객

이 백두 간 능선을 산행하 다. HA 이후 야생동물 재출 빈도는 고라니 72회, 

구리 65회, 청설모 45회, 담비 24회, 노루 17회, 삵 15회, 멧돼지 15회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2). HA 이후 야생동물의 평균 재출 시간은 16:34 ± 22:25 t로 

가장 먼  빠르게 재출 한 청설모(0:06 t)부터 가장 늦은 재출 한 노루(271:39 

t)까지 다양한 패턴을 보 다. HA 후 종별로 재출 시간의 평균은 삵이 07:05 ± 

08:38 t로 가장 작았으며, 노루가 30:30 ± 63:54 t 로 가장 높았다(Table 12). 야

생동물의 재출 시간은 HA 의 수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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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Kruskal wallis test, χ²=23.064, P<0.05). 

Taxon
No of the 
photo taken

Mean(t)
Standard 

Deviation(t)
Rank

(Kruskal-Wallis)

Erinaceus amurensis 3 17:09 18:34 155.83

Prionailurus bengalensis 15 07:05 08:38 90.13

Nyctereutes procyonoides 65 17:54 18:05 159.63

Martes flavigula 34 14:21 18:34　 128.29

Meles leucurus 6 11:56 04:05 160.00

Mustela sibirica 9 18:40 14:40 170.39

Sus scrofa 15 20:40 22:07 168.17

Caproelus pygargus 17 30:30 63:54 167.06

Hydropotes inermis 72 17:01 17:49 156.45

Lepus coreanus 5 18:30 17:18 160.00

Tamias sibiricus 1 21:35 - 229.00

Sciurus vulgaris 45 10:40 11:43 116.62

Muridae spp. 7 24:41 18:37 201.43

Table 12. The reappearance number and time for mammals after human acess

HA 의 산행시간에 따라 야생동물의 재출  변화를 살펴보면 주간 HA 만 확인

된 후의 야생동물 재출 빈도는 201회로 고라니 (51), 구리 (44), 청설모(29), 

담비 (25), 삵(11)의 순으로 출 하 다. 야간 HA 가 확인된 후의 야생동물 재출

빈도는 93회로 고라니(21), 구리(21), 청설모(16), 담비(9), 멧돼지(8) 순으로 

출 하 다(Table 13). 주간 HA 만 확인된 후의 야생동물의 재출 시간은 17:32 

± 24:37 t로 야간 HA 의 있은 후 야생동물의 재출 시간인 14:27 ± 16:38 t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Mann-Whitney U test, Z=-1.033, P>0.05).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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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야간 HA 이 있는 경우 야생동물의 재출 시간이 더 높을 것으로 측한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지만, HA 의 산행형태가 주간에 집 된 과 야

생동물의 활동이 야간에 높게 나타난 결과에 의한 것인지에 해서는 상세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HA 이후 포유류의 활동 유형 구분(주행성, 야행성, 혼합성)에 따른 

재출 시간은 주행성의 경우 12:22 ± 15:00 t로 가장 빨랐으며, 혼합성이 17:45 ± 

18:09 t, 야행성이 18:27 ± 28:41 t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행성 포유류가 혼합

성과 야행성에 비해 HA 에 가장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ruskal 

wallis test, χ²=9.343, P<0.05). 이러한 결과는 주행성 포유류인 다람쥐, 청설모는 

산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으로 HA 의 향을 가장 게 받으며, 산림의 최

상  포식자인 담비 한 HA 의 출 에 한 향이 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13. Number of times of mammals reappearing frequency after only 

daytime human acess or including nighttime human access

Taxon
Only daytime 

frequency

Including nighttime 

frequency

Erinaceus amurensis 2 1

Prionailurus bengalensis 11 4

Nyctereutes procyonoides 44 21

Martes flavigula 25 9

Meles leucurus 5 1

Mustela sibirica 7 2

Sus scrofa 7 8

Capreolus pygargus 10 7

Hydropotes inermis 51 21

Lepus coreanus 3 2

Tamias sibiricus 1 -

Sciurus vulgaris 29 16

Muridae spp.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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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CT를 이용하여 백두 간에 출 하는 야생동물에 한 직

인 실체 확인과 출 시간, 출 빈도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등산객의 산행이 야

생동물의 출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CT를 통해 확인된 포유류는 삵, 

구리, 담비, 고라니 등 총 13종이었으며, 이  우제목의 출 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백두 간에서 서식하는 포유류가 가장 많이 활

동하는 시간은 일몰시간인 19시와 20시에 가장 높은 출 빈도를 보여 으로써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육상 포유류는 부분이 

야행성으로(Chung, 2006), 이들의 활동은 먹이와 간섭에 가장 향을 많이 받는

다(Mistlberger and Skene, 2004; Leuchtenberger et al., 2018). 야행성 활동은 

포유류들이 선호할 수 있지만 사회 이나 양요소에 의해 낮의 활동으로의 

환을 야기할 수 있다(Cavallini and Lovari, 1994). 특히 육식동물의 먹이 구하는 

습성은 먹이가 가장 취약한 시간에 사냥 패턴을 용하는 경향이 있다

(Theuerkauf et al., 2003). 작은 설치류는 부분 야행성이며(Daly et al., 1992; 

Leaver and Daly, 2003), 육식동물은 사냥의 효율을 높이기 해 설치류와 자신

의 활동을 비슷하게 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소형 포유류(설치류)인 쥐

과는 야간에만 주로 활동하는 패턴을 보 으며, 이런 소형 설치류를 먹이원으로 

하는 삵, 구리, 오소리 등이 야행성으로 나타났다. 족제비과인 담비는 주간에 

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 주간형 포유류로 분류하 으며, 족제비는 주간과 야

간의 활동이 59  41의 활동을 보여 혼합형으로 분류하 다. Choi 등(2012a)은 

담비가 90% 이상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주행성 포유류로 단하

는데 이 연구에서도 담비가 주간에 활동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족제비의 한 주간의 출 비율이 야간보다 조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족제비과인 담비와 같은 종에 포함되어 유사한 활동패턴을 보인 결과로 측된

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족제비의 기본 인 행동권 연구나 활동패턴 같은 연

구가 진행된 바 없어 추가 인 연구를 통해 기본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포유류의 활동 유형은 주행성(3종; 청설모, 다

람쥐, 담비), 야행성(7종; 노루, 삵, 오소리, 멧토끼, 구리, 고슴도치, 쥐과), 혼

합형(3종; 족제비, 멧돼지, 고라니)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이번 연구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삵의 출 한 빈도는 총 47컷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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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 촬 횟수의 출 율이 3.9%가 확인되었다. 삵은 야간활동이 체활동의 

76%를 보여 야행성 포유류로 구분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삵은 

먹이원으로 이용되는 쥐과와 멧토끼의 주요 활동시간이 모두 야간에 많이 활동

하는 야행성이라는 을 확인함으로써 삵과의 피식 계에 있는 먹이원과 활동

시간 가 첩됨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포식자의 활동은 피식자의 활동과 

일치하기 때문에(Fedriani et al., 1999; Foster et al., 2013), 삵의 주 먹이원으로 

이용되는 설치류의 활동이 삵의 활동시간에 가장 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한 삵과의 경쟁 계에 있는 구리와 오소리 한 야간에 주로 활

동하는 야행성이라는 결과는 삵의 결과와 같은 이유일 것으로 단된다. 

등산객의 출 과 야생동물의 계로 등산객의 산행은 일반 으로 소음공해와 

야간에는 빛 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빛 공해는 포유류가 방향 결정을 하

는 공간 인 행동에 향을 미치며, 산행으로 일어나는 소음공해는 포유류의 서

식지에 악 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포유류에게 등산객의 

수나 주간과 야간의 산행 유형으로 인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에 

따라 등산객의 산행에 향을 받으며, 특히 식육목 야생동물이 우제목에 비해 

빠르게 재출  것으로 볼 때 산림에서의 포식자가 인간의 활동에 향을 덜 받

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야생동물이 일반 으로 야간활동 빈도가 높은 행동특성을 고려할 때 주간산행

으로 인한 재출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간과 야간의 산

행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야생동물에게 원 서식지에서 회피를 유도하는 하나

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작은 빛에도 민감할 수 있는 고양이과 동물에게 헤

드 턴을 착용한 야간산행은 활동범 의 축소를 야기시킬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백두 간 산림 능선부에 설치된 CT를 통해 확인된 주요 종

들의 활동유형과 등산객으로 인한 향을 악함으로 백두 간 생태축 보호를 

한 장기 인 로드맵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장기 인 CT를 통

해 확인되는 포유류의 생태 인 특성과 행동패턴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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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삵과 포유류 서식지 유형의 분류

1. 서론

국내 포유류 부분 종은 최상  소비자이고 포식자로서 한반도 생태계의 요

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 생태계내에서 우산종(Umbrella species)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멸종 기 야생생물 삵은 최상  소비자로 서식지에 한 

건강성을 평가하거나 유지하는데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포유류

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항상성 여부를 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서식지에 

한 보  계획  평가에 있어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2).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주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국의 육상생태계

를 상으로 1986년에 제1차 국자연환경조사를 시작했으며, 재는 제5차 국

자연환경조사가 진행 에 있다. 자연환경조사를 1차에서 4차까지 수행하는 동안 

포유류 분야에서는 조사방법에 한 일부 변화가 있었다. ’86-’90에 수행된 제1차 

국자연환경조사는 행정구역을 기 으로 지역별로 출 하는 종에 한 분포조

사를 수행하 고, ’97-’05에 수행된 제2차 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표 인 산림

을 기 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표산에 한 출 종과 분포조사를 수행하 다. 

’06-’13에 수행된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우리나라를 1:25,000 축 으로 

나  지형도를 조사단 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경도와 도에 따라 9개의 소격

자로 분할한 후, 분할된 소격자에서 출 종과 서식환경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

사되었다(Kim et al., 2013a). ’14-’18에 수행된 제4차 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3

차 조사에서 수행된 1:25,000 축척의 조사단  조사와, 생태·자연도 Ⅰ등 과 Ⅱ

등  지역의 멸종 기종과 일반종의 종분포와 서식 황을 조사하는 방법, 세번째

로 국을 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 을 선정하고 보호지역을 선정하거

나 표 인 생태계 유형에 한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시행되었다(Lee 

et al., 2017). 멸종 기 야생생물 ∐ 인 삵은 생태·자연도 등 을 결정하는 요

한 생물종 의 하나이다. 생태·자연도를 평가함에 있어 삵이 서식하거나 생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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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생태·자연도 등 이 지정되어 보호되게 된다. 재는 

제5차 국자연환경조사가 1:25,000 축척의 조사단 의 방법으로 진행 이다.

생태계 유형에 따른 조사는 자연환경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온 독일, 

국,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 시행해온 조사방법의 일환으로 국에 분포하는 생

물상에 해 비용–효율 (cost-effective)으로 조사하기 해 수행되어 왔다

(Bunce et al., 1996; Hoffmann-Kroll et al., 2003; Ståhl et al., 2011; Lee et al., 

2017). 이러한 국가들은 국을 상으로 하게 생태계 유형에 따라 먼  분

류하고, 분류된 유형에서 골고루 조사지 이 선정되도록 하는 층화표본 방법으로 

조사지역이 선택되었다. 생태계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토지피복과 같이 공식

화된 주 인 분류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과, 생물상의 분포를 설명하는 기후인

자와 같은 다양한 환경변수들을 다변량 분석을 통해 분류하는 객 이고 수학

인 분류 방법이 있다(Bunce et al., 1996; Lee et al., 2017). 하지만 각 분류군

의 생태  지 에 따라 의미 있는 생태계 유형 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분

류군별 서식지 유형 분류에 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생물상 모니터링에서 보다 

비용-효율 인 생태계 유형별 층화 샘 링이 수행될 수 있다. 지 까지 국자

연환경조사를 이용한 연구로는 생물종 분포모형에 한 연구와 생물다양상 분석 

등과 같은 연구는 이루어졌으나(Lee and Song, 2008; Kim et al., 2012; Song 

and Kim, 2012; Kim et al., 2014c; Lee et al., 2015), 서식지 유형 분석에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어 우리나라 실정을 잘 반 한 생태계 유형 분류 기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Lee et al.,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약 8년간의 국자연환경조사의 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서식지 유형에 한 분석을 통해 포유류에게 한 서식지 분류체계를 마련하

고 그 서식지에서 확인되는 종의 특징을 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기존에 수행된 제4차 국자연환경조사  생물다양성 분야의 조사방법에 한 

체계 마련에 요하게 용가능할 것이며, 다른 생태조사사업의 발  방향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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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과 재분류

이번 연구에서는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2006-2012년)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국의 포유류 분포에 한 자료를 분석하 다. 제3차 자연환경조사에서의 

포유류 조사는 조사 상지 내에서 찰된 모든 포유류의 흔 에 해 치 자

료, 흔  유형, 서식지 유형을 수집하 다.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수집

된 포유류의 데이터는 총 70,562개가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야장에 기록된 포유

류 데이터의 서식지 유형은 몇 가지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 으로 기술

된 자료로 기록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야장의 서식지 유형에 빈번하

게 공통 으로 나타나는 32개 단어를 포함하는 기록으로 1차(70,371개) 정리하

다. 그 다음으로 32개로 구분된 서식지 유형을 주요 키워드를 15개(낙엽활엽

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하천, 해안, 수지, 경작지, 주거지, 지, 나지, 계곡, 

도로, 도서, 동굴, 임도)로 재통합하여 2차 분류하 다(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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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Habitat types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The 32 

representative words were extracted from recorded habitat types in the 

survey database and were classified into 15 habita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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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유류 서식지 유형 기술통계 분석

포유류 서식지 유형에 한 기술통계 분석은 수집된 데이터 에서 외래도입

종(뉴트리아, Myocastor coypus)과 원래 가주성이었으나 야생화된 것으로 단

되는 종들(고양이 Felis catus, 개 Canis familialis, 염소 Capra hircus)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각 종이 가장 선호하는 서식지 유형을 출 종별 서식지 

유형 출 횟수를 비율자료로 변환하여 분석하 고, 서식지 유형별 종 출 횟수

를 비율자료로 변환하여 서식지 유형별로 높은 빈도로 찰되는 종들을 분석하

다. 

종의 서식지유형출현비율 
종의총출현횟수

종이 서식지유형에서출현한횟수
× 

서식지유형의 종출현비율 
서식지에서의모든종의출현횟수
서식지유형에서의 종출현횟수

× 

3) 서식지 유형 군집분석

서식지 유형에 한 군집분석에서는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에서 30회 미만으

로 기록된 종, 30회 미만으로 기록된 서식지 유형인 동굴은 표본 체를 표한

다고 단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최종 으로 14개의 서식지 

유형을 군집분석에 포함하 다. 14개의 서식지 유형을 비계층  클러스터 분석

방법인 k 평균 클러스터 분석으로 분류하 다. 가장 합한 클러스터 수 k는 

vegan 패키지의 cascadeKM 의 단순구조지수(simple structure index, ssi)를 사

용하여 산출하 다(Legendre & Legendre 2012). 여기서 단순구조지수는 클러스

터들간 각 변수들의 최  차이값, 가장 조 인 클러스터들의 크기, 체값들

의 평균값 비 클러스터 심으로부터 변수의 편차 세 개의 값을 곱하여 구한

다(Oksanen et al., 2016).

 한, 서식지 유형 사이의 유사성과 계 계 확인을 해 k 평균 클러스터 

분석과 같이 클러스터간 거리를 측정할 때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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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Ward 계층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 다(Murtagh and Legendre, 

2014). 

 마지막으로, 서식지유형들 간의 유사성을 다차원 공간상에서 거리로써 표 하

고, 서식지유형의 공간 에서 포유류 각 종의 주요 출  장소를 비교하기 해 

비계량형 다차원척도법(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하 다. 여

기서도 서식지별 출 종 황에 한 비율자료를 Euclidean 을 이용한 거리측

정법으로 계산하 다. 비계량형 다차원척도법의 성은 원래 데이터들간의 거

리값과 두 개의 차원으로 축소한 값들 사이의 거리값을 비교하는 Shepard 다이

어그램을 통해 평가했다(Borcard et al., 2011). 모든 통계 인 분석은 R (R 

Core Team 2016)을 사용하 고 vegan 패키지(Oksanen et al., 2016)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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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고찰

1) 포유류 서식지 유형의 기술통계 분석

국에서 수집된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에서 나타난 포유류는 총 7목 16과 

39종이 확인되었다. 목(Order)별로 확인된 종수는, 고슴도치목(Erinaceomorpha) 

1종, 첨서목(Soricomorpha) 4종, 박쥐목(Chiroptera) 7종, 식육목(Carnivora) 7종, 

우제목(Artiodactyla) 7종, 토끼목(Lagomorpha) 1종, 설치목(Rodentia) 12종이었

다. 조사기록된 70,562개의 자료  15개 키워드의 서식지 유형에 속하는 자료

는 70,371개 다. 서식지유형별로 살펴보면, 낙엽활엽수림 18,658개(34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침엽수림 15,556개(31종), 경작지 11,277개(29종), 혼

효림10,404개(27종)의 순이었고, 나지 263개(19종)와 도서 216개(19종), 동굴 19

개(4종)는 15개의 유형  기록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의 체 서식지 

유형에서 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는 모든 서식지 유형에서 확인되었

으며, 박쥐목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동굴에서 서식지 이용이 찰되었다.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삵(Prionailurus bengalensis), 족제비(Mustela sibirica), 

두더지(Mogera wogura), 등 쥐(Apodemus agrarius)는 동굴을 제외한 14개의 

서식지 유형을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연구에서 기록된 삵의 흔 은 총 4,132회로 조사되었으며, 야장에 기록된 종들 

 상  10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삵이 출 한 서식지 환경특성을 살

펴보면, 임도를 포함한 산림환경에서 84%(3,473회)를 기록되었으며, 농경지 

5.9(243회), 지 3.4%(139회), 수지 1.3%(5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산림환경의 포유류 흔 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  하나는 제3차 

국자연환경조사를 활용한 것으로 포유류 분야의 문가 그룹에 의해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1:25,000 도엽 내에서 많은 종수의 흔 을 확인하기 해 문가 

그룹에서 조사를 수행 시 개인조사 역량과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포유

류의 흔 이 많이 나오는 산림환경에서의 조사 상지가 편향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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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선호도는 서식지 유형에서의 각 종의 출  비율을 용하 다. 기록된 자

료가 30회 미만인 종을 제외하고, 확인된 23종의 서식지 유형별 선호도는 멧돼

지(Sus scrofa) 2,211회(38.03%), 다람쥐(Tamias sibiricus) 1,485회(34.30%), 멧

토끼(Lepus coreanus) 1,473회(31.14%), 삵 1,349회(32.65%), 오소리(Meles 

leucurus) 1,298회(42.28%), 노루(Caproelus pygargus) 1,131회(41.37%), 족제비 

985회(22.55%), 담비(Martes flavigula), 394회(48.40%), 고슴도치(Erinaceus 

amurensis), 163회(44.66%),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172회(53.42%), 산양

(Nemorhaedus caudatus) 109회(49.55%), 흰넓 다리붉은쥐(Apodemus 

pennisulae) 67회(33.17%), 비단털들쥐(Eothenomys regulus) 37회(39.78%) 등 

14종이 낙엽활엽수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엽수림에서는 청설모

(Sciurus vulgaris)가 2,333회(43.39%)로 가장 선호하 고, 하천에서는 수달

(Lutra lutra) 1,210회(71.22%)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경작지에서 고라니 

3,681회(25.35%), 구리 2,022회(26.58%), 두더지 1,582회(27.26%), 등 쥐 530회

(27.32%), 멧밭쥐(Micromys minutus) 112회(31.46%), 땃쥐(Crocidura lasiura) 

56회(24.45%) 등 6종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에서는 집쥐(Rattus 

norvegicus) 717회(50.82%)와 생쥐(Mus musculus) 98회(39.84%)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된 서식지 유형에 한 포유류의 상  출 종은 고라니가 주거지, 하천, 

해안가, 도로 4가지 유형을 제외한 10개의 서식지 유형(침엽수림, 낙엽활엽수림, 

혼효림, 계곡, 지, 경작지, 나지, 수지, 임도, 도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해

당 서식지의 상  출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Figure 17). 고라니는 주로 강, 

호수, 억새, 갈 밭 등의 습지와 그 인근의 낮은 산림지  는 구릉지에 분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Zhang, 2000), 지를 산림지역에 비해 선호하여 물

이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Song and Kim, 2012). 이번 연구에서 고라니는 동굴

을 제외한 모든 서식지를 이용하 으며, 경작지에서의 출 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침엽수림, 낙엽활엽수림, 혼효림을 병합한 산림지역에서의 출 율도 

53.99%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서식지 유형에서 족제비는 도로에서의 상  출

종으로, 수달은 하천과 해안가에서 상  출 종으로, 집쥐는 주거지에서 상  

출 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동굴에서는 박쥐(Rhinolophus ferrumequinu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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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출 종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7). 멸종 기 야생생물인 수달은 물과 뭍을 

이용하는 반수생동물로 주로 어류를 먹이원으로 이용하고 하천, 해안지역을 주

요 서식지 이용하므로 하천과 해안가에서 상  출 종으로 구분되었다(Min et 

al., 2013).이번 연구에서 특이하게 족제비가 도로에서의 최상  출 종으로 확

인된 것은 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에서 로드킬 기록이 족제비가 가장 높기 때

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Min and Han(2010), Choi and Park(2006b)의 국내 로

드킬 연구 결과에서는 구리와 설치류(다람쥐)의 로드킬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

데, 이번 연구에서는 족제비 다음으로 구리와 다람쥐의 로드킬 비율이 높았

다. 해외의 로드킬 연구결과에서도 족제비과 동물들은 로드킬 비율이 다른 동물

에 비해 낮게 나타나(Ford and Fahrig, 2007), 이번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동굴에서 상 출 종인 박쥐는 동굴을 동면지와 서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on et al., 2004). 주거지에서 최상  출 종으로 나타난 

집쥐는 도시형주거지역의 인가 외부와 내부에서 주로 발견되며, 원 지역과 

지, 해안 지,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생활습성 때문인 것이라 단된다(Yoon et 

al., 2004; Kim et al.,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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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Frequency ratio of top three abundant species in each mammal 

habita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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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지 유형의 군집분석

서식지 유형에 한 군집분석은 최종 분류된 15개의 서식지 유형 에서 30회 

미만 기록되어진 동굴을 제외하고 k 평균 클러스터 분석이 진행되었다. 가장 

합한 클러스터 분류 개수 k를 찾기 해 최소 2개부터 최  13개까지 k 평균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식지 유형을 11개의 군집으로 나  결과에서 

단순구조지수(ssi)가 가장 높았다 (ssi=0.07) (Figure 18). 이때 침엽수림과 낙엽

활엽수림이 하나의 그룹으로 병합되고, 하천과 해안이 하나로, 나지와 경작지가 

하나로 병합되었다. k 평균 클러스터 분석 결과는 포유류 서식지 유형의 구분은 

11개의 서식지 유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8. k-means cascade plot presenting the group belonging to each 

habitat type for each partition. The simple structure index (ssi) was highest 

in the partitioning of 11 groups. In this case, the conifer forests and the 

broad-leaved forests, the coast and the stream, and the bare ground and the 

farm were combined into the same habita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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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계층  클러스터 분석을 이용해 포유류 서식지 유형들 간의 유사성과 

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크게 4그룹의 서식지 유형으로 분리되는 클러스터

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9). 포유류에게는 가장 차별화된 서식지 유형은 

주거지 고, 다음은 해안과 하천이 병합되어진 클러스터 다(Figure 19). 그 외 

11개의 서식지 유형을 두 그룹으로 나 다면 첫 번째로 낙엽활엽수림, 침엽수

림, 혼효림, 임도, 계곡, 도로가 병합된 산림지역의 서식지 유형, 두 번째로 경작

지, 나지, 수지, 지, 도서(Island)가 병합된 클러스터로 나  수 있었다. 수계 

속성인 수지는 상단부에서 분리된 해안-하천과 병합되지 않고 나지-경작지와 

병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지가 나지와 경작지에 인

한 경우가 많아 지 에 서식하는 포유류에게 직 인 향을 주는 생태공간

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 단된다. 도서에서의 포유류 서식환경이 산림형에 포

함되기 보다는 나지-경작지와 병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도서 생태계는 이

질 인 서식공간으로 포유류의 이동이 제약됨으로 인해 찰되는 포유류상이 

빈약하기 때문이라 단된다. 결과 으로, 계층  클러스터 분석에서 [1] 침엽수

림-낙엽활엽수림, [2] 해안-하천, [3] 나지-경작지가 가장 하단부에서 먼  병합

되어 k 평균 클러스터 분석(비계층  분석)의 결과인 11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된 

것과 일치했다.

Figure 19. Similarity and hierarchy among mammal habitat types using ward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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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형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포지셔닝 맵상에 치한 각 서식지 유형 키워

드에 종들의 치를 배열하여 각 서식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종의 차별성과 연

성을 표시하 다. Shepard diagram 분석 결과의 합성을 확인한 결과, R²값이 

1에 근사하여 비계량형 다차원 척도 분석의 결과가 한 것으로 단되었다

(Figure 20). 분석 결과, 포유류에게 가장 차별된 서식지 유형인 주거지인 경우, 

생쥐와 집쥐 두 종이 가장 많이 출 하 을 뿐 아니라, 이 2종의 출 빈도가 다

른 서식지 유형에서는 낮게 나타나 주거지 유형에서 제한 이라 단할 수 있었

다(Figure 21). 주거지의 유형으로 마을, 인가, 주거지, 사찰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서식지로 주거지와 농경지, 원을 이용하는 집쥐와 생쥐의 부분은 마을, 

인가, 거주지, 사찰 등에서 생포트랩으로 포획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안과 하천의 경우, 수달, 고라니, 구리의 순서로 많이 출 하 지만 다

른 서식지 유형에서도 많이 출 한 구리나 고라니와는 달리 수달은 하천과 해

안 서식지 유형에서 제한 으로 나타났다. 하천, 해안, 주거지가 제외된 10개의 

서식지 유형은 상호간에 연계되어진 서식지로 서로 인 하게 치하 으며, 두더

지, 구리,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등 쥐 등의 종들의 서식지가 산림지 와 

지  같은 서식지를 포 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 단된다.

Figure 20. Shepard diagrams of the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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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biplot of Euclidean 

dissimilarity matrix. Black and bold text indicates a habitat type, and red 

and italic text indicates a species. The four representative mammal habitat 

types (river type, forest type, residence habitat and lowland type) were 

shown as a blue diamond, a green triangle, a red square, and a orange circle 

symbol, respectively.

이 연구에서는 제3차 포유류 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식지 유형을 클러

스터링하고 서식지 유형에 나타나는 종의 특징을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국조사

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7목 16과 39종이 으며, 조사야장에 기록된 서식지 유형을 크게 

15개 유형으로 범주화시켰다. 서식지 유형에 한 군집을 분석은 11개로 분류된 서식

지 유형이 가장 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이 한 개의 그룹

으로 병합되고, 해안과 하천이 하나로, 나지와 경작지가 하나로 병합되었다. 한 

Ward 계층  클러스터 분석에서 서식지 유형들 간의 유사성과 계는 포유류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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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가장 차별된 서식지 유형이었고, 다음으로 차별화된 서식지는 해안과 하천이 

병합된 클러스터 다. 비계량형 다차원척도 분석에서는 생쥐와 집쥐가 주거지에서, 수

달이 해안과 하천에서 가장 한 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포

유류의 서식지 유형의 분류는 크게 산림을 주요 서식지와 이동경로로 이용하는 산림형

과 물을 주요 서식지로 이용하는 하천형, 주거지 인근에서 서식하는 주거형, 곡류나 씨

앗을 주 먹이원으로 하는 지 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자연환경조사 조사지침을 마련할 때에

는 조사지 에 한 항목에 이러한 내용을 반 한 서식지 유형 용이 필요하다 하겠

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해양포유류를 제외한 육상 포유류  박쥐목과 일부 설치

목에 한 조사가 미비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서식지 유형인 동굴에 한 정보가 부족

한 한계 은 있다. 따라서 국자연환경조사의 향후 조사체계 개선방안으로 기존에 조

사가 미미한 종인 익수목과 설치목에 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 한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에서도 · 형포유류와 소형포유류를 

분리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자연환경조사에서 ·

형포유류와 소형포유류를 분리하여 조사한다면 국에 분포하는 포유류의 분포와 서식

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확인된 포유류의 서식지 유형을 클러스터링하고, 각 서식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종의 특징을 악하 는데 이 결과는 종에 한 생태 정보로 활용

되어 잠재서식지 측, 포유류 모니터링 상지 샘 링 방법 개발과 같은 서식지 보

을 한 리에 용 가능할 것이다(Razgour et al., 2011). 한 향후 제5차 국자

연환경조사 방법의 개선이나 생태계 조사사업의 발  방향 등을 마련하는 데 리 활

용될 수 있을 것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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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종합 고찰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멸종 기야생생물 Ⅱ 으로 지정하여 리되고 

있는 삵을 연구 상으로 삼아 행동권, 서식지 이용, 행동패턴, 서식지 유형을 분

석하여 종과 서식지 보호  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생태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먼  삵 행동권 연구에서 삵의 행동권은 구리와 오소리에 비해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동권의 크기가 잡식보다 육식일수록 더 큰 행동범 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는 소형포유류를 주 먹이원으로 하는 삵이 채이활동을 하는 역

이 더 클 것이다. 삵을 포함한 구리와 오소리의 행동권은 수계를 포함한 인  

산림에서 첩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물이 삵의 서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삵의 출  치자료를 바탕으로 서식지 이용특성을 분석한 결과 삵이 가장 선

호하는 향은 동남향이며, 25-30 ° 경사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며, 해발고도 

500-600 m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로와 수계는 가까울수록 분포하

는 지 이 증가하 다. 한 활엽수림을 가장 선호하며, 수목연령 4 , 수

도 도를 선호하 다. 삵의 출 자료와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잠재 인 서식가

능 공간을 MaxEnt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삵의 서식에 가장 높은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도로의 개발에 앞서 삵에 한 서식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MaxEnt 모델의 서식지 합성 평가에서 서식지 합면 은 23.06 ㎢로 

나타났다. 향후 이 모델을 통한 장 검증이 수행되어 이 모델의 신뢰성이 높아

진다면 잠재서식지 측모델은 삵 개체군 보   리에 활용될 수 있다.

카메라 트래핑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삵은 1,216장  47장이 확인되었으며, 

체 3.9%를 차지하 다. 삵의 주요 활동시간 가 2시, 17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일몰 이후 야간시간 에 활동이 집 되는 패턴으로 야간에 75% 이상 활동하

으므로 야행성(nocturnal) 포유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패턴에는 삵의 

먹이원인 설치류나 멧토끼의 활동이 야간에 집 되어 있었으며, 삵의 주 먹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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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되는 설치류의 활동이 삵의 활동에 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활동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삵은 등산객의 방문 후 

재출  시간이 다른 야생동물들에 비해 가장 짧았으며, 가장 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삵, 오소리, 담비와 같은 산림에서의 최상  포식자가 등산

객의 방문 후 재출 시간이 빨랐으며, 이러한 결과는 포식자가 인간의 활동에 

향이 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서식지 유형분류의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포유류 문가들에 의해 장

기간 조사된 야장을 통해 서식지 유형을 클러스터링하고 서식지 유형에 나타나

는 종의 특징을 악하 다. 멸종 기종인 삵의 흔 은 주로 산림환경에서 84%

가 확인되었으며, 농경지, 지, 수지, 도로 등 동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식

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량형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삵의 치는 

산림을 포함한 치가 가장 가까웠으며, 주거지역과 해안가는 먼 서식지로 에 

치하 다. 따라서 삵의 서식지 유형 분류는 산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멸종 기종인 삵의 행동권, 서식지 이용 특성, 주요 활동패턴, 

서식지 유형의 치에 한 생태  특성이 밝 졌다. 이 연구가 삵의 생태를 포

으로 수용하여 정리하 으나 다양한 표본추출을 통한 상세한 연구는 필요하

다고 단된다. 이 연구는 산림내 부분 인 생태  특성과 백두 간, 국단 의 

조사에서 나타난 삵의 생태 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산림내에 서

식하는 삵의 보 과 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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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

이 연구는 삵의 행동권과 서식지 환경특성 분석, 행동패턴, 서식지 분류에 

한 분석을 하기 해 수행되었다. 삵의 행동범 는 계 별 행동권에 한 연구와 

경쟁종( 구리, 오소리)과의 비교, 첩되는 지역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삵의 서식지 이용특성 분석을 통해 선호하는 서식지에 한 특성을 분석하 다.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행동패턴에 한 연구와 마지막으로 서식지 분류를 통해 

삵의 서식지 유형의 범 를 밝히고자 한다. 

1.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삵(P. bengalensis)의 행동권 연구가 수행되었다. 삵과 경

쟁종에 한 연구도 같은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생포용 트랩(210A 

Tomahawk live trap)으로 삵, 구리, 오소리 각 3마리씩을 포획하 으며,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VHF와 CDMA 방식으로 무선 추 하 다. 

연구 결과, 삵의 행동권은  MCP 100 7.13 ± 5.61 ㎢, 7.77 ± 3.91 ㎢, 1.88 ± 

0.96 ㎢ 이었고, 구리의 행동권은 MCP 100 6.53 ± 6.66 ㎢, 3.39 ± 4.73 ㎢, 

FK 50 0.48 ± 0.62㎢, 오소리의 행동권은 MCP 100 1.77 ± 1.82 ㎢, FK 95 

3.17 ± 4.52 ㎢, FK 50 0.63 ± 0.87 ㎢으로 확인되었다. 삵의 행동권 범 는 

구리, 오소리보다 크고 6㎢ 이상이었다. 경쟁종 3종의 동일한 서식지에서 행

동권은 1.2-4.4% 첩되었으며, 수계 근처에서 첩이 발생하 다.

2. 이 연구에서는 멸종 기종 삵의 치정보를 이용해 서식지 환경특성 정보, 잠

재서식지 측을 한 MaxEnt 분석이 이루어졌다. 삵은 남동향을 가장 선호

하 으며, 경사도는 25-30°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 다. 주로 활동고도는 

500-600 m에서 가장 많은 치좌표가 분포하 다. 수계와의 거리는 50 m 이

내인 서식지가 45.7%로 높은 분포를 보 으며, 수계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치좌표의 분포가 높게 확인되었다. 인 인 요인들과의 계에서는 도로와

의 거리는 100 m 이내에서 25% 수계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높은 치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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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삵이 이용하는 서식지의 산림타입은 활엽수림을 선호

하 고, 수 유율은 도, 흉고직경은 4등 의 경목을 가진 산림을 선호

하 다. MaxEnt 분석에서 삵의 서식지 선택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요인은 도

로와의 거리가 가장 높았으며, 상  기여도 5개의 인자에 고도, 주거지와의 거

리, 향, 임상도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삵의 서식지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  교란이 상  기여도에 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소백산 동북부 지역에서 삵이 서식지 합 면 은 23.06 ㎢로 나타났다. 

우리의 연구에서의 서식 가능지역 측에 한 장검증이 반 된다면 우리의 

모델의 신뢰도는 상승할 것이다.

3. 이 연구에서는 무인센서카메라(Camera trap)를 통해 백두 간의 포유류 동물

상을 조사하고 인간의 향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총 1,216개의 포유류 

사진과 3,248개의 인간 근(Human Acess) 사진이 CT 조사 에 촬 되었습

니다. 포유류 사진에서 우리는 13종의 포유류를 확인하 다. 이  고라니는 

CT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카메라에 촬 된 시간을 기 으로 해당 포유

류를 3개 그룹(주행성 3종, 야행성 7종, 혼합형 3종)으로 분류하 다. 삵의 출

한 빈도는 총 47컷으로 체 촬 횟수의 출 율은 3.9% 다. 삵은 야간활동

이 체활동의 76%를 차지하 으며, 야행성 포유류로 구분되었다. 삵의 먹이

원으로 이용되는 쥐과와 멧토끼가 야간 출 이 많은 것을 확인하 고, 삵과의 

활동시간 가 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HA 이후 삵의 재출  시간

이 07:05 ± 08:38 t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분의 포유류는 HA 이후 평

균 재출 시간은 16:34 ± 22:25 t이었다. 분석결과, HA 의 수는 포유류의 재

출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종에 따

라 차이는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이 연구는 2006-2012년 조사된 제3차 포유류 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70,562

개)를 이용하여 국내 포유류의 서식지 유형을 클러스터링하고 서식지 유형에 

나타나는 종의 특징을 악하기 해 이루어졌다. 조사된 야장에 기록되어진 

서식지 유형들  15개 키워드를 뽑아 재분류하여 분석하 다. 서식지유형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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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분석은 30회 이상 기록된 14개 서식지 유형을 상으로 비계층  클러스터 

분석 (k 평균 클러스터 분석), 계층  클러스터 분석, 비계량형 다차원척도법

을 시행하 다.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국에서 수집된 제3차 국자연환경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포유류는 총 7목 16과 39종이었다. 연구결과, 삵은 총 

4,132회의 조사흔 이 기록되었으며, 체 기록된 종  상  10  안에 포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삵이 출 한 서식환경을 살펴보면, 임도를 포함한 산

림환경에서 84%(3473회)가 확인 다. 서식지 유형 군집 분류는 11개로 클러

스터 분류했을 때 단순구조지수가 가장 높았다(ssi = 0.07). 계층  클러스터 

분석에서 서식지 유형들 간의 계와 유사성을 확인해 본 결과, 포유류에게 

가장 차별화된 서식지 유형은 주거지 고, 그 다음으로 해안과 하천이 병합되

어진 클러스터 다. 비계량형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포유류에게 가장 차별된 

서식지 유형인 주거지는 생쥐와 집쥐 2종이 한정 으로 나타났으며, 해안과 

하천은 수달이 제한 이었다. 비계량형 다차원척도에서 삵은 10개의 상호 연

된 치의 숲 서식지와 가까운 곳에 치한 반면, 주거 지역과 해안 지역은 

먼 서식지에 치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포유류 서식지 유형은 크게 

산림형(산림을 주요 서식지와 이동경로로 이용), 하천형(물을 주요 서식지로 

이용), 주거형(주거지 인근에서 서식), 지 형(씨앗과 곡류를 주 먹이원으로 

이용)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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