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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산 자연휴양림 내 들쥐류의 종 분포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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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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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wildlife management, 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and ecology of wild mice in 
Mt. Keumwon recreational forests. The trapped wild mice were a total of 4 species such as Eothenomys regulus,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podemus agarius, and Crocidura suaveolens. A total of 79 individuals from four species were 
trapped. Number of Eothenomys regulus was the highest as 41 individuals followed by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of 31 individuals, Apodemus agarius of 4 individuals, and Crocidura suaveolens of 4 individuals. Depending on forest 
type, 51 individuals were captured in broad-leaved forests, whereas 28 individuals were captured in coniferous forests. 
Average weight of the trapped Eothenomys regulus,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podemus agarius, and Crocidura 
suaveolens was 37.13 g, 36.29 g, 31.25 g, and 15 g, respectively. Among the trapped wild mice, vole which has the 
largest head and ears were Eothenomys regulus and vole which has the longest tail was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nd Apodemus agarius (p＜0.5). This study might be valuable to control and predict some damages related to wild 
mice in Mt. Keumwon for protecting forest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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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지역에서 서식하는 들쥐류의 특징은 생태계 군

집을 이루고 있는 수목의 종실, 어린묘목, 수목의 수피, 
목질부의 천공을 함으로서 수목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

고 있으며, 수목의 건전한 미래목으로 생장과 목재의 이

용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수목이나 치수의 보호를 

위한 생태계에서 들쥐류의 서식생태와 분포의 종 구성

을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들쥐류는 생태계의 

중요한 위치로서 수목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금원산은 해발 1,352.5 m이며, 1992년 금원산자연휴

양림을 조성하고 2010년에는 금원산 아고산생태수목원

을 완성하였다(Lee 2012). 금원산자연휴양림이 위하한 

지역의 지층모암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은 대부분 사질토양이고 금원산 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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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 map of the survey area (I-IV) in Mt. Kumwon recrea-
tional forest. S, Main station in Mt. Kumwon recreational forest; F, fall be-
tween Mt. Keumwon and Mt. Kibeack.

남동쪽의 사면은 북서쪽의 사면보다 경사가 완만한 편

이며, 토심이 깊고 토양습도가 적윤하여 식물의 생육에

는 적당한 조건이다.
금원산에 대한 목본 식물상에 관한 연구, 자연휴양림

의 산림군집구조에 관한 연구와 식물종의 계절별 식물

종의 변화 및 식물종 조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Kwon et 
al. 1998). 식생의 군집의 변화는 다양한 산림생물 종들

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공급을 통해 산림의 생물다양

성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Smith 1986; Igarashi and 
Kiyono 2008). 실제로 최근에 벌채된 공간에 새로운 하

층식생의 침입과 발달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식물의 

침입 등을 유도하여 복잡한 식생구조와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Wilson and 
Puettmann 2007; Ares et al. 2010) 자연휴양림과 아고산 

생태수목원의 탐방객의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연휴양림 생태계에 분포하는 딱정벌레류

의 서식과 다양도 등 곤충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있다

(Lee 2012; Park and Lee 2013). 
들쥐류에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들쥐류

는 3아과 4속 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들쥐류에 관한 연

구로 Thomas (1906)에 의하여 “한국산 소포유류의 목록”
을 발표하였다. Jonea and Johnson (1955)와 Johnson and 
Jones (1995)은 우리나라의 갈밭쥐, 멧밭쥐와 등줄쥐를 

연구하였으며, Won (1967)은 들쥐류를 꾸준히 연구하여 

이것을 1967년도 문교부에서 발간한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으로 집대성하였다. 들쥐류의 생

태적 연구에서 Nam (2001)은 경남 양산시의 취서산에서 

전반적인 들쥐류의 생태를 조사하였다. 
들쥐류에 의한 수목피해에 대한 연구는 1957년 Won 

and Woo (1957)에 의해 강릉영림서 관내에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50%나 야서의 피해로 고사하였다는 피해보고

가 처음으로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Kim (1967)이 

지리산 지역의 조림지에서도 야서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보고가 있었고, Park (1985)는 야서의 피해가 

맹종죽에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들쥐의 서식

생태에 관하여는 Kanemori and Tanaka (1968)의 연구보

고가 있었고, Won and Lee (1981), Yun and Kim (1985), 
Nam (1996) 등에 의한 보고가 있다. 들쥐류에 의한 산림

피해에 대하여 일본의 연구는 북해도 지역에서 피해가 

극심하여, 약제에 의한 방제방법 연구로 산림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도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Inoue 1960). 
따라서 본 연구는 금원산 지역에서 서식 분포하고 있

는 들쥐류의 종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여 금원산자연휴

양림과 아고산생태수목원의 들쥐류의 생태계 관리를 위

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 개황

본 연구의 조사지는 금원산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

면과 북상명 그리고 함양군 안의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

으며, 지리적으로 동경 127o 45′E-127o 50′E, 북위 35o 42′
N-35o 450′N (Park and Lee 2013)에 위치하고 있다. 식생

은 낙엽활엽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리산과 덕유

산 등에 연접해 있어 정상부근 능선에서 자생하는 구상

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흰참꽃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

다. 조사지역의 정확성을 위한 GPS 좌표는 제I 조사구 

500 m에서 127o 45' 59''E, 35o 43' 41'' N, 제II 조사구 600 
m에서 127o 47' 31''E, 35o 43' 30'' N, 제III 조사구 700 m
에서 127o 47' 18''E, 35o 43' 20'' N, 제IV 조사구 900 m에

서 127o 46' 28''E, 35o 43' 15'' N 으로 4개의 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Fig. 1, Table 1).

조사방법

조사시기는 1차 조사를 2012년 3월 22일에서 25일, 2
차 조사를 6월 22일에서 25일, 3차 조사를 8월 22일에서 

25일, 4차 조사를 10월 22일에서 25일까지 계절별로 실

시하여 채집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조사구는 5 ha를 선

정하고 ha 당 10개씩 별로 19x11x9 cm (Fig. 2)의 펀치트

랩을 50개씩 모두 200개를 설치하였고, 유인먹이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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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vironment of survey area

Variables
Survey area

I II III IV

Altitude (m)
Inclination (o)
Forest type
Dominant trees (2-10 m)

500
  25

Softwood forest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Pinus rigida
Larix leptolepis

600
  30

Hardwood forest
Quercus acutissima
Quercus serrata 
Acer palmatum
Alnus hirsuta
Castanea crenata

700
  32

Hardwood forest
Quercus mongolica
Qurecus variabilis
Fraxinus sieboldiana
Fraxinus mamdshurica
Mangnolia sieboldii

900
  32

Softwood forest
Abies koreana
Pinus koraiensis 
Abies nephrolepis 
Pinus densiflora

Fig. 2. A view of trap for field mice at the survey area.

땅콩과 쥐포를 사용하였다. 포획은 설치 후 4일간 매일 

연속채집으로 각 조사구별로 순회하여 채집된 개체를 

회수하였다. 채집된 개체는 종별, 체중을 조사하여 기록

하였으며, 디지털캘리퍼스(Mitutoyo CD-20CP)로 머

리, 귀, 꼬리길이를 각각 측정하여 신체의 생태를 조사하

였으며, 포획된 개체는 귀 부분에 표식을 하여 놓아주는 

포획-재포획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구별 산림환경

금원산 조사구의 산림환경은 제I 조사구는 표고 500 m
를 중심으로 침엽수가 수관상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

로서 우점종은 소나무(Pinus densiflora), 잣나무(Pinus kor-
aiensis),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낙엽송(Larix lep-
tolepis)이 침엽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제II 조사구는 표고 

600 m를 중심으로 활엽수가 수관상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점종은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졸
참나무(Quercus serrata), 단풍나무(Acer palmatum), 물오리

나무(Alnus hirsuta) 밤나무(Castanea crenata)가 활엽수림

을 형성하고 있다. 제III 조사구는 표고 700 m를 중심으

로 활엽수가 수관상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점

종은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굴참나무(Qurecus vari-
abilis), 쇠물푸레나무(Fraxinus sieboldiana), 들메나무

(Fraxinus mamdshurica), 함박꽃나무(Mangnolia sieboldii)가 

활엽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제IV 조사구는 표고 900 m를 

중심으로 침엽수가 수관상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 우점종은 구상나무(Abies koreana), 잣나무(Pinus kor-
aiensis),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소나무(Pinus densi-
flora)가 침엽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금원산은 인

위적인 간섭이 배재되어 다양한 식생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고, 곤충(Park and Lee 2013), 들쥐류 등의 

자연생물이 다양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산림환경으

로 사료된다.

들쥐류의 종 분포

금원산에서 포획된 들쥐류의 종의 구성은 대륙밭쥐

(Eothenomys regulus), 흰넓적다리붉은쥐(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등줄쥐(Apodemus agarius), 땃쥐(Crocidura sua-
veolens)로서 4종이 포획되었고, 개체수는 대륙밭쥐가 40
개체, 흰넓적다리붉은쥐가 31개체, 등줄쥐가 4개체, 땃
쥐가 4개체였다(Table 2). 계절별로는 3월과 6월에 가장 

많이 포획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번식기와 산림지역의 

수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지역에서 서

식하는 대륙밭쥐와 흰넓적다리붉은쥐는 봄철에 번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Yun 1994; Ryu 2000), 들쥐류

의 경우 자연림에서 참나무류가 교목층과 아교목층을 

형성하는 산림지역에서 설치류의 밀도가 높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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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t captured number of field mice in Mt. Kumwon recreational forest

Months
Species

Eothenomys regulus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podemus agarius Crocidura suaveolens

March
June
August
December
Total

13
13
  8
  6
40

11
  9
  7
  4
31

2
1
1
0
4

1
2
1
0
4

Fig. 3. Changing in numbers of captured field mice on hardwood forest 
type. ER, Eothenomys regulus; ASP,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A, 
Apodemus agarius; CS, Crocidura suaveolens.

Fig. 4. Changing in numbers of captured field mice on softwood forest type. 
ER, Eothenomys regulus; ASP,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A, Apodemus 
agarius; CS, Crocidura suaveolens.

(Lee et al. 2010)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별 종 분포

임상별 들쥐류의 월별로 포획한 종 구성은 활엽수림 

지역에서 포획된 개체수가 대륙밭쥐 등 4개종의 51개체

였으며 대륙밭쥐가 28개체, 흰넓적다리붉은쥐가 19개

체, 등줄쥐가 2개체, 땃쥐가 2개체였다(Fig. 3). 
침엽수림 지역에서 포획된 개체수는 대륙밭쥐 등 4개

종의 28개체였으며 대륙밭쥐가 12개체, 흰넓적다리붉은

쥐가 12개체, 등줄쥐가 2개체, 땃쥐가 2개체였다(Fig. 4). 
포획된 들쥐류가 활엽수림와 침엽수림에서 변화를 조

사한 결과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에서 1.8배 많이 포획

되어 활엽수림 지역에서 들쥐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s 3, 4). 이러한 결과는 Mieao (1965)
는 식이물이 곤충의 서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

며, Miyamoto and Kikuchi (1984) 들쥐류가 활엽수의 참

나무림 지역에서 서식과 도토리 식이물의 운반과 저장에 

대한 연구에서 참나무류와 들쥐의 서식과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본 조사에서 상

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의 참나무류가 

우점하고 있는 활엽수림 지역에서 설치류가 많이 포획된 

것으로 사료된다.

들쥐류의 체중

금원산에서 서식하는 들쥐류 4종을 활엽수림 지역

(Fig. 5)과 침엽수림 지역(Fig. 6)에서 각각 조사하였다. 
활엽수림에서는 침엽수림에 비해 들쥐류 4종의 개체수

가 적었으며, 특히 대륙밭쥐의 체중은 활엽수림에서는 

40-49 g의 범위였고, 평균 체중은 44.69 g이었다. 45 g 범
위에서 21개체와 40 g 범위에서 18개체에서 조사되었

다. 반면, 침엽수림에서는 25-50 g의 범위였고 평균 체중

은 37.13 g이었다. 35 g 범위에서 15개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 g 범위에서 13개체였다. 본 연구결과 중 활

엽수지역 44.69 g과 침엽수림 지역의 대륙밭쥐의 평균 

체중은 37.13 g였는데, Ueta (1984)가 보고한 평균 체중 

35 g 보다 다소 높았다. 흰넓적다리붉은쥐는 활엽수림

에서는 40 g 범위에서 1개체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않

았지만, 침엽수림에서는 체중 25-45 g의 범위였고, 평균 

체중은 36.29 g이었다. 35 g 범위에서 13개체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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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eight constitution of captured field mice by softwood forest type. 
ER, Eothenomys regulus; ASP,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A, Apodemus 
agarius; CS, Crocidura suaveolens.

Fig. 5. Weight constitution of captured field mice by hardwood forest type. 
ER, Eothenomys regulus; ASP,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A, Apodemus 
agarius; CS, Crocidura suaveolens.

Table 3. Individual body size of captured field mice in Mt. Kumwon recreational forest (Mean±SE)

Species
Length (mm)

Head Ear Tail

Eothenomys regulus
Apodemus speciosus peninsulae
Apodemus agarius
Crocidura suaveolens

106.71±3.21a*
101.62±2.54b

  98.57±4.22c

  59.21±1.41d

13.27±0.22a

12.22±0.17ab

11.71±0.17ab

  8.31±0.11c

42.69±0.97b

86.64±1.27a

84.74±1.67a

  41.0±1.27b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았고, 다음으로 40 g 범위에서 12개체였다. Ueta (1984)
가 보고한 흰넓적다리붉은쥐 평균 체중 35 g보다 약간 

높았다. 대륙밭쥐와 흰넓적다리붉은쥐의 체중이 증가

한 것은 최근 들어 숲의 생태계가 건강해지면서 들쥐류

의 식이물 또한 증가에 의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등
줄쥐의 경우 활엽수림에서는 30 g 범위에서 4개체가 발

견되었고, 침엽수립에서는 등줄쥐의 체중은 30-35 g의 

범위였고, 평균 체중은 31.25 g이었으며 총 4개체가 포

획되었다. Kanemori and Tanaka (1968)이 보고한 31 g 내
외의 체중 범위와 유사한 결과였다. 땃쥐는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지역 모두 15 g 범위에서 각각 4개체가 포획되

었는데 Nam et al. (2006)의 승학산 들쥐류의 생태에 관

한 보고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다른 들쥐에 비해서 종수

나 평균체중이 적었다.

들쥐류의 생태

금원산에서 포획된 들쥐류 4종에 대하여 머리, 귀, 꼬
리길이를 측정한 결과 대륙밭쥐는 머리가 106.71±3.21 
mm 귀가 13.27±0.22 mm 꼬리길이가 42.69±0.97 mm
였으며, 흰넓적다리붉은쥐는 각각 101.62±2.54 mm, 

12.22±0.17 mm, 86.64±1.27 mm였고, 등줄쥐는 각각 

98.57±4.22 mm, 11.71±0.17 mm, 84.74±1.67 mm, 땃쥐

는 각각 59.21±1.41, 8.31±0.11 mm, 41.0±1.27 mm 로 

조사되었다(Table 3). 
머리와 귀는 대륙밭쥐가 가장 컸고, 꼬리길이는 흰넓

적다리붉은쥐와 등줄쥐가 길었다. 따라서 붉은쥐속의 

들쥐류인 흰넓적다리붉은쥐와 등줄쥐의 경우에 몸집에 

비하여 꼬리가 다른 들쥐류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anemori and Tanaka (1968), Miyamoto 
and Kikuchi (1984)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사료되며, 
따라서 들쥐류의 서식지역의 임상과 산림의 관리 상태 

그리고 서식지의 식이물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금원산 지역에서 시석하는 들쥐류의 생

태 및 종 분포를 조사하여 자연휴양림과 아고산생태수

목원의 야생동물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

적으로 실시하였다. 금원산 휴양림지역에서 서식하는 

들쥐류의 경우 대륙밭쥐와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줄쥐, 
땃쥐의 4종이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종은 숲의 건강상태

가 좋은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종이다. 인위적으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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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벌채와 자연재해의 산사태 로 발생하는 숲이 파괴

된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들쥐류의 서식밀도가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들쥐류의 종과 분포 그리고 생태를 조사하

므로서 앞으로 숲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휴양림과 아고

산생태수목원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

다. 들쥐류는 참나무류가 아교목층을 형성하고 수목잔

존물의 있는 자연환경을 좋아하는 산림성 들쥐류 대륙

밭쥐와 흰넓적다리붉은쥐가 많이 포획되어 서식밀도가 

높았으며, 반면 개활지 선호종인 등줄쥐의 경우 포획수

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서식밀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자연휴양림의 주변 산림의 관리는 하층식생 및 수

관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들쥐류

의 다양성 유지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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