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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산림과 도시 공원에서의 연구는 많이 수

행되고 있으나 건물 및 도로와 소규모 녹지가 모자이크 형태를 이루는 

도시숲에서의 생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도시숲에 서식하는 곤줄

박이(Parus varius), 박새(P. major), 쇠박새(P. palustris) 3종의 번식기 둥

지자원 및 세력권 특성을 파악하여, 번식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1-2013년 박새류 번식기인 3월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자연둥지 및 인공새집 조사와 세

력권도식법을 수행하였다.

  곤줄박이와 박새는 둥지자원으로 인공새집을 주로 이용한 반면, 쇠박

새는 수동(나무 구멍)을 주로 이용하였다. 인공새집이 아닌 둥지자원에 

있어 박새가 쇠박새보다 최소입구직경이 크고 수평깊이와 위험거리가 깊

은 동공을 이용하였으며 관찰 알․새끼수도 많았다. 인공새집을 이용한 둥

지위치 조사 결과 곤줄박이는 산림 가장자리에 가까운 곳의 인공새집을 

이용하였고, 박새는 녹지율이 높은 곳의 인공새집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

였다. 

  세력권 크기는 곤줄박이가 3.49 ± 0.50 ha, 박새는 1.66 ± 0.14 ha, 쇠박

새는 1.52 ± 0.14 ha이었으며 종간 세력권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았다. 박

새류의 세력권크기와 세력권 내 녹지율(세력권녹지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새류의 최소 세력권녹지율은 보통 약 

25-30%이었으며 박새의 세력권녹지의 수관울폐도는 92.8 ± 1.2%이었다. 

박새의 세력권크기가 작고 세력권녹지율이 높아 세력권질이 좋을수록 번

식시기가 빠르고 부화 13일째 새끼의 무게/부척 비율이 높았고 육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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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아 번식에 유리하였으나, 알이 가벼웠고 둥지포기에 의한 번식실패 

가능성이 높았다.

  둥지자원 유형, 동공 특성, 둥지위치, 세력권 조사 결과 곤줄박이, 박

새, 쇠박새는 우세성과 생태적 특성에 따라 도시숲에서 같은 공간에 서

식하며 생태적 지위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세종인 곤줄박

이와 박새는 번식에 유리한 인공새집을 이용하거나 동공이 큰 둥지자원

을 이용하였다. 둥지위치 선택에 있어 곤줄박이는 산림내부종으로 산림

에서 수동자원을 찾지 못한 번식쌍이 캠퍼스 내 산림 가까이에 설치된 

인공새집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박새는 서식지 질이 좋은 곳인 녹

지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번식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세력권녹지율이 높을수록 먹이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할 수 

있고 번식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적을 수 있어 박새는 빨리 번식하

여 상대적으로 짧은 육추기간에 새끼를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인공새집 주변의 식생구조 역시 둥지위치 선택과 번식성공

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미세기후와 포식 위험 및 간섭, 세력권질과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박새류를 대상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한 도시 녹지 관

리를 위해서는 인공새집 설치와 수동 보전 등 둥지자원 관리 및 대단위 

녹지 보전이 필요하며 수관울폐도가 높은 최소 30% 이상의 녹지율 조성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로는 도시숲 박새류의 생존률과 

정착률 연구와 생태적 지위분할 연구, 부모 질 연구 등을 제안한다.

주요어 : 녹지율, 동공 특성, 둥지위치, 세력권질, 생태적 지위분할, 

food-value theory

학  번 : 2004-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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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1. 도시생태계

1.1.1. 도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

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도시화가 80% 이상 진행되는 등, 현재 인류 과반

수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UN 2014). 20세기 중반 이후의 이러한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위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Müller and Kamada 2011). 따라서, 비도시화 지역에서의 야생동

물 보전활동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야생동물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존속·보존·증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Shaw 1985, Savard et al. 

2000), 도시 생물다양성이 도시민에게 주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요

하게 인식됨에 따라(De Oliveira et al. 2011, Koo et al. 2013), 도시 생물

다양성 관리와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Müller and Kamada 2011).

  이에 따라, 도시 내 생태계 기반의 지역계획·관리가 미래의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필수요소임이 인식되어 그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사회 활동

이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에서는 2008년 제9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후로 『도시 생물다양성 글로벌 파트너십(GPCB, Global 

Partnership on Cities and Biodiversity)』을 시작하였다(Müller and Kamada 

2011). 도시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

성된 과학네트워크인 URBIO (Urban Biodiversity and Design)는 GPCB 회

원으로 활동하며 CBD COP 행사 전에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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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ller and Kamada 2011). 또한 84개국 1,000여개 회원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ICLEI-지

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생물다양

성 도시(Biodiverse City)를 8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생물다양성 이

니셔티브인 『생물다양성 지방 행동(LAB: Local Action for Biodiversit

y)』을 수행하며(http://www.icleikorea.org/main.htm), CBD 사무국과 파트너

십을 갖고 CBD COP에 참여하고 있다(De Oliveira et al. 2011, 

http://www.cbd.int/en/subnational/partners-and-initiatives/iclei).

  한국 정부도 도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활동을 진

행되고 있다. 우선 산림청에서는 『도시림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

시숲·학교숲·마을숲·가로수 등을 조성하여 도시내 부족한 녹색공간 확충

을 추진하고 있다(산림청 2013). 또한 도시림 지속성 지수 개발을 위한 

평가항목에 관리성(관리성, 예방성, 계획성), 사회성(휴양성, 접근성, 복지

성, 활용성)과 함께 생태적 건강성(안정성, 자연성, 회귀성, 잠재성, 서식

가능성)을 포함하여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생태계 건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산림청 2012). 환경부에서는 『생태면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 순환기능을 가진 녹지 등의 토양 면적을 사전환경성검토 

등 환경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또

한 최근 정부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6대 전략 중 『전략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주요 과제로 도시지역 생물다양

성 증진과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4).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도시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 

내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도시 생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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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아직까지 도시와 생물다양성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실정이다(De Oliveira et al. 2011).

1.1.2. 도시숲

  Miller (2007)는 도시숲(urban forest)을 ‘주거지와 주변에 있는 모든 수

목 및 식생’으로 정의하면서 가로수, 주거지․공원과 사유지․공유지의 나

무, 산림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도시숲을 ‘국민의 보건휴

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학교숲, 산림공원, 가로수(숲) 등’이라고 정의하였다(산림청 홈페이

지). 세부적으로는 도시주변 산림(도시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도시자

연공원구역 등을 비생활권 도시숲으로, 도시공원, 녹지, 가로수 등 도로

변 녹지, 학교숲 등을 생활권 도시숲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산림

청 2013)1). 

  도시숲은 대기오염 감소, 도시열섬현상 완화, 여가․건강 등의 복지, 생

물다양성 보호와 같은 생태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Konijnendijk et al. 

2006, 산림청 2013). 도시숲의 환경․경제․사회적 이익의 중요성이 인식됨

에 따라 개별 나무 한그루의 관리에서부터 생태계에 근거한 접근법까지 

도시림 관리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Konijnendijk et al. 2006). 특히 생태계

서비스에 있어서 도시림과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소규모 녹지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어(Dearborn and Kakark 2010), 산림과 공원 

뿐만 아니라 주거지 주변의 소규모 녹지에 대한 관심이 최근들어 확대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족

한  주변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산림청 2013).

1) 주요 국가의 도시림 및 도시임업 정의는 Konijnendijk et al. (200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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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도시 조류 연구

  아직 도시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조류는 비교적 쉽게 관찰

할 수 있고 서식지 구조와 조성 변화에 민감하여 도시 생태계에서의 조

류 종다양성·군집·번식생태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류군에 비해 상대적으

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Savard et al. 2000, Chamberlain et al. 2009). 

  도시지역에서 녹지 면적에 따른 종다양성 변화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

았다. 섬생물지리학(island biogeography) 이론에 따르면 섬의 면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생물종이 섬에 서식할 수 있다(MacArthur and Wilson 

1967). 도시에서도 고립된 녹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종의 조류가 

서식한다(Fernández-Juricic and Jokimäki 2001, Magura et al. 2008). 국내에

서도 도시에서 섬생물지리학 이론을 적용하여 녹지면적과 조류 종다양성

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서울, Park and Lee 2000, Kim et 

al. 2007; 부산, 허위행 2005). 이러한 종-면적 관계는 길드별, 녹지 유형

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산림특이종(forest 

specialist)은 종-면적 관계가 뚜렸했던 반면 산림일반종(forest generalist)은 

종-면적 관계가 없었다(Magura et al. 2008). 

  대규모 녹지 지역이 아닌 도시 내 개발지역에서 조류 종다양성과 풍부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생, 녹지율 또는 패치 크기, 식생 구조와 

다양성, 산림과의 거리 등이 있다(review in Chace and Walsh 2006). 식생

으로 피복된 면적이 넓을수록, 자연식생 체적이 많을수록 다양한 조류가 

많은 수로 관찰된다(Emlen 1974, Mills et al. 1989, Fernández-Juricic and 

Jokimäki 2001, Sansei et al. 2009, Hong et al. 2013). 특히 도시에서 수동

성 조류 다양성은 목본수와 상관관계가 높다(Sandström et al. 2006). 박새

와 같이 도시에서 흔히 관찰되는 종의 경우 풍부도 또는 관찰율은 녹지

율과 관계가 깊다(Hashimoto et al. 2005, 이장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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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lain et al. (2009)는 산림이나 농촌 지역과 비교하여 도시 지역

에 서식하는 조류의 번식생태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를 리뷰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도

시 환경에서 산란일은 빠른 반면, 한배산란수 및 새끼의 무게 등은 적은 

수치를 보임을 밝혔다. 

  이와같이 도시림과 도시공원 등의 큰 녹지에서 환경인자 및 조류 군집

과 번식생태 그리고 개발지역의 소녹지 환경에서 조류 군집, 도시와 비

도시 지역의 번식생태 비교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림 및 공원 등의 큰 녹지 외에 정원, 가로수 등 소규모 인

공·조경·자투리 녹지의 도시 환경에서의 조류 생태 연구와 번식 생태에 

미치는 도시 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Chamberlain et 

al. 2009). 따라서 소규모 녹지가 인공적인 요소 사이사이에 모자이크 형

태로 섞여 있는 도시숲에서의 조류 생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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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둥지자원

2.1.1. 수동성 조류의 둥지자원 유형

  조류는 알을 낳고 종에 따라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둥지를 만든다. 수

동성 조류(cavity nesters)는 둥지를 동공(cavity)에 만드는 조류를 칭한다. 

수동성 조류는 직접 동공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1차 수동성 조

류와 2차 수동성 조류로 나뉜다. 2차 수동성 조류란(secondary cavity 

nester) 수동성 조류 중 스스로 동공(cavity)을 만들지 못하는 조류를 지칭

한다. 2차 수동성 조류는 자연적으로 부후(decay)하여 만들어진 수동, 딱

따구리가 만든 수동, 사람이 만든 나무상자 형태의 인공새집(nest box), 

건물 틈 등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한다(Brush 1983, Lesiński 2000, 

Lambrechts et al. 2010). 

  수동성 조류가 이용하는 동공을 영어로는 연구자에 따라 cavity 또는  

hole로 표현하며 종종 혼용하기도 한다(e.g. Nilsson 1984, Wiebe 2011). 

연구자에 따라 가지가 떨어진 지점 등에서 곰팡이 등에 의해 부후하여 

만들어진 동공과 딱따구리 등이 만든 동공 모두를 자연동공(natural 

cavity, natural hole)으로 칭하기도 하며, 딱따구리 수동을 따로 

woodpecker cavity 또는 excavated cavity로 구분하기도 한다(Table 1-1). 건

물 등 인공구조물에 있는 동공을 따로 건물틈(building crevice) 등으로 칭

하기도 하나(e.g. Lesiński 2000) 자연둥지장소(natural nest site)로 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Toland and Elder (1987)는 미국황조롱이(Falco 

sparverius)가 이용한 딱따구리 수동과 건물, 전신주를 모두 포함하여 

natural nest site로 분류하고 인공새집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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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avity types and classifications.

Tree Anthropogenic
structure

Reference
caused by decay excavated by bird

natural cavity natural cavity - McComb and Noble (1981)

- natural nest site natural nest site Toland and Elder (1987)

natural hole natural hole - Alatalo et al. (1988)

natural cavity natural cavity - Purcell et al. (1997)

- - building crevice Lesiński (2000)

natural cavity woodpecker cavity - Robles et al. (2011)

natural cavity excavated cavity - LaMontagne et al.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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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동성 조류의 둥지자원 선택

  수동성 조류들은 포식, 침수, 열손실 등에 의한 번식 실패 가능성을 줄

이고 번식성공률을 높이기 위해(Wiebe 2001, Wesołowski 2002), 번식에 

유리한 동공 유형, 나무의 상태, 입구 크기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내부 

면적, 내부 깊이, 수종 등 이용하는 둥지자원의 특성이 있다(Nilsson 

1984, Wesołowski 2002, Walankiewicz et al. 2007, Okahisa et al. 2012). 예

를 들면 일반적으로 동공 내부의 바닥 면적이 넓을수록 수동성 조류의 

한배 산란수가 커지며(Karlsson and Nilsson 1977, Wesołowski 2003, 

Lowther 2012, but see Alatalo et al. 1988), 포식 위험이 적은 높은 위치의 

수동을 선호한다(Nilsson 1984, Camprodon et al. 2008). 

  딱다구리 수동의 수량은 딱다구리의 풍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Cockle et al. 2011). 산림에서 딱따구리 수동은 다양한 2차 수동성 조류

의 중요한 둥지자원이다(Bonar 2000, Cooke and Hannon 2011). 도시 내 

개발지역에서는 딱다구리 풍부도가 낮기 때문에(Park and Lee 2014) 2차 

수동성 조류가 사용할 수 있는 딱다구리 수동이 부족할 수 있으며

(LeMontagne et al. in pess), 기회가 된다면 인공구조물의 동공을 둥지자

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Lesiński 2000)

  수동성 조류가 인공새집에서 번식하는 경우 자연 둥지자원에 비해 산

란일이 빠르고, 한배산란수가 크고, 부화율이 높고, 이소새끼수가 많고, 

번식성공률이 높으며, 포식율이 낮을 수 있어(Purcell et al. 1997), 2차 수

동성 조류의 번식 둥지자원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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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력권

3.1.1. 세력권 정의와 분류

  개체 또는 집단이 주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 또는 집단으로부터 먹이 

자원, 번식 등을 위해 방어하여 점유하는 지역을 세력권이라 한다(Gill 

1995, 강연희 2008). 생태적 특성에 따라 세력권 유형과 크기는 종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다(Gill 1995). 세력권을 유지하는 목적(번식행동장소, 

둥지장소, 잠자리장소, 채이장소 등)에 따라 세력권은 크게 6가지 유형으

로 구분한다(Table 1-2). 많은 명금류(songbird)는 번식행동(courtship, 

mating) 장소, 둥지(nesting) 장소, 채이(foraging) 장소 등 번식에 필요한 

장소를 모두 방어하는 ‘all-purpose territory'인 Type A의 세력권을 가진다

(Mandal 2012).

Table 1-2. Classification of territories (Mandal 2012).

Types Defending areas

Type A Courtship, mating, nesting and foraging

Type B Mating and nesting territory

Type C Nesting territory

Type D Paring and mating territory (in lekking species)

Type E Roosting territory



- 10 -

3.1.2. 세력권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세력권 도식법(territory mapping)이란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조류를 대

상으로 관찰지점을 지도에 기록하여(registration) 세력권과 밀도를 추정하

는 방법으로써 1962년부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Bibby et al. 2000).  

Bibbly et al. (2000)에서 소개된 일반적인 세력권 도식법 조사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산림은 1시간에 5 ha, 농경지는 20 ha 정도 조사 가능하므로 

1회 조사시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산림에서는 10-20 

ha, 농경지 등 열린 공간에서는 50-100 ha의 면적이 1회 적정 면적이다. 

영국 산림에서는 3월중순-6월 중순에 약 1주간격으로 5-10회 조사를 하

며, 더 많은 조사는 오히려 데이터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지도에 기록할 

때 조류의 성, 나이 등을 기록하면 같은 번식쌍인지 세력권 경계인지 판

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력권 도식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능한 동

시에 같은 종의 위치를 기록해야 다른 개체(또는 번식쌍)의 구분에 혼동

이 생기지 않고 세력권 경계선 구분이 명확해진다. 

  1969년 국제조류조사위원회에서 앞에서 소개한 세력권 도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세웠으나(International Bird Census 

Committee 1969),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국제조류조사위원회 조사 방법에 국한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Bibby et al. (2000)는 제안하였다. 세력권 도식법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되

는 추가적인 보완 방법은 새소리를 재생(playback)하여 새의 반응을 일으

키기, 개를 이용하여 수렵종(오리 등)의 둥지를 찾기, 연구자가 새를 세

력권 경계선까지 쫒아버리기(consecutive flush), 둥지찾기, 개체인식(칼리

링, 전파발신기) 등이 있다(Bibby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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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박새류

  박새과(Paridae)는 조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분류군 중 하나이

다. 특히 박새(Parus major)는 동아시아에서부터 유럽 전역에 걸쳐 분포

해있고(BirdLife International 2012), 인공새집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박새

과중에서도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Riddington and Gosler 1995).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청박새(P. caeruleus), 쇠박새(P. palustris) 등의 연

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동아시아에서는 박새와 박새의 경쟁종인 곤줄박이

(P. varius)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가 산림에서 수행되었으며 도시숲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진하였다.

4.1.1. 박새류 종간 경쟁 및 생태적 지위분할(niche partition)

  종간 경쟁 또는 생태적 지위분할에 의하여 종간 이용하는 서식지가 

다를 수 있다. 북미에 서식하는 Black-capped chickadee (Parus atricapilus)

는 번식지로 활엽수림을 Chestnut-backed chickadee (P. rufescens)는 침엽

수림을 이용하며 번식지가 겹치지 않는다(Sturman 1968). 박새과 조류들

은 종의 우세성 또는 생태적 지위분할에 따라 같은 나무에서도 채이에 

이용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북미에 서식하는 Black-capped chickadee는 

Chestnut-backed chickadee보다 같은 나무에서도 더 낮은 곳과 가지 끝에

서 채이를 한다(Sturman 1968). 스웨덴에서는 우세종인 Crested tit (P. 

cristatus)이 나무 안쪽을 이용하고 열세종인 상모솔새(Regulus regulus)와 

진박새(P. ater)는 나무 바깥쪽을 채이에 이용한다(Suhonen et al. 1992). 

덴마크에서 Crested tit과 박새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두 우세종이 없는 

경우 진박새는 나무의 낮은 부분을 채이에 이용한다(Sørensen 1997). 핀

란드에서 북방쇠박새(P. montanus)는 박새가 있는 경우 가문비나무(Picea 

abies)의 위쪽의 바깥쪽 부분으로 이동하였으나, Crested tit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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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나무의 안쪽과 아래쪽으로 채이 장소를 옮겼다(Alatalo 1981). 이와 

같은 채이 장소 이동(foraging shift)은 먹이 가용성과 포식위험에 따라 크

기가 큰 우세종이 선호하는 채이 장소를 이용하고 열세종이 우세종이 없

는 다른 부분을 채이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Alatalo and Moreno 

1987, Suhonen et al. 1992, Suhonen et al. 1994). 열세종의 채이 장소 이

동은 열세종의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열세종인 Carolina 

chickadees (P. carolinensis)는 우세종인 Tufted titmice (P. bicolor)가 없는 

경우 깃 성장이 더 좋아 영양상태가 좋음을 암시하였다(Chimprich and 

Grubb, Jr. 1994).

  유럽에서 박새는 박새류 중 가장 강한 우세종이다(Mazgajski and 

Rykowska 2008).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박새(P. major minor)는 유럽에 서

식하는 박새(P. major major)와는 별개종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Päckert 

et al. 2005), 동북아시아에는 유럽과는 달리 박새가 최우세종이 아니며 

경쟁종인 곤줄박이가 있다. 따라서 박새와 곤줄박이 간의 생태와 경쟁, 

생태적 지위분할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비번

식기인 겨울에 곤줄박이는 박새에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보여 곤줄박이

가 박새보다 우세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Jabłoński and Lee 2002). 번

식기에 두 종은 서로 둥지를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며, 매우 드물긴 하

지만 곤줄박이 부모가 새끼 곤줄박이와 새끼 박새를 모두 키우는 경우가 

있다(Suzuki and Tsuchiya 2010). 이런 현상은 박새 둥지를 곤줄박이가 강

탈하여 번식둥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Suzuki and Tsuchiya 2010), 매

우 드문 현상으로 곤줄박이가 박새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박새와 곤줄박이는 선호하는 먹이 종류, 수종도 다소 다르다. 곤줄박이

는 작은 먹이를 여러 개 물고 오는 multiple-prey loader인 반면 박새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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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1개를 선호하는 single-prey loader이다(Mizutani and Hijii 2002, Park 

et al. 2005). 일본의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우점림에서 박새는 곤

줄박이에 비해 삼나무에서 더 많이 채이를 하였다(Mizutani and Hijii 

2002). 겨울철 산림에서 박새는 임상에서 주로 채이를 하는 반면, 곤줄박

이는 나무 중층 안쪽 부분을 주로 이용하였다. 열세종인 쇠박새는 관목

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다(Lee and Jabłoński 2006). 수간(나무 줄기)을 중

심으로 곤줄박이와 박새는 안전한 안쪽을, 쇠박새는 안팎 골고루 이용하

였으며, 진박새 등 다른 열세종은 바깥 부분을 많이 이용하여 유럽 및 

북미에서 수행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Lee and Jabłoński 2006). 

행동학적 실험 연구에서 곤줄박이는 박새보다 좀 더 위험 회피(risk 

averse) 종이었다(Kawamori and Matsuahima 2012). 이상과 같이 박새류의 

생태적 지위분할 연구는 대부분 산림에서 수행되어, 건물 및 도로 사이

에 소녹지가 산재해있는 도시숲에서의 생태적 지위분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4.1.2. 박새류의 둥지자원 선택

  박새류는 2차수동성 조류로 인공새집이나 수동 등을 둥지자원으로 이

용한다. 따라서 번식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둥지자원을 선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세종의 경우 열세종에 비하여 번식에 유리한 둥지

자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경우 청박새는 큰 입구의 인공새

집을 더 선호하지만(Kempenaers and Dhondt 1991), 우세종인 박새가 열세

종인 청박새를 큰 입구직경의 인공새집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쫒아내어, 

결과적으로 청박새는 작은 입구의 인공새집을 이용한다(Dhondt and 

Adriaensen 1999). 입구 직경뿐만 아니라 둥지자원 내부 깊이에서도 비슷

한 경향을 보인다. 박새와 청박새 모두 더 깊은 인공새집을 선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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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öhrl 1986, Summers and Taylor 1996), 청박새보다는 박새가 더 깊은 인

공새집을 이용하였다(van Balen 1984). 또한, 우세종인 박새에 비하여 열

세종인 쇠박새는 입구 높이가 낮은 곳의 수동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Nilsson 1984). 이와 같이 우세종이 입구와 내부크기가 크고 높은 곳에 

위치한 둥지자원을 선호하는 것은 포식위험이 낮고 알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는 등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Nilsson 1984, 

Mazgajski and Rykowska 2008, Lowther 2012)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 박새의 둥지자원 선택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

적인 요소 모두 중요하였다. 이스라엘 시골 주택가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박새는 주변에 목본수와 수종 다양성이 높은 인공새집을 이용하였으며 

번식성공률도 높았다(Charter et al. 2010). Remacha and Delgado (2009)가 

실험림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인간활동과 관련이 깊은(human-associated) 

종인 집참새(Passer domesticus)나 참새(P. montanus)와의 둥지자원 경쟁 

및 인간의 간섭으로 박새는 건물에서 더 떨어진 곳의 인공새집을 이용하

였다. 

4.1.3. 박새류 번식 지표에 미치는 요인

  영국 Wytham Wood에서의 박새는 같은 해에 더 늦게 번식할수록, 연

별로는 밀도가 높을수록, 서식지질이 안 좋을수록, 처음 번식하는 개체일

수록 더 적은 수의 알을 산란하였다(Perrins 1965). 먹이량 등 서식지질이 

좋은 곳에서는 서식지질이 좋지 못한 곳보다 체중, 깃털의 밝기 등 새끼

의 상태가 더 좋을 수 있다. 활엽수림에서 자란 새끼 박새는 침엽수림에

서 자란 새끼보다 더 깃털의 색이 더 노란색이었다(Slagsvold and Lifjeld 

1985). 또한 서식지질이 낮은 정원이나 산울타리(hedgerow)에서 번식한 

박새보다 성숙림에서 번식한 박새의 경우 더 일찍 번식을 시작하였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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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알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이소율이 더 높았다(Riddington and Gosler 

1995). 청박새 연구에서 같은 서식지 내에서도 세력권의 질이 좋으면 번

식지표가 더 좋았다(Przybylo et al. 2001).

  먹이량은 특히 번식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Naef-Daenzer and 

Keller (1999)는 먹이 생체량이 줄어들수록 박새류가 먹이를 찾는데 소요

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밝혔다. 특히 번식시기와 관련하

여, 주요 먹이인 나비목 애벌레량이 최고점일 때는 먹이를 잡는데 2.5-3

분 정도 소요되었던 반면, 기타 시기에는 5-6분이 소요되었다. 애벌레량

과 애벌레 크기 모두를 고려했을 때는 단위 시간당 확보한 애벌레 무게

가 애벌레량이 최고점일 때가 기타 시기보다 4-5배나 높았다. 따라서, 애

벌레량이 적은 시기에 새끼를 키우는 경우에는 새끼성장속도와 무게가 

낮게 나타났다. 새끼들의 성장은 한배새끼수(brood size)와도 관련이 깊

다. 같은 먹이량을 부모새가 가져올 경우 한배새끼수가 많은 둥지에서는 

새끼들간의 먹이 경쟁에 커서 새끼당 급이받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Barba et al.  2009), 성장속도가 느려질 수 있을 것이다. 포식 역시 번식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산림에서 박새 둥지 중 40%가 

뱀에게 포식을 당하였다(Eguchi 1980).

  따라서, 세력권 유지와 둥지 위치 선택은 번식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력권 내 먹이량과 포식위험과의 관계가 깊을 것이다.

4.1.4. 도시에서 박새류의 풍부도

  종다양성 측면에 있어 비개발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조류 종

다양성이 떨어지며, 잡식성 종, 외래종 등이 도시에서 더 잘 적응하며 살

고 있다(Clergeau et al.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새류는 도시에 잘 적

응한 산새류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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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곡물성 먹이나 인공먹이를 선호하는 참새, 집비둘기(Columba livia) 2

종이 도시림과 공원이 아닌 건물이나 주택가 지역 등 개발지역에서 가장 

우점하였으며, 산림성 조류 중 가장 풍부도가 높은 종은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박새, 멧비둘기(Streptopelia orientalis), 쇠박새 등이

었다(Park and Lee 2014). 산림에 비해 개발지역에서의 박새류 풍부도는 

낮았으나, 도시 공원과 개발지역에서의 박새류 풍부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도시 공원만큼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도 적응하며 서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ark and Lee 2014). 도시에 적응하며 서식하는 박새의 경우 개

발지역에서의 박새 풍부도 또는 관찰율은 녹지율과 관계가 깊었으며

(Hashimoto et al. 2005, 이장호 2006), 녹지의 고립(isola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Hashimoto et al. 2005). 

4.1.5. 지표종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종으로써의 박새류

  박새류는 전세계에 널리 분포해있으며 도시에도 비교적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Solonen 2001, Isaksson and Andersson 2007), 박새는 야생동물서

식실태조사의 환경지표동물(국립생물자원관 2010)과 기후변화 생물지표

종(환경부 2010) 등 환경의 건강성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동물

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박새를 보호종으로 선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2014). 뿐만 아니라, 박새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박새류는 해충 구제 등 중

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Sagoff 2011), 도시에서 박새류 

등의 새소리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Hedblom et 

al. 2014). 따라서 박새류 생태 연구를 통하여 도시생태계를 이해하고 도

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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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연구 목적 및 과정

  박새류는 도시생태계에 적응을 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규모 녹지가 인공구조물과 모자이크 형태를 이루는 도시숲에

서의 번식생태 연구와 번식생태에 미치는 환경인자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하다. 산림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도시생태계에서도 박새류는 자원을 

공유 및 분할하며 서식하고 이는 종별 선호도·우세성 등의 생태적 특성

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박새류의 번식생태는 도시 환경 인

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 

3종을 대상으로 번식생태 중 특히 동지자원 및 세력권의 특성을 종별로 

비교하고 둥지자원 선택과 세력권 크기와 관련된 도시 환경 인자를 파악

하여, 번식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 및 과정을 Figure 2-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자연둥

지 및 인공새집 조사, 세력권 도식법으로 도시에서 서식하는 박새류의 

둥지자원 및 세력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크

게 3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장별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각 장의 서론에서 세부적인 질문과 가설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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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자원 4장 도시숲에서 박새류는 어떤 유형과 특성의 둥지자원을 

이용하며 이에 따른 번식지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5장 도시숲에서 둥지위치 선택과 관련된 환경 인자는 무

엇인가?

세력권 6장 도시숲에서 세력권 크기와 녹지율의 관계는 어떠하

며, 세력권질이 번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둥지자원에 관하여 4장에서는 박새류 

3종의 둥지자원 이용 현황을 비교하고 둥지자원의 동공 특성이 종간 차

이가 있음을 보였다. 5장에서는 곤줄박이와 박새는 각각 산림가장자리와 

가깝고 녹지율이 높은 인공새집을 선택함을 밝혔다. 6장에서 세력권 중

첩 여부를 확인하여 박새류 3종이 같은 지역에서 생태적 지위분할을 통

해 서식하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또한 도시숲에서 서식하는 박새류의 세

력권 크기가 세력권 내부의 녹지율과 음의 관계임을 밝히고, 세력권 크

기와 세력권녹지율로 설명될 수 있는 세력권질이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박새류의 종별 번식생태 특성을 바탕으로 7

장 종합고찰에서 둥지자원 보전, 대단위 녹지 보전과 도시 생태계 건강

성을 고려한 적정 도시 녹지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번식시기

에 한정되었고 부모질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 연구 제한 및 한계가 있음

을 밝히고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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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tructure and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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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조사지역과 연구 대상종

3.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7°27-28′N, 126°56-57′E)의 내부순환도로 안쪽 지역과 북쪽의 미술관 및 

체육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Figure 3-1). 면적은 약 93 ha로 남북 

최대 길이는 1.6 km, 동서 최대 폭은 약 0.8 km이었다. 조사지는 동·남·

서로는 관악산, 북으로는 청룡산, 북동으로도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로 조사지와 산이 단절되어 있다. 대상지

역 토지 피복은 녹지 40%, 도로 및 보행도로 32%, 건물 20%, 기타유형 

8%이었다. 녹지 패치는 개별 가로수부터 최대 2 ha 크기의 산림형 녹지

까지 다양한 소규모 녹지로 구성되었다. 녹지 내 교목 및 관목의 비율은 

다양했으며, 일부 녹지(총장잔디와 버들골 일부)의 경우에는 수목이 없이 

잔디밭으로만 되어 있었다. 주요 교목수종은 주로 조경수 및 가로수로 

활엽수에는 느티나무(Zelkova serrata), 단풍나무(Acer palmatum), 왕벚나무

(Prunus vedoensis) 등이고, 침엽수에는 스트로브잣나무(Pinus strobus), 소

나무(P. densiflora), 리기다소나무(P. rigida), 은행나무(Ginko biloba) 등이 

있다(이혜승 2012). 조사지 내 흉고직경 5 cm 이상 목본수는 0.03 ha 당

(반경 10 m 면적) 18.5 ± 1.4 (n = 87)이었으며(589 trees/ha), 이 중 82%

가 흉고직경 25 cm 미만이었다(Figure 3-2). 본 조사지에서는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5-15 cm의 소경목의 경우 침엽

수에 비해 활엽수 비율이 매우 높았다(Figure 3-2). 엽층 높이별로 살펴보

았을 때 다른 엽층에 비해 중하층(0.2-2 m)과 최상층(>10 m)의 엽층 피

도량이 낮았다(Figur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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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tudy area at the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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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BH distribution of trees in the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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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Foliage cover in the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25 -

3.2. 기온

  기상청 서울 관측지점(37°34′N, 126°57′E)의 월평균기온은 Table 3-1과 

같다(기상청 홈페이지). 2월을 제외하고는 2012년이 2011년과 2013년보다 

겨울과 봄 기온이 높았다. 특히 2012년 3월의 평균온도는 2011년과 2013

년과 비교하여 각각 5.9℃와 4.4℃가 높아 매우 따뜻했다.

Table 3-1. Monthly mean air temperature (℃) data from Seoul weather 

station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Y-1 Y

Dec Jan Feb Mar Apr May

2011 -1.3 -7.2 -1.2 3.6 11.3 17.9

2012 -0.9 -2.8 -2.0 9.5 12.3 19.7

2013 -4.1 -3.4 -1.2 5.1 10.0 18.2

3.3. 조류상

  본 조사지(Figure 3-1) 내 200 m 이상 떨어진 24개 정점(50 m 반경)에

서 2014년 봄(3-5월) 3회에 걸쳐 5분 동안 조류상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

새 2종을 포함한 19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이 중 텃새 17종의 24개 정

점에서 3회 동안 관찰된 개체수의 합(풍부도)은 Figure 3-4와 같다. 가장 

우점한 종은 참새였으며 박새류 3종의 풍부도는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순이었다. 딱다구리류는 쇠딱다구리(Dendrocopos kizuki)와 큰오색딱다구

리(D. leucotos), 청딱다구리(Picus canus) 3종이 관찰되었으나 풍부도는 대

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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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Resident bird abundances in breeding season at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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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공새집 설치

  도시에서 박새류의 둥지이용과 번식생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지와 

인근 산림에 인공새집을 설치하였다. 2011년 번식 전에 조사지 내에 설

치된 인공새집을 가능한 경우 먼저 제거한 후 새로이 조사지 내 89개, 

인근 산림에 35개로 총 124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하였다(Figure 3-5). 기본

적으로 인공새집간 간격은 100 m 기준으로 하였으나, 인공새집을 설치

가 가능한 수목의 여부, 캠퍼스 내 공사 현황에 따라 다소 위치를 조정

하였다. 3년 동안 캠퍼스내에 신축 건물 공사 및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인공새집이 설치된 나무가 제거된 경우 일부 인공새집의 위치를 다소 조

정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버들골 저류지 공사관계로 인공새집 1개(K7)

를 조사구역 밖인 산림으로 이동시켰다. 설치한 인공새집의 내측 바닥 

크기는 12.5 × 10.5 cm, 입구로부터 바닥까지의 내측 깊이는 15 cm이었

다. 입구직경은 국내에 서식하는 박새류가 주로 이용하는 3.0, 3.5, 4.0 

cm (Choi et al. 2007)으로 각각 34, 42, 48개씩 인공새집 설치 124개 지

점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입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건물과 도로에 인

접할 경우 건물과 도로를 마주하지 않는 반대방향, 녹지가 인접한 경우 

녹지 방향으로 하였으며, 조사지 내에 설치한 인공새집의 높이는 2-3 m

이었다. 인공새집은 매년 번식 전에 내부 청소를 하였으며, 인공새집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보수하거나 교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따로 

표기하지 않는 이상 조사지역(Figure 3-1) 내의 인공새집 결과만을 표시

하고 분석하였으며 인근 산림지역의 인공새집 조사결과는 포함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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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Nest box (□) arrangement at the study site in 2011. The combinations of alphabets and numbers are nest 

box 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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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종

  국내에 서식하는 흔한 박새류는 곤줄박이(Parus varius), 박새(P. major 

minor), 쇠박새(P. palustris), 진박새(P. ater) 4종이다. 이 중 본 조사지에

서 번식하는 종은 진박새를 제외한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 3종이었다

(Figure 3-4). 최근에는 곤줄박이와 쇠박새 속명을 Parus가 아닌 Poecile으

로 유럽에 서식하는 박새와 구별하여 아시아에 분포하는 박새의 학명을 

P. major minor가 아닌 P. minor로 부르는 경향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BirdLife International (2012)의견을 따랐다. 

  곤줄박이는 길이 14 cm, 무게 16.7 g으로 국내에서 서식하는 박새 중 

가장 무겁다. 박새는 길이 15 cm로 곤줄박이보다 다소 길지만 무게는 

15.2 g으로 다소 가볍다. 쇠박새는 길이 12.5 cm, 무게 10.9 g으로 곤줄박

이와 박새에 비하여 길이가 짧고 무게도 적게 나간다(Figure 3-6, Lee et 

al. 2000, 강종현과 조삼래 2006). 박새류는 2차 수동영소성 조류

(secondary cavity nesters, Harrap and Quinn 1995)로 산림성 조류이지만 도

시 녹지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관찰된다(Solonen 2001, Hashimoto et al. 

2005, Mockford and Marshall 2009). 번식기에는 주로 교목에서 나비목 유

충을 먹이로 하며(Table 3-2, 이우신과 김상욱 1996, Naef-Daenzer and 

Keller 1999, Marciniak et al. 2007), 번식쌍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 둥지와 

먹이 장소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Type A 세력권(Table 1-2)을 유지한다

(Gibb 1956, Dhondt 2012). 

  조사 기간(2011-2013) 동안 3월말 인공새집 첫 조사부터 영소 활동(둥

지 만들기)을 확인하였으며, 산란은 4월초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포란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하순까지, 둥지내 육추는 5월초부터 6월 중

순까지 진행되었으며 5월 중하순부터 이소가 확인되었다(Figure 3-7, 1차 

번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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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arget species of three Parus spp. 

(Left: P. varius, Center: P. major, Right: P. palustris)

Table 3-2. Food items of Parus varius and P. major 

         (Gwangneung forests data from Lee and Kim 1996)

P. varius P. major

Deciduous
forest

Conifer
forest

Deciduous
forest

Conifer
forest

Orthoptera 17.6 (%)  3.4 15.8  8.3

Diptera 15.4  3.4  0.0  8.3

Hymenoptera  1.1  0.0  0.0  0.0

Coleoptera  6.6  0.0  5.3  0.0

Lepidoptera 48.4 81.4 73.7 58.3

Arachnida 11.0  8.5  0.0 16.7

Unknown  0.0  3.4  5.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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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Breeding (1st) phenology of tits in 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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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도시숲 박새류의 둥지자원 유형과 동공특성

4.1. 서론

  2차 수동성 조류(secondary cavity nester)는 수동성 조류 중 스스로 동

공(cavity)을 만들지 못하는 조류를 지칭하며, 자연적으로 부후(decay)하여 

만들어진 자연수동(natural cavity), 딱다구리 수동(excavated cavity), 사람이 

만든 나무상자 형태의 인공새집(nest box) 등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한다

(Brush 1983, Lambrechts et al. 2010). 도시에서는 인공구조물의 동공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Lesiński 2000)

  적절한 둥지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포식, 침수, 열손실 등에 의한 

번식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Wiebe 2001, Wesołowski 2002). 따라서,  

번식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수동성 조류들은 동공 유형, 나무의 상태, 입

구 크기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내부 면적, 내부 깊이, 수종 등 이용하

는 둥지자원의 특성이 있다(Nilsson 1984, Wesołowski 2002, Walankiewicz 

et al. 2007, Okahisa et al. 2012). 

  경쟁 역시 둥지자원 이용에 중요한 요소이다(Van Balen 1984). 우세성

이 매우 강한 종은 다른 종의 둥지자원을 빼앗기도 하며(Nilsson 1984), 

번식 실패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다른 2차 수동성 조류에 의한 둥지 강

탈이기도 하다(Deng et al. 2010). 따라서, 우세성이 높은 종의 경우 번식

에 유리한 둥지자원을 이용하며 열세종은 다른 둥지자원을 이용하는 생

태적 지위분할이 일어날 수 있다(Martin et al. 2004). 

  현재 도시 녹지에서의 수동성 조류의 둥지자원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며(LeMontagne et al. in pess), 국내에 서식하는 박새류 

중 우세종인 곤줄박이와 박새, 열세종인 쇠박새(박찬열 2001, Lee and 



- 34 -

Jabłoński 2006)의 둥지자원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녹지가 산재해 있고 인공새집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숲에서 1) 박새류 3종이 이용하는 둥지자원 유형을 파악하고, 

2) 이용하는 둥지자원의 동공 특성을 종별로 비교하여, 3) 번식에 미치는 

둥지자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2. 연구 방법

4.2.1. 둥지자원 찾기

  세력권 도식법 조사를 하면서(6장 연구 방법 참조) 둥지 재료나 먹이

를 물고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쫒아가 번식둥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둥

지 내 새끼가 먹이를 보채는 소리가 나거나 부모새가 까치(Pica pica), 직

박구리, 다람쥐(Tamias sibiricus)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히 경계하는 

소리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변을 확인하여 번식둥지를 찾았다. 그

리고, 이전 번식이 확인된 동공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재이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4.2.2. 둥지자원 유형

  둥지자원 유형은 인공새집, 수동(자연수동과 딱다구리 수동), 기타동공

(건물, 옹벽, 가로등 배전부, 신호등, 전봇대 등의 틈이나 구멍)으로 구분

하여 이용한 횟수를 정리하였다(Figur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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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동공 특성 및 알․새끼 수 확인

  번식이 확인된 수동과 기타동공의 둥지자원은 자, 줄자, 버니어캘리퍼

스, 철사,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수종, 최대․최소입구직경

(0.1 cm 단위), 수평깊이(distance to backwall, 0.1 cm 단위), 위험깊이

(danger distance, 1 cm 단위), 입구 높이(hole height, 1 cm 단위), 입구높이

직경(diameter at hole height, 0.1 cm 단위), 흉고직경(DBH, 0.1 cm 단위)

을 조사하였다(Czeszczewik and Walankiewicz 2003, Ruczyński and 

Bogdanowicz 2005, Remm et al. 2006, Figure 4-2). 단, 기타동공은 흉고직

경, 입구높이 직경을 측정할 수가 없어 측정에서 제외하였으며, 3.5 m 

이상 높이에 둥지를 튼 경우 역시 입구 직경 및 내부 크기(수평깊이, 위

험깊이) 등을 측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둥지자원의 경우 

측정 당시 파손되거나 건물 수리 등으로 동공이 막혀 동공 특성을 측정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손전등과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일부 수동과 기타동공의 번식 둥지에 

있는 알 또는 새끼 수를 확인하였다. 알 또는 새끼 수의 경우 정기적으

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알이나 새끼 수를 단 1회 확인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배산란수나 한배새끼수로 표현하지 않고 확인된 알 수나 새끼 

수 중 최대값을 ‘확인 알·새끼 수’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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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통계 분석

  이용한 둥지자원은 인공새집, 수동, 기타동공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종

별 이용 유형을 Chi-quare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동공 특성은 각 항목별로 측정된 수치를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통

해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종별 이용한 동공 특성을 t-test로 비교・분

석하였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기 위해 최대․최소입구직경, 입구 

높이, 입구높이직경은 자연로그로 데이터 변환을 하였으며, 위험깊이는 

제곱근을 취하여 데이터 변환하였다. 데이터는 변환 전 mean ± SE로 표

기하였다. 제한된 샘플수로 인하여 조사기간(2011-2013년) 동안 서로 다

른 해에 여러 번 이용한 경우 중복하여 동공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공 특성 측정치에 따른 확인 알·새끼 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후

진제거법(제거 기준 p = 0.10)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 전에 측정치간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여 상

관관계가 높은 측정치를 확인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2개의 인자를 각각 

제외한 경우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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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Non-nest box nest resourc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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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Selected measurements taken from cavities.

(Modified from figures of Ruczyński and Bogdanowicz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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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결과

4.3.1. 둥지자원 유형

  3년 동안(2011-2013) 인공새집을 포함하여 곤줄박이 16개, 박새 104개, 

쇠박새 18개 둥지를 확인하였다(Table 4-1). 둥지자원 이용을 크게 인공

새집, 수동, 기타동공으로 구분하였을 때 곤줄박이는 인공새집 14회(본 

연구에서 설치하지 않은 인공새집 1회 이용 포함), 기타동공을 2회 이용

하였고 박새는 인공새집 90회, 수동 4회, 기타동공을 10회 번식에 이용하

여 곤줄박이와 박새는 인공새집 이용 비율이 각각 87.5%와 86.5%로 매

우 높았다. 반면, 쇠박새는 인공새집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며 수동 16

회, 기타동공을 2회 이용하여 수동 이용률이 88.9%에 달하였다. 통계적

으로 둥지자원 이용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곤줄박이와 박새는 인공새집 

이용률이 높았던 반면 쇠박새는 수동 이용률이 높았다(χ2 = 94.03, df = 

4, p < 0.001).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가 이용한 수동과 기타동공의 분포 

현황(Figure 4-3)을 보면, 각 특정 둥지자원을 같은 종이 서로 다른 해에 

이용한 경우는 있었으나, 서로 다른 종이 같은 둥지자원을 이용하는 경

우는 없었다. 

  박새류가 이용한 수동은 2011년 미술관 뒤편의 벌채된 수동 1건

(ArtMuseumN in Figure 5-3)을 제외하고는 모두 살아 있는 나무의 구멍을 

이용하였다. 모든 수동은 딱따구리 수동이 아닌 자연적으로 부후하여 만

들어진 자연수동으로 모두 수간(樹幹, trunk)에 위치하였다. 그루 기준으

로 능수버들(n = 3), 단풍나무(n = 2), 은행나무(n = 2), 향나무(n = 2), 왕

벚나무(n = 1), 느티나무(n = 1), 아까시(n = 1), 일본목련(n = 1), 자작나

무(n = 1), 은사시나무(n = 1), 칠엽수(n = 1)를 번식둥지자원으로 이용하

였다(벌채된 나무의 구멍은 수종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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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Nest resources found to be used by Parus spp. in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es Year Nest box Tree

Others

TotalStone
wall

Streetlight 
electricity 
part

Traffic light
/Utility pole

Building Etc

P. varius 2011  7   7

2012  5   5

2013  2  1  1   4

Total 14  0  0  0  1  1  0  16

P. major 2011 19  1  1  1  1  23

2012 41  1  3  1  1  47

2013 30  2  1  1  34

Total 90  4  4  2  2  1  1 104

P. palustris 2011  4  1   5

2012  6  1   7

2013  6   6

Total  0 16  1  0  0  1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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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Distribution of non-nest box cavity resources used by Parus spp. in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1-2013. Italicized letters indicate IDs of nest resources and numbers following ★ are 

breed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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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동공 특성

  박새류가 이용한 동공의 최소입구직경은 위험깊이와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 －0.650, p < 0.001, n = 24), 입구높이직경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592, p = 0.016, n = 16). 입구높이직경

은 또한 수평깊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678, p = 0.006, n = 

15). 흉고직경은 다른 다양한 측정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흉고직경이 

클수록 최대입구직경은 작았으며(r = －0.514, p = 0.035, n = 17), 수평

깊이는 깊었고(r = 0.586, p = 0.017, n = 16), 입구높이직경은 컸으며(r = 

0.644,  p = 0.007, n = 16), 입구 높이는 높았다(r = 0.593, p = 0.007, n 

= 19, Table 4-2).

  종별 이용한 둥지자원 특성 분석은 인공새집 외의 둥지자원을 단 2개

만 사용하여 샘플수가 적은 곤줄박이를 제외하고 박새와 쇠박새를 대상

으로 비교하였다(Table 4-3). 박새는 쇠박새보다 최소입구직경이 넓은 동

공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 = 0.077), 수평깊이와 위험깊이 역시 

깊은 동공을 이용하였다(수평깊이 p = 0.002, 위험깊이 p = 0.003). 반면, 

최대입구직경, 입구높이직경, 흉고직경, 입구높이는 박새와 쇠박새 간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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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between cavity (non-nest box) characteristics used by Parus spp. 

          *p < 0.05, **p < 0.01, ***p < 0.001 

log{Diameter
  (min)}

Distance to
backwall

sqrt(Danger
  distance)

log(Diameter 
at hole height)

DBH log(Hole height)

log{Diameter
 (max)}

 0.289 －0.190  0.175 －0.458 －0.514* －0.367

log{Diameter
 (min)}

－0.106  0.650*** －0.592* －0.317 －0.064

Distance to
 backwall

 0.149 －0.678* －0.586* －0.061

sqrt(Danger
 Distance)

－0.391 －0.247 －0.216

log(Diameter 
at hole height)

－0.644** －0.066

DBH －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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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Measurements of non-nest box cavities and number of eggs or nestlings observed in Parus major and P. 

palustris.

Measurements P. major P. palustris Statistics

Diameter (max) (cm) 13.26 ± 3.41
(2.8-32.0, n = 9)

 8.93 ± 2.12
(2.9-28.4, n = 15)

p = 0.171, t = 1.415, df = 22

Diameter (min) (cm)  4.05 ± 0.83
(1.8-8.3, n = 9)

 2.65 ± 0.29
(1.0-4.7, n = 15)

p = 0.077, t = 1.857, df = 22

Distance to backwall (cm) 16.01 ± 2.40
(10.0-30.7, n = 8)

 8.62 ± 0.85
(2.2-12.6, n = 15)

p = 0.002, t = 3.556, df = 21

Danger distance (cm) 29.1  ± 3.9
(12-46, n = 9)

16.2  ± 1.9
(4-36, n = 15)

p = 0.003, t = 3.376, df = 22

Diameter at hole height (cm) 24.67 ± 2.33
(20.0-27.0, n = 3)

29.39 ± 3.37
(13.8-63.0, n = 13)

p = 0.620, t = –0.507, df = 14

DBH (cm) 28.43 ± 2.63
(25.8-33.7, n = 3)

33.53 ± 4.81
(5.3-76.0, n = 16)

p = 0.661, t = –0.447, df = 17

Hole height (m)  1.68 ± 0.46
(0.41-2.59, n = 12)

 2.13 ± 0.48
(0.17-8.87, n = 18)

p = 0.517, t = –0.657, df = 28

Number of eggs or
  nestlings observed

 7.64 ± 1.14
(1-11.5, n = 9)

 4.86 ± 0.46
(3-7, n = 7)

p = 0.059, t = 2.052, df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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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동공 특성별 알 수·새끼 수

  인공새집이 아닌 수동이나 기타동공에 번식한 박새 번식둥지 14개 중 

9개 둥지, 쇠박새 18개 둥지 중 7개 둥지의 알 수 또는 새끼 수를 1회 

이상 확인하였다. 확인된 알․새끼수는 박새가 7.67 ± 1.14 (range 1-11.5, n 

= 9)로 쇠박새의 4.86 ± 0.46 (range 3-7, n = 7)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다

(p = 0.059, t = 2.052, df = 14, Table 4-3). 박새 둥지 중 가로등 배전부

인 E4N(see Figure 5-3)에서 알 1개만 산란하고 번식실패한 경우를 제외

한다면 박새의 확인된 알․새끼수는 8.50 ± 0.89 (range 4-11.5, n = 8)으로 

쇠박새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 = 0.004, t = 3.474, df = 13). 

  박새와 쇠박새의 알 수 또는 새끼 수를 확인한 수동이나 기타동공 16

곳의 측정치간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4-4에 나타냈다. 기타동공에서 측

정할 수 없는 흉고직경, 입구높이직경을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있는 인자

는 최소입구직경과 위험깊이였다(r = 0.886, p < 0.001, n = 14). 상관성

이 높은 최소입구직경과 위험깊이를 각각 제외하고 최대입구직경, 수평

깊이, 수동높이를 포함하여 후진제거법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최소입구직경 또는 위험깊이와 함께 최대입구직경만이 유의하거나 다소 

유의한 인자였다(Table 4-5). 최소입구직경 또는 위험깊이가 크거나 깊을

수록 확인된 알 수·새끼 수가 많았으며 최대입구직경이 작을수록 확인된 

알 수·새끼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Table 4-5, Figure 4-4). 그러나, 박새 

둥지 중 최대입구직경이 29.4 cm인 E4N에서 알 1개만 산란하고 번식 실

패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 유의하거나 유의한 경향이 있는 인자는 최소입

구직경 또는 위험깊이 뿐이었다(Tabl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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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between cavity (non-nest box) characteristics where the number of 

eggs and/or nestlings of Parus major and P. palustris were checked. *p < 0.05, **p < 0.01, ***p < 

0.001 

Diameter 
 (min)

Distance to
 backwall

Danger
 distance

Diameter 
 at hole height

DBH Hole height

Diameter
 (max)

 0.056  -0.075 - 0.237 －0.490 －0.738* －0.368

Diameter
 (min)

－0.162 - 0.886*** －0.461 －0.490 －0.295

Distance to
 backwall

－0.095  -0.821*  -0.801** －0.059

Danger
 distance

－0.506 －0.586 －0.399

Diameter 
 at hole height

- 0.674   0-.078

DBH   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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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Outcomes of backward elimin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etween cavity measurements and observed numbers of 

eggs·nestlings [diameter (min) and danger distance are highly 

correlated] 

Variable β SE t p

Including a potential outlier

  Excluding danger distance for independent variables 
  (R2 = 0.492, F2,10 = 4.847, p = 0.034)

    Diameter (max) －0.138 0.074 －1.871 0.091

    Diameter (min)   0.656 0.219   2.992 0.014

  Excluding diameter (min) for independent variables 
  (R2 = 0.543, F2,10 = 5.952, p = 0.020)

    Diameter (max) －0.182 0.081 －2.265 0.047

    Danger distance   0.120 0.045   2.653 0.024

Excluding a potential outlier

  Excluding danger distance for independent variables 
  (R2 = 0.381, F1,10 = 6.165, p = 0.032)

    Diameter (min)   0.537 0.216   2.483 0.032

  Excluding diameter (min) for independent variables 
  (R2 = 0.302, F1,10 = 4.326, p = 0.064)

    Danger distance   0.088 0.042   2.080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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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Scatter plots between cavity measurements and observed numbers 

of eggs or nestlings. ■ Parus major, ● P. palus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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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찰

  본 연구에서 박새나 쇠박새가 이용한 수동 중 딱따구리 수동은 없었으

며 모두 자연적으로 부후하여 발생한 동공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조사지에서 적은 수의 딱다구리만이 서식하고(Figure 3-2), 번식활동 역시 

매우 드물어(Author's pers. comm.), 딱다구리 수동이 드물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산새의 경우 인공새집은 종종 자연수동보다 더 좋은 둥지 자원이다. 

예를 들어, Tree swallow Tachycineta bicolor는 자연 수동에서 번식한 개

체들보다 인공새집에서 번식한 개체들의 한배산란수가 더 컸다(Robertson 

and Rendell 1990). 또한 Collared flycatcher Ficedula albicollis의 경우 인공

새집 둥지가 자연수동의 둥지보다 포식률이 낮았다(Mitrus 2003). 따라서 

쇠박새에 비해 우세종인 곤줄박이와 박새가 질이 높은 둥지자원인 인공

새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4-1).

  우세종인 박새가 없는 환경에서 열세종인 청박새는 큰 입구의 인공새

집을 더 선호하는데(Kempenaers and Dhondt 1991), 박새가 청박새와 같이 

서식하는 경우 큰 입구의 인공새집을 청박새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박새

가 쫒아내어 청박새는 작은 입구의 인공새집을 이용한다(Dhondt and 

Adriaensen 1999). 인공새집을 이용한 연구에서 박새와 청박새 모두 깊은 

인공새집을 선호하나(Löhrl 1986, Summers and Taylor 1996), 상대적으로 

청박새보다는 박새가 더 깊은 인공새집을 이용한다(van Balen 1984). 본 

연구에서도 우세종인 박새가 열세종인 쇠박새보다 최소입구직경이 크고 

내부 수평깊이와 위험깊이가 더 깊은 둥지자원을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Table 4-3). 

  이와 같이 선호는 큰 동공이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쇠박새보다 더 큰 동공(수동과 기타동공)을 이용한 박새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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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알·새끼수가 더 많았다(Table 4-3). 박새와 쇠박새 데이터를 합쳐서 동

공 특성과 확인 알·새끼수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최소입구직

경이 크거나 위험깊이가 깊은 동공에서 확인 알·새끼수가 많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4-5, Figure 4-4).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또는 유사 측

정치)이 넓을수록 한배 산란수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Karlsson and 

Nilsson 1977, Wesołowski 2003, Lowther 2012, but see Alatalo et al.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입구직경이 크고 위험깊이가 큰 동공에서 확인 알·

새끼수가 많았던 것은 입구직경이 크고 위험깊이가 클수록 내부 바닥 면

적이 클 개연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의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박새와 쇠박새 자료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다. 일부 동공 

측정치의 박새와 쇠박새의 확인 알·새끼수에 대한 경향이 그래프 상으로 

종간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Figure 4-4). 구체적으로 수평깊이가 

깊을수록 박새는 확인 알·새끼수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쇠박새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입구높이가 높을수록 박새의 확인 알·새

끼수는 커졌으나 쇠박새는 일정하였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통해 종별 

동공 특성과 확인 알·새끼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쇠박새가 인공새집이나 수동이 많은 원시림에서 번식하는 경우 최대 

10-11개까지 알을 낳는다(Nilsson 1991, Wesołowski 2003). 반면, 본 연구

에서 쇠박새의 확인 알·새끼수는 3-7으로 적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 

연구에서 곤줄박이 및 박새와의 경쟁으로 인해 쇠박새가 둥지 질이 낮은 

작은 크기의 동공을 이용하여 더 적은 수의 알을 낳은 것으로 생각된다

(Robertson and Rendell 1990).

  둥지 입구 높이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스페인 

연구에서 박새는 이용 가능한 수동 중 높은 위치의 수동을 둥지로 이용

하였다(Camprodon et al. 2008). 스웨덴의 연구에서도 박새 등 다른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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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다 쇠박새는 포식 위험이 더 높은 낮은 곳의 수동을 번식에 이용하

였다(Nilsson 198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박새와 쇠박새가 이용하는 수

동이나 기타동공의 입구 높이에 차이가 없었다(Figure 4-4). 이와 같은 결

과는 국내 산림에서 박새류 둥지의 주요 포식동물이라고 생각되는 누룩

뱀(Elaphe dione) 등 뱀류가 본 조사지 내에서 관찰이 되지 않았고 다람

쥐 등의 설치류는 매우 드물게 서식하여(Author's pers. comm.), 본 연구지

역에서의 둥지 포식압이 매우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11-2013년 동안 설치한 124개 인공새집 중 산림에 설치한 인공

새집에서 번식한 둥지의 포식율은 11.4% (5/44)이었나 조사지 내 설치된 

인공새집의 포식율은 1.7% (2/115)로 매우 낮았다(Authors' unpublished 

data). 

  결론적으로, 우세종인 곤줄박이와 박새는 이용 가능한 둥지 자원 중 

번식에 유리한 둥지자원인 인공새집이나 큰 수동과 기타동공을 이용하

고, 열세종인 쇠박새는 둥지자원 생태적 지위분할을 통하여 다소 번식에 

불리한 작은 둥지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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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도시숲 곤줄박이와 박새의 

번식기 인공새집 이용 공간적 특성

5.1. 서론

  4장에서 둥지자원 유형과 동공 특성에 따라 박새류 3종이 이용한 둥지

자원 특성이 다름을 보였다. 이번 5장에서는 도시숲에서 번식둥지 주변

의 어떤 주변 환경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번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들은 선호하는 둥지 장소 환경이 

있다(Holway 1991, Wilson and Cooper 1998). 특히 먹이자원은 새끼 양육

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번식 성공을 위해 조류는 둥지장소로

서 먹이자원이 풍부한 곳을 선호한다(Martin and Roper 1988, Li and 

Martin 1991). 번식기 교목에서 주로 채이를 하는 종의 경우 먹이가 되는 

곤충의 종류와 양과 관련된 수종, 나무의 크기 및 피도량 등도 둥지 위

치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Li and Martin 1991, Charter et al. 2010). 

특히 도시에서는 녹지가 산재해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서식지와

의 접근성(Hashimoto 2007, Kang et al. 2012)과 둥지로부터 채이 활동 범

위 내의 녹지율 역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도시 환경은 식생 등과 같은 ‘자연적인’ 구성 요소 뿐만 아니라 건물

과 도로와 같은 ‘인위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 

특성은 새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Boal and Mannan 1999). 

건물과 도로는 각각 사람과 차량의 활동이 빈번할 수 있으며, 결국 행동

과 번식 활동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Gill et al. 1996, Fernández-Juricic 

2000)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에서 도시의 자연 환경 요소와 인공 환경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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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류의 번식기 둥지 위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장의 연구에서 동공 특성에 따라 둥지자원 이용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공 특성이 같은 인공새집을 이용하여 인공새집 이용종

인 곤줄박이와 박새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박새

류의 번식기 둥지 위치 선택에 인공새집 주변 공간의 식생구조, 녹지율, 

산림과의 거리, 건물과 도로와의 거리 중 중요한 인자인지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5.2. 연구 방법

5.2.1. 식생구조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지 내의 87개 인공새집을 중심으로 

반경 10 m (총 2.73 ha)내의 피도와 목본수, 흉고단면적을 조사하였다. 

엽층별 피도량은 0-0.2, 0.2-2, 2-5, 5-10, 10 m 이상의 5개 층으로 나누어 

10% 단위로 목측 조사하였다. 목본수는 흉고직경 5 cm 이상인 나무를 

10 cm 단위(5-15, 15-25 cm 등)로 활엽수와 침엽수를 구분하여 기록하였

다. 흉고단면적(basal area)은 흉고직경 범위의 중간값(15-25 cm인 경우 

20 cm)과 목본수 자료를 이용하여 활엽수와 침엽수로 구분하여 환산하

였다. 2014년 식생구조 조사시 I4 주변은 도서관 신축공사로 수목이 제

거된 상태였으며 K7의 인공새집은 저류지 공사로 도로 건너편 산림으로 

이동시킨 상태여서 식생구조 조사를 할 수 없었다(인공새집 번호는 

Figure 3-4 참조). 이 경우 I4와 K7의 피도량과 목본수는 다른 87개 지점

의 중위값을 흉고단면적은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5.2.2. 녹지율

  산림에서 서식하는 박새류의 경우 번식 둥지로부터 25 m 이내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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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채이활동을 하며, 50 m 이내에서 90% 이상의 채이활동이 이루어진다

(Smith and Sweatman 1974, Naef-Daenzer and Keller 1999, Tremblay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는 산림이 아닌 녹지율 40%의 도시숲 환경에서 진

행되었으며, 뒤의 6장에서 분석된 곤줄박이의 세력권은 3.49 ± 0.50 ha, 

박새의 세력권은 1.66 ± 0.14 ha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와 본 연구결과의 박새류 활동 범위 결과를 모두 참고하여 인공새집을 

중심으로 반경 25 m, 50 m, 100 m의 녹지율을 분석하였다. 녹지 현황은 

서울대 관리부처에서 제공받은 교내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신축 건물 등

으로 인하여 없어진 녹지는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반영하였으며, 

AutoCAD와 ArcGIS로 인공새집 주변의 녹지율을 추출하였다(박세영 

2012). 

5.2.3. 산림가장자리, 건물, 도로와의 거리

  인공새집과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부순환도로 밖의 관악산 등 산림 가

장자리, 가장 인접한 건물과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의 최단 직선거리(이

하 산림거리, 건물거리, 도로거리)는 포털지도(http://map.naver.com, 

http://map.daum.net)의 항공사진에서 거리재기 도구를 이용하여 5 m 단위

로 측정하였다. 건물거리와 도로거리는 각각 사람과 차량에 의한 간섭지

표로 이용하였다(Reijnen and Foppen 1991, Reijnen et al. 1996, Sol et al. 

1997, Marzluff et al. 2001).

5.2.4. 통계 분석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반경 10 m 이내의 5개 높이의 엽층별 피도량, 활엽

수와 침엽수의 목본수 및 흉고단면적과 인공새집 주변 녹지율(반경 25 

m, 50 m, 100 m)의 12개 식생인자를 5개의 주성분으로 차원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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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5개 주성분과 12개 식생인자 및 거리변수 3개(산림거리, 건물거

리, 도로거리)간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주성

분 5개와 거리변수 3개, 범주형 변수인 인공새집 종류(입구직경 3.0, 3.5, 

4.0 cm)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하고 2011-2013년동안 조사지

역 내에서 종별(곤줄박이, 박새) 인공새집 이용 여부를 1 (이용), 0 (미이

용)으로 가변수(더미변수, dummy variable)화한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하여 후진제거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backward elimina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제거기준 p = 0.1)을 통해 곤줄박이와 박새의 

번식기 인공새집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환경인자의 평

균치는 mean ± SE로 기재하였다.

5.3. 연구 결과

5.3.1. 식생인자 주성분 분석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반경 10 m 이내

의 5개 높이의 엽층별 피도량, 활엽수와 침엽수의 목본수 및 흉고단면적

과 인공새집 주변 녹지율(반경 25 m, 50 m, 100 m)의 총 12개 식생인자

를 5개의 주성분으로 차원축소하였다(Table 5-1). 주성분 분석 결과 주성

분1 (PC1)은 인공새집 주변의 녹지율과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r > 0.8, p < 0.01). 주성분2는 활엽수 및 2-5 m 높이의 엽층 피도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깊었으며(r > 0.7, p < 0.01), 주성분3은 0-0.2 m, 5-10 

m, 10 m< 높이의 엽층 피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0.5, p 

< 0.01). 주성분4는 침엽수와 깊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0.8, p 

< 0.01), 주성분 5는 0.2-2 m 높이의 엽층 피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r = 0.852, p < 0.01). 5개의 주성분은 12개 식생인자의 변동성

을 78.8% 설명할 수 있었다(T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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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performed on 12 vegetation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components and the original variables are also shown. *p < 0.05, **p < 0.01

PCl PC2 PC3 PC4 PC5

Green ratio (r = 25 m)  0.842**   0.123*   0.229**   0.063   0.225**

Green ratio (r = 50 m)  0.956**   0.075   0.099   0.055   0.146*

Green ratio (r = 100 m)  0.913**   0.035   0.123*   0.069   0.006

Foliage cover (0-0.2 m)  0.283** －0.030   0.597**   0.078   0.446**

Foliage cover (0.2-2 m)  0.207**   0.090   0.045   0.125*   0.852**

Foliage cover (2-5 m)  0.121*   0.751**   0.258** －0.012   0.054

Foliage cover (5-10 m)  0.069   0.478**   0.781**   0.020 －0.050

Foliage cover (10 m<)  0.187**   0.030   0.853**   0.053 －0.012

Number of broadleaf trees  0.007   0.725** －0.093 －0.060   0.463**

Basal area of broadleaf trees  0.068   0.725**   0.073   0.308** －0.118

Number of conifers  0.064   0.130* －0.022   0.898**   0.117

Basal area of conifers  0.078   0.027   0.117   0.926**   0.027

% variance accounted for 32.450  15.212  13.245  10.341   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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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설명인자간 상관관계 분석

  축소된 식생관련 5개 주성분과 3개 거리변수(산림거리, 건물거리, 도로

거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5-2와 같았으며 전반적으로 설명인

자 간 상관관계는 크지 않았다. 산림거리는 PC1인 녹지율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조사지 내에서 산림에 가까울수록 녹지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산림거리는 건물거리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도로거리와

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물거리는 산림거리 외에도 주성분1

과 양의 산관관계, 주성분2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주성분3과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설명인자간 VIF 값은 2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은 

보이지 않았다.

Table 5-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8 independent variables fo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p < 0.05, **p < 0.01

Forest distance Building distance Road distance

PC1 －0.259**   0.568** －0.080

PC2   0.037 －0.241**   0.103

PC3 －0.107   0.129* －0.053

PC4 －0.076   0.058 －0.118

PC5   0.047   0.022   0.075

Forest distance －0.366*   0.286**

Building distance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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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곤줄박이와 박새의 인공새집 이용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3년(2011-2013)동안 조사지역에서 총 266개의 이용가능한 인공새집 중 

곤줄박이는 13개, 박새는 90개의 인공새집을 이용하였다. 곤줄박이와 박

새가 번식에 이용한 인공새집 분포를 비교해봤을 때 곤줄박이는 대체적

으로 조사지역 바깥쪽, 즉 산림과 가까운 인공새집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Figure 5-1), 반면 박새는 상대적으로 조사지역 전역의 인공새집을 이용

하였다(Figure 5-2).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곤줄박이는 산림과 가깝고(Exp(β) = 

0.993, p = 0.051), 건물과 가까우며(Exp(β) = 0.949, p = 0.042), 주성분4, 

즉 침엽수가 주변에 많은(Exp(β) = 1.568, p = 0.051) 인공새집을 둥지자

원으로 이용하였다(Table 5-3).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곤줄박이가 

이용한 인공새집은 산림 가장자리로부터 110 ± 28 m (15-205 m), 건물로

부터는 12 ± 3 m (0-40 m)에 위치하였으며, 곤줄박이가 이용하지 않은 

인공새집은 산림가장자리로부터 149 ± 5 m (5-375 m), 건물로부터 27 ± 

2 m (0-120 m) 떨어져있었다. 또한, 곤줄박이가 이용한 인공새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침엽수가 10.5 ± 1.9 그루, 침엽수 흉고단면적은 

0.40 ± 0.08 m2이었으며, 곤줄박이가 이용하지 않은 인공새집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침엽수가 8.6 ± 0.5 그루, 침엽수 흉고단면적이 0.31 ± 

0.02 m2이었다.

  반면 박새는 인공새집 주변 녹지율이 높을수록(주성분1) 번식둥지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5-4, Exp(β) = 1.254, p = 0.082). 박

새가 이용한 인공새집 주변 반경 25 m 내 녹지율은 0.50 ± 0.03, 반경 

50 m 내 녹지율은 0.47 ± 0.02, 반경 100 m 내 녹지율은 0.46 ± 0.03으로 

박새가 이용하지 않은 인공새집 주변 녹지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반경 

25 m 내 녹지율 0.46 ± 0.02, 반경 50 m 내 녹지율 0.43 ± 0.01, 반경 

100 m 내 녹지율 0.44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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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Nest box uses of Varied tit Parus varius at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2011-2013. Stars indicate breeding attempts and numbers indicate the breeding years. Only data within the 

study site (broken line)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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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Nest box uses of Great tit Parus major at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2011-2013. Stars indicate breeding attempts and numbers indicate the breeding years. Only data within the 

study site (broken line)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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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Summary of backward elimina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9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entrance 

diameters of nest boxes, see Table 5-2 for 8 variables) and nest 

box uses of Parus varius as dependent variables.

β SE χ² p

Full model

  PC1 －0.446 0.425 1.099 0.294

  PC2 －0.148 0.325 0.207 0.649

  PC3 －0.213 0.363 0.344 0.557

  PC4   0.455 0.281 2.629 0.105

  PC5 －0.556 0.499 1.239 0.266

  Forest distance －0.005 0.004 1.617 0.204

  Building distance －0.039 0.028 2.033 0.154

  Road distance －0.016 0.020 0.608 0.436

  Diameter (3.0)   0.705 0.901 0.613 0.434

  Diameter (3.5)   0.910 0.888 1.051 0.305

  Diameter (4.0) 1.060 0.589

Reduced model

  PC4   0.450 0.230 3.818 0.051

  Forest distance －0.007 0.004 3.808 0.051

  Building distance －0.052 0.026 4.15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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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Summary of backward elimina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9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entrance 

diameters of nest boxes, see Table 5-2 for 8 variables) and nest 

box uses of Parus major as dependent variables.

β SE χ² p

Full model

  PC1   0.247 0.167 2.193 0.139

  PC2 －0.200 0.144 1.931 0.165

  PC3   0.000 0.134 0.000 0.998

  PC4 －0.199 0.146 1.868 0.172

  PC5   0.029 0.132 0.047 0.828

  Forest distance －0.001 0.002 0.619 0.432

  Building distance －0.003 0.006 0.264 0.607

  Road distance －0.001 0.006 0.045 0.833

  Diameter (3.0) －0.028 0.327 0.007 0.932

  Diameter (3.5) －0.013 0.346 0.001 0.970

  Diameter (4.0) 0.007 0.996

Reduced model

  PC1   0.226 0.130 3.031 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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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찰

  둥지 위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조류의 번식전

략을 이해하여 야생조류 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곤줄박이와 박새는 도시숲에서 둥지 위치 선택에 있어 서로 다른 

번식전략 특성을 보였다.

5.4.1. 곤줄박이의 산림 근접성 선호와 박새의 높은 녹지율 선호

  도시숲에서 설치된 인공새집의 번식기 이용에 있어, 곤줄박이는 산림

과 가깝게 설치된 인공새집을 이용한 반면, 박새는 산림과의 거리보다는 

인공새집 주변의 녹지율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

적으로 곤줄박이가 산림내부종(forest interior)인 반면, 박새는 산림일반종

(forest generalist)인 것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곤줄박이는 큰 면적의 녹지에서 서식하는 반면, 박새는 녹

지 면적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Park and Lee (2000)는 서울 도심 녹지에

서 번식하는 조류상 연구결과 박새는 모든 크기의 녹지에서 관찰된 반

면, 곤줄박이는 10 ha 이상의 녹지에서만 관찰되었다. 또한, 허(2005)의 

부산 도심 녹지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박새는 모든 면적의 녹지

에서 관찰된 반면, 곤줄박이는 50 ha 이하에서는 관찰 확률이 0.17-0.25

로 낮았는데 반해 50 ha 이상에서는 관찰 확률이 0.63-0.93로 높았다. 

Lee et al. (2010)의 용인 수지 연구에서 곤줄박이는 고립된 산림에서 관

찰되지 않은 반면 연속된 산림(항속림, continuous forest)에서만 관찰되었

다. 또한, 일반적으로 곤줄박이는 박새에 비해 산림가장자리보다는 산림 

안쪽을 선호하며, 박새는 산림가장자리에서의 거리와는 관계없이 고루 

관찰된다. Kurosawa and Askins (1999)의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연구

지역(북해도, 교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산림가장자리에서 거리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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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풍부도로 계산된 가장자리 지수(Edge Index)에 따라 박새는 두 지역에

서 모두 산림일반종으로 분류된 반면, 곤줄박이는 북해도에서 산림내부

종으로 분류되었다. 위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광릉에서 수행된 최창

용 등(2006)의 연구에서 박새는 모든 조사․분석에서 산림일반종으로 분

류되었다. 반면, 곤줄박이는 조사 및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

조사법(line transect census)에서 가장자리 지수에 따라 산림내부종으로 분

류되었으며, 산림 내부와 가장자리의 풍부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산림 

내부의 풍부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적당한 둥지자원이 부족하면 수동성 조류는 번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

도 있다(Newto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관악산 등 조사지 인

근 산림에서 번식하는 산림내부종인 곤줄박이 번식쌍 일부가 산림에서 

수동자원을 찾지 못하여 산림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된 인공새집을 번식

에 이용하거나 일부 번식쌍이 캠퍼스 내에서 번식하면서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먹이 가용성(food availability)이 높을수록 새끼 성장이 좋고 

결국 새끼의 생존과 신규보충(recruitment) 가능성이 높아진다(Timbergen 

and Boerlijst 1990, Gebhardt-Henrich and van Noordwijk 1991, Keller and 

van Noordwijk 1994, Verboven and Visser 1998). 교목에서 주로 활동하는 

산림성 조류는 목본 밀도가 높아 먹이 확보가 좋은 곳의 인공새집을 둥

지자원으로 이용한다(Charter et al. 2010). 도시 환경에서는 둥지 주변 교

목이 있는 녹지의 비율이 먹이 가용성과 관련된 서식지질을 의미할 것이

다. 따라서 산림일반종인 박새는 주변 녹지율이 높은 인공새집을 선택함

으로써 번식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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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곤줄박이의 침엽수와 건물 선호

  일반적으로 박새류는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을 더 선호하고 번식지표

가 좋으며(Lambrechts et al. 2004, Sanz et al. 2010), 채이수종으로도 침엽

수보다 활엽수를 선호한다(이혜승 2012). 곤줄박이도 일본의 삼나무

(Cryptomeria japonica) 우점림에서 박새에 비해 침엽수인 삼나무를 덜 이

용하고 활엽수를 더 많이 채이에 이용하였다(Mizutani and Hijii 2002). 그

러나, 도시숲에서 수행된 본 연구에서 곤줄박이는 주변에 침엽수가 많은 

인공새집을 번식둥지 장소로 이용하였다(Table 5-3). 따라서, 곤줄박이 둥

지 위치 선택에 있어 침엽수를 선호하는 것은 먹이자원보다는 다른 요소

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곤줄박이는 건물에 가깝게 설치되어 인간의 간섭이 많을 수 있는 인공

새집을 번식둥지로 이용하였다(Table 5-3). 둥지 주변에 사람의 활동이 

많은 경우 둥지 포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Beale and Monaghan 

2004). 반면, 잠재적 포식동물의 밀도 또는 활동 역시 사람의 활동이 많

은 곳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Miller and Hobbs 2000, 한현진 2009, Kim 

2009). 따라서, 곤줄박이는 사람에 의한 간섭에 의해 번식활동을 방해 받

더라도 포식위험을 낮추는 번식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침엽수

가 주변에 많은 인공새집을 선택한 것도 부분적으로 포식압과 관련이 있

을 수 있다. 잠재적 포식동물인 중형 딱따구리류, 다람쥐 등은 먹이 활동 

장소로 활엽수를 선호한다(Angelstam and Mikusiński 1994, Jo et al. in 

press). 따라서 침엽수가 많은 곳은 반대로 포식동물의 활동 또는 밀도가 

낮은 지역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곤줄박이는 산림내부종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도시숲인 본 조사지에서 번식하는 곤줄박이

는 산림 내부와 같이 그늘진 곳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1차 번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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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를 틀 당시 활엽수는 잎이 덜 발생한다(박찬열 2001). 따라서, 건물

과 가깝고 침엽수가 많은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그늘이 

많은 곳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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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도시숲 박새류의 세력권 특성

6.1. 서론

  공간 및 공간적으로 분포한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세력권 확보가 

중요하며(Valcu and Kempenaers 2010), 세력권 크기는 자원(food, nest site, 

female 등)의 공간분포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Adams 2001).  

Food-value theory 이론에 따르면 충분한 먹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

력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세력권 크기는 먹이량이나 서식지 구

조 등의 세력권 질과 종종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Stenger 1958, Simon 

1975, Smith and Shugart 1987, Andrén 1990, Marshall and Cooper 2004). 

또한, 세력권 내에 좋은 서식지 비중이 높을수록 번식성공률이 높아진다

(Andrén 1990).

  패치화된 서식지질이 낮은 곳에서는 어미가 적당한 채이장소를 옮겨다

니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고(Hinsley 2000), 패치화된 곳에서는 세

력권이 넓어지기 때문에(Mazerolle and Hobson 2004) 세력권 방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Hixon 1980). 먹이량과 새끼 성장에는 밀접한 관련

이 있는데(Naef-Daenzer et al. 2000), 세력권질이 낮아 세력권이 큰 곳에

서는 결국 새끼에게 먹일 먹이의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번식에 영

향을 받게 될 것이다.

  도시에 서식하는 산림성 조류의 경우 번식기간 동안 충분한 먹이 활동

을 위한 일정 면적의 도시 내 녹지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화에 따라 

자연피복(산림)의 대체 및 파편화가 일어나는데(Hennings and Edge 2003), 

도시 내 녹지율 또는 수목 밀도가 서식지 특성을 잘 반영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Fernández-Juricic and Jokimäki 2001, 이장호 2006, Ho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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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따라서 건물과 도로 사이에 소규모 녹지가 산재한 도시숲 환경에서 산

림성 조류의 세력권질은 녹지 밀도(녹지율)로 예측될 수 있으며 세력권 

크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1. 도시에서 서식하는 산

림성 조류는 번식기에 최소 면적의 녹지 공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세

력권이 클수록 내부 녹지율은 작을 것이다. 2. 도시에서 세력권이 크며 

세력권 내 녹지율이 낮은 것은 세력권질이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관련 

번식지표가 좋지 못할 것이다. 

  도시 환경에서 수행된 세력권 크기와 녹지와 관련된 서식지 특성 또는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이탈리아 도시에서 tawny 

owl (Strix aluco)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자연식생이나 인공녹지 등 

녹지 패치가 적고 파편화가 심할 경우 세력권 크기가 컸다(Galeotti 

1994).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까치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먹이자

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면적이 클수록 세력권 크기가 컸다(Kim et al. 

2012).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숲의 소녹지가 산재한 환경에서 세력권 크

기와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박새류는 과시행동, 교미, 둥지, 먹이가 있는 지역을 방어하는 세력권

을 가지며(Gill 1995), 도시 환경에서 풍부도와 둥지위치 선택에 있어 녹

지율과 관련이 깊다(Hashimoto et al. 2005, 이장호 2006, 5장 결과). 본 

연구에서는 건물과 도로 사이에 소규모 녹지가 산재한 도시숲에서 1. 곤

줄박이, 박새, 쇠박새의 박새류 3종을 대상으로 세력권과 세력권 내 녹지

율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2. 인공새집을 이용하고 풍부도가 높은 박새

를 대상으로 세력권 특성에 따른 번식특성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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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 방법

6.2.1. 세력권 조사

  세력권 도식법(territory mapping)이란 일정 조사구역을 반복조사하며 번

식행동을 지도에 기록하여 배타적인 세력권을 추정하는 방법이다(Bibby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3년동안(2011-2013년) 3월말-7월초까지 1차 

번식기간(영소기-이소기) 동안 세력권 도식법 조사를 수행하였다. 매년 

총 10 세션(session)씩, 매 세션은 보통 7-10일 간격으로 수행하였으며, 조

사를 완료하는데 2-3일이 소요되었고 매회 4-6시간씩 조사를 하였다

(Tables 6-4, 6-5, 6-6, 6-7, 6-8, 6-9, 6-10, 6-11, 6-12). 매 세션별 쌍안경과 

직접관찰을 통해 걸어 다니면서 박새류의 위치, 이동 경로와 활동을 

1:2,000 축적의 지도에 기록을 하였고, 매 세션별 기록한 지도의 내용은 

다시 각 종별로 나눠 다른 지도에 10 세션 기록을 모두 기록하였다. 기

록된 정보를 토대로 번식쌍수와 세력권 크기를 추정하였다. 새들의 위치

와 움직임은 주변 건물, 도로, 피복유형, 지형 등을 지도와 대조하여 기

록하였으며, 세력권 도식법 조사시 박새류의 song, call, 둥지 재료나 먹

이를 나르는 방향, 이동경로, 이웃개체간의 공격적인 행동 등을 특별히 

주의하며 기록하였다(Broughton et al. 2006). 새들의 이동이 활발할 경우 

가능한 따라다니거나 시야가 확보된 경우 이동경로를 관찰하였으며 종종 

수백 미터 이동까지 기록이 가능하였다. 조사지내 3개 구역별(2011년), 

인공새집별(2012-2013년)로 인공새집에서 태어난 새끼새를 구별할 수 있

도록 새끼새 다리 양쪽에 특정한 배열을 한 칼라링을 달았다. 새끼새들

에게 부착된 칼라링을 확인하여 인공새집에서 이소하여 가족군으로 움직

이는 경우 세력권 경계를 확인하는데 참고하였다. 또한 일부 부모새의 

경우 전년도에 부착한 칼라링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세력권 도

식법 조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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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세력권 크기 분석

  세력권 크기는 MCP(minimum convex polygon, 최소볼록다각형) 방법으

로 지도에 분석하여 도식화하였고, Google Earth (Pro)에 재도식화하여 세

력권 크기를 계산하였다. 명금류에서 이소후 가족군으로 활동시 이소전 

세력권 경계를 벗어나 수백미터씩의 이동이 알려져 있는데(Streby and 

Anderen 2013), 본 연구에서도 일부 그와 같은 행동이 확인되어 이러한 

특성의 가족군 행동범위의 경우는 세력권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력권 경계선이 불확실한 경우 그림(Figures)에는 원형으로 표시하고  

세력권 크기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세력권의 경우 번식 

둥지 확인을 못하고 세력권 경계가 불확실하여 1쌍의 세력권인지 2쌍의 

세력권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그림에는 큰 원 안에 작은 원 2개

를 그려 표시하였다.

  세력권 도식화 및 크기 분석은 1차 번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정된 

세력권 내 또는 인근에서 1차 번식 둥지의 새끼가 이소한 직전·직후 첫 

산란일이 확인 된 둥지의 경우 2차 번식으로 간주하였다. 만약, 1차 번식 

둥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력권 내에 이소한 가족군이 확인된 즈음에 

2차 번식둥지가 확인된 경우와 조사지 내에 전체 번식둥지 중 첫 이소가 

확인된 후에 산란 중이거나 이후 번식한 경우를 2차 번식으로 간주하였

다(Brickle and Harp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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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세력권녹지 및 둥지 주변 식생구조 조사

  Google Earth (Pro)의 2010년 4월 8일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조사지내에 

잔디, 큰 가로수, 이웃한 산림을 포함하여 식생이 보이는 부분을 ‘녹지’

로 정의하고 해당 부분을 추출하였다(Figure 6-1). Google Earth에 재도식

화된 세력권과 녹지가 겹치는 부분을 추가로 분석하여 각 세력권 내에 

있는 녹지면적을 분석하여 세력권녹지율(녹지면적/세력권 면적)을 계산하

였다. 신축 건물 등으로 인하여 없어진 녹지는 현장조사와 포털지도

(http://map.naver.com, http://map.daum.net)의 항공사진을 통해 반영하였다. 

또한 세력권 내 녹지면적 중 교목과 관목의 수관울폐도를 10% 단위씩 

항공사진을 통해 추정하였다.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2013년 동안 번식 기록이 있는 인공

새집 반경 10 m (각 c. 0.03ha)내의 피도와 목본수, 흉고단면적을 2014년

에 조사하였다. 엽층별 피도량은 0-0.2, 0.2-2, 2-5, 5-10, 10 m 이상의 5개 

층으로 나누어 10% 단위로 목측 조사하였다. 목본수는 흉고직경 5 cm 

이상인 나무를 10 cm 단위(5-15, 15-25 cm 등)로 활엽수와 침엽수를 구

분하여 기록하였다. 흉고단면적(basal area)은 흉고직경 범위의 중간값

(15-25 cm인 경우 20 cm)과 목본수 자료를 이용하여 활엽수와 침엽수로 

구분하여 환산하였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5장의 연구방법(5.2.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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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Vegetation polygons (green and yellow-green) of study site and neighboring forests in Gwanak Cam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 Google Earth (image date is 8 Ap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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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번식둥지 조사

  인공새집 조사는 3월말부터 시작하여 번식종, 한배산란수, 한배새끼수, 

이소새끼수, 부화율(한배새끼수/한배산란수), 이소율(이소새끼수/한배새끼

수), 번식성공률(이소새끼수/한배산란수), 첫산란일, 포란개시일, 부화일, 

이소일을 기록․분석하고 버니어캘리퍼스(0.01 mm 단위, Mitutoyo, 일본)

와 저울(0.1 g 단위, 용수철 및 전자저울, Pesola, 스위스)을 이용하여 알

무게와 단경・장경(한배산란 완료 직후), 부화 13일째 새끼 무게와 부척 

길이를 기록하였다. 인공새집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둥지재료가 있음이 

확인된 이후에는 가능한 2-3일에 한번씩은 확인하였다. 산란기간 중 2개 

이상의 알이 확인된 경우, 보통 하루에 알 1개씩 산란하는 특성을 기준

으로 산란일을 추정하였다(Da Silva et al. 2012). 2012년과 2013년에는 정

확한 부화일(최소 1개 알이 부화된 경우)과 이소일(살아 있는 모든 개체

가 둥지를 이소한 날)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부화일과 이소일 즈음

에 인공새집을 매일 확인하도록 하였다. 만약 매일 조사하지 못하여 이

소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소 전 마지막 확인일과 이소 후 첫 확인일

의 간격이 2-3일인 경우에 한해 그 중간일을 이소일로 추정하였다(1 = 1 

Apr). 최소한 한 마리 새끼가 이소한 경우 번식성공으로 간주하였으며, 

한배산란수는 최소 한 마리 새끼가 부화한 둥지를 대상으로만 분석하였

다.

  번식이 확인된 인공새집이 아닌 동공 내의 번식둥지는 손전등,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산란기, 육추기, 이소기 등 대략적인 번식현황 등을 파악

하고, 가능하면 당시의 알 수와 새끼수를 확인하였다(n = 2).

  추정된 세력권 내 또는 인근에서 1차 번식 둥지의 새끼가 이소한 직후 

첫 산란일이 확인 된 둥지의 경우 2차 번식으로 간주하였다. 만약, 1차 

번식 둥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력권 내에 이소한 가족군이 확인된 

즈음에 2차 번식둥지가 확인된 경우와 조사지 내에 전체 번식둥지 중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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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가 확인된 후에 산란 중이거나 이후 번식한 경우를 2차 번식으로 간

주하였다. 

6.2.5. 통계 분석

  박새류 3종의 세력권크기와 세력권 내 녹지면적(이하 세력권녹지면적) 

및 세력권 내 녹지율(이하 세력권녹지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정규성 충족). 

  세력권크기 또는 세력권녹지율과 번식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ver 21을 이용하여 일반화선형혼합모델(GLMM,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분석을 하였고, 고정변수(fixed effect)는 크게 세력권질 주

성분과 둥지 주변 식생구조  주성분의 2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see 

belows), 변량변수(random effect)는 연도를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력권질이 1차 관심변수이기 때문에 GLMM분석시 최종적으로 세력권질

을 꼭 고정변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세력권질 주성분과 둥지 주변 식생

구조 주성분 4개를 모두 포함하여 GLMM 분석을 하였고, 모델이 타당한 

경향이 없고(p > 0.1) 식생인자 주성분 4개 β의 각 p > 0.15인 경우 가장 

높은 p값을 보인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모델이 타당해지거나 세력권

질 주성분만 고정변수로 남을 때까지 고정변수 개수를 줄였다. 연결함수

는 번식실패의 경우 이변량로짓함수를, 한배산란수·한배새끼수·이소새끼

수의 경우 포아송 분포를, 나머지 번식지표에 대해서는 일반선형함수(정

규 분포)를 지정하였다. 분석은 번식실패 둥지를 모두 포함한 경우에 대

해서 우선 실시하였고 번식실패 둥지를 제외하고 번식에 성공한 둥지만

을 대상으로 한배산란수·한배새끼수·부화율·번식성공률·산란일에 대해서 

추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화율, 이소율, 번식성공률은 정규성을 보정

하기 위하여 arcsin squareroot 변환을 하였다. 알 무게와 크기, 새끼 무게

와 부척 길이는 GLMM 분석시 둥지별로 반복측정 분석이 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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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 부피는 Hyot (1978)의 식을 따랐다(부피 = 0.51×장경×단경2). 평균

치는 mean ± SE로 기재하였다. 번식지표 분석은 표본수가 부족한 곤줄

박이(3년, n = 6)와 쇠박새(3년, n = 7)를 제외하고 박새만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을(see 6.3.2 세력

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로그변환 후 주성분

분석을 통해 로그변환 한 세력권녹지율과 음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분

석, r = －0.860, p < 0.001)를 갖으며 로그변환 한 세력권크기와는 양의 

상관관계(r = 0.860, p < 0.001)를 갖고 2개 인자의 변동성을 74.0%를 설

명할 수 있는 주성분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성분 값에 마이너스를 곱

하여 세력권녹지율과 양의 상관관계, 세력권크기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

도록 하여 ‘세력권질’을 나타내는 수치를 산출하였다. 세력권질 주성분 

분석 전에 항공사진을 통해 추정된 세력권녹지면적의 교목과 관목의 수

관울폐도(92.8 ± 1.2%, n = 57, range: 50-100%)를 각 세력권녹지율에 곱

하여 박새류가 먹이 활동을 주로 하는 녹지율에 대한 부분을 보정하였

다.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이용한 주성분분석 결과 인공새집 반경 10 m 이

내의 5개 높이의 엽층별 피도량, 활엽수와 침엽수의 목본수 및 흉고단면

적의 총 9개 식생인자를 4개의 주성분으로 차원축소하였다(Table 6-1). 

주성분1 (PC1)은 활엽수와 2-10m의 엽층 피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

다(Pearson 상관분석, r > 0.7, p < 0.01). 주성분2는 침엽수와 양의 상관

관계가 깊었으며(r > 0.7, p < 0.01), 주성분3은 10 m< 높이의 엽층 피도

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0.883, p < 0.01). 주성분4는 2 m 

미만의 엽층 피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7, p < 0.01). 4개의 

주성분은 9개 식생인자의 변동성을 81.6% 설명할 수 있었다(Table 6-1).



- 78 -

Table 6-1.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performed on 9 vegetation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components and the original variables are also shown. *p < 0.05, **p < 0.01

PCl PC2 PC3 PC4

Foliage cover (0-0.2 m)   0.295*   0.040   0.231   0.730**

Foliage cover (0.2-2 m) －0.113   0.265   0.036   0.853**

Foliage cover (2-5 m)   0.844**   0.162   0.092 －0.113

Foliage cover (5-10 m)   0.710**   0.041   0.583**   0.057

Foliage cover (10 m<)   0.090   0.101   0.883**   0.194

Number of broadleaf trees   0.734**   0.059 －0.404**   0.337*

Basal area of broadleaf trees   0.821** －0.299*   0.153   0.132

Number of conifers   0.079   0.937** －0.080   0.117

Basal area of conifers －0.113   0.793**   0.422**   0.264

% variance accounted for  33.069%  24.179%  13.610%  1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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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결과

6.3.1. 세력권

  3종의 박새류 세력권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중복되었다(Figures 

6-2, 6-3, 6-4). 세력권 크기는 곤줄박이가 3.49 ± 0.50 ha (range 1.98-7.08 

ha, n = 10), 박새 1.66 ± 0.14 ha (range 0.21-6.20 ha, n = 57), 쇠박새 

1.52 ± 0.14 ha (range 0.20-4.86 ha, n = 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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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Territories of three Parus spp. at the Gwanak Cam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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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Territories of three Parus spp. at the Gwanak Cam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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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Territories of three Parus spp. at the Gwanak Cam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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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 3종 모두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면적은 양의 

상관관계수값(r > 0)을 가졌고,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은 음의 상관

관계계수값(r < 0)을 가졌다(Figures 6-5, 6-6, 6-7).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

은 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곤줄박이는 두 종류의 상관관계에서 통

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 > 0.1, Figure 6-5). 박새의 세력권크기와 세력권

녹지면적은 2011년과 2012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2011

년, p = 0.006; 2012년 p < 0.001) 2013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 = 

0.354, Figure 6-6).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은 2011-2013년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2011년 p = 0.002, 2012년 p = 0.036, 2013년 p = 

0.012, Figure 6-7). 즉, 세력권이 클수록 그 내부 녹지율은 낮았다. 2012

년에서 박새의 6.2 ha 크기의 세력권을 이상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

외할 경우에도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면적은 양의 산관관계를 가졌으

며(p = 0.046),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p 

= 0.011). 세력권녹지율은 3년동안 곤줄박이는 24.5-96.4%이었다. 박새의 

세력권녹지율은 2011년 26.5-85.3%, 2012년 12.8-99.1%, 2013년 

24.5-92.7%이었다. 쇠박새의 세력권녹지율은 2011년 19.4-95.2%이었으나 

최소값 19.4%를 제외할 경우 최소 녹지율은 27.9%이었다. 2012년 쇠박새

의 세력권녹지율은 23.1-100% 이었으며 2013년은 23.5-73.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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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Scatter plots between territory sizes & green area size in 

territory and between territory sizes & green ratio of territory in 

Parus varius in 2011 and 2012. Data of year 2013 is not shown 

due to just only on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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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Scatter plots between territory sizes & green area size in 

territory and between territory sizes & green ratio of territory in 

Parus major in 2011-2013. Correlation efficient value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parentheses of year 2012 are after 

removal of a potential outlier.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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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Scatter plots between territory sizes & green area size in 

territory and between territory sizes & green ratio of territory in 

Parus palustris in 2011-2013.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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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세력권질과 번식특성

  세력권질과 식생구조를 고정변수로 하고 번식지표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GLMM 분석결과를 Table 6-2에 나타내었으며 세력권질과 번식지표 

의 산점도를 Figure 6-8에 보였다. 세력권질이 높을수록 번식실패 가능성

이 높았고(p = 0.024) 한배새끼수·이소새끼수가 적었다(p < 0.001). 번식

실패 원인은 둥지포식(nest predation)은 없었으며 모두 둥지포기(nest 

desertion)이었다. 한배산란수, 부화율, 이소율, 번식성공률은 세력권질과 

관련이 없었다(p > 0.1). 세력권질인 높은 곳에서 첫 산란일이 빨랐다(p 

= 0.007). 산란기간과 포란기간은 세력권질과 관련이 없었으나 육추기간

은 세력권질이 높을수록 짧았다(p = 0.017). 세력권질이 높을수록 알의 

단경은 짧았고(p = 0.004) 알의 무게는 가벼운 편이었다(p = 0.071). 부화

13일째 새끼 무게는 세력권질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p = 0.921), 세력

권이 클수록 새끼 부척 길이는 짧았고(p = 0.002), 무게/부척길이 비율은 

높은 수치를 보였다(p = 0.007). 알 장경과 부피는 세력권질과 관련이 없

었다(p > 0.1).

  번식실패둥지를 제외한 GLMM 분석결과를 Tables 6-3에 나타내었다. 

번식실패둥지를 포함하여 분석했을 경우 세력권질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

던 한배새끼수·이소새끼수는 번식실패둥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유의한 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p > 0.1). 첫 산란일은 번식실패둥지를 포함한 경우

와 유사하게 세력권질이 높을수록 빨랐다(p =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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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Scatter plots between territory quality and breeding characteristics  

in Parus major. Failed nest data included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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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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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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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둥지 주변 식생구조와 번식특성

  산란일은 둥지 주변에 나무가 많고 2-10 m의 피도량이 높은 경우 늦

어졌다(p < 0.05).

  침엽수가 많으면 알 단경이 길고(p = 0.001), 알부피가 컸으며(p = 

0.012), 큰 경향을 보였으며(p = 0.068), 알이 무거웠다(p<0.001). 또한 침

엽수가 많을수록 부화율이 높아(p = 0.022), 한배새끼수와 이소새끼수가 

역시 많았다(p < 0.001). 또한 활엽수가 많고 2-10 m 높이의 피도량이 높

을수록 알 단경이 길었다(p = 0.016).

  0-2 m 높이의 피도량이 높을수록 번식실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

며(p = 0.098), 새끼수가 많았고(p = 0.046), 이소새끼수가 많았다(p = 

0.034). 또한 0-2 m 높이의 피도량이 높을수록 알 단경이 길었으며(p < 

0.001), 알 부피도 컸고(p = 0.032), 부화 13일째 새끼 무게가 무거웠고(p 

= 0.006), 무게/부척길이 비율 역시 높았다(p = 0.001). 육추기간은 0-2 m 

높이 피도량이 높을수록 짧았다(p = 0.050). 반면 10 m 이상의 피도량이 

높을수록 알이 가벼웠고(p < 0.001), 부화 13일째 새끼 역시 가벼웠으며

(p = 0.019), 새끼 무게/부척길이 비율이 낮아졌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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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GLMM results with fixed effects of principal components of territory quality and vegetation structure near 

nest boxes. Failed nest data included (Continue).

Dependent variable Fixed effect β SE p 
Model
F p

Breeding failure Territory quality   1.652 0.699  0.024  2.881  0.072

Foliage cover (0-2 m) －2.377 1.397  0.098

Clutch size Territory quality   0.153 0.514  0.768  0.089  0.768

No. of nestlings Territory quality －2.472 0.368 <0.001 26.883 <0.001

Conifer   2.120 0.480 <0.001

Foliage cover (0-2 m)   1.193 0.575  0.046

No. of fledglings Territory quality －2.309 0.363 <0.001 23.509 <0.001

Conifer   1.926 0.470 <0.001

Foliage cover (0-2 m)   1.254 0.56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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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ontinued.

Dependent variable Fixed effect β SE p 
Model
F p

Hatching rate Territory quality －0.075 0.058  0.206  2.967 0.050

Conifer   0.149 0.061  0.022

Foliage cover (10 m<) －0.086 0.053  0.115

Fledging rate Territory quality   0.020 0.031  0.521  0.423 0.521

Breeding success Territory quality －0.025 0.052  0.637  0.227 0.637

Egg laying date Territory quality －2.676 0.947  0.007  6.803 0.003

Broadleaf + Foliage (2-10 m)   4.778 1.116 <0.001

Conifer   2.525 1.048  0.022

Egg laying duration Territory quality   0.072 0.182  0.695  0.157 0.695

Incubation duration Territory quality   0.295 0.229  0.210  1.657 0.210

Nestling duration Territory quality －0.561 0.214  0.017  7.534 0.004

Foliage cover (0-2 m) －0.507 0.24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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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ontinued.

Dependent variable Fixed effect β SE p 
Model
F p

Egg long length Territory quality   0.040 0.034  0.241  1.380  0.241

Egg short length Territory quality －0.074 0.025  0.004  5.840 <0.001

Broadleaf + Foliage (2-10 m)   0.068 0.028  0.016

Conifer   0.066 0.020  0.001

Foliage cover (0-2 m)   0.087 0.026  0.001

Egg volume Territory quality －0.010 0.007  0.154  3.759  0.011

Conifer   0.018 0.007  0.012

Foliage cover (0-2 m)   0.016 0.008  0.032

Egg weight Territory quality －0.001 0.006  0.071  6.104 <0.001

Conifer   0.016 0.005 <0.001

Foliage cover (10 m<) －0.020 0.0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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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ontinued.

Dependent variable Fixed effect β SE p 
Model
F p

Nestling weight (13d) Territory quality   0.006 0.064  0.921  3.545  0.008

Broadleaf + Foliage (2-10 m)   0.103 0.063  0.104

Foliage cover (10 m<) －0.139 0.059  0.019

Foliage cover (0-2 m)   0.168 0.061  0.006

Tarsus length (13d) Territory quality －0.105 0.034  0.002  7.219  0.001

Foliage cover (10 m<)   0.114 0.036  0.002

Weight/Tarsus length
(13d)

Territory quality   0.008 0.003  0.007 10.753 <0.001

Foliage cover (10 m<) －0.014 0.003 <0.001

Foliage cover (0-2 m)   0.011 0.0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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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GLMM results with fixed effects of principal components of territory quality and vegetation structure near 

nest boxes. Failed nest data excluded.

Dependent variable Fixed effect β SE p 
Model
F p

Clutch size Territory quality －0.012 0.559 0.984 0.000 0.984

No. of nestlings Territory quality －0.324 0.554 0.563 3.363 0.050

Broadleaf + Foliage (2-10 m) －1.356 0.617 0.037

No. of fledglings Territory quality －0.188 0.518 0.719 0.132 0.719

Hatching rate Territory quality －0.075 0.058 0.206 2.967 0.050

Conifer   0.149 0.061 0.022

Foliage cover (10 m<) －0.086 0.053 0.115

Breeding success Territory quality －0.025 0.052 0.637 0.227 0.637

Egg laying date Territory quality －2.617 1.180 0.037 5.394 0.006

Broadleaf + Foliage (2-10 m)   5.301 1.346 0.001

Conifer   2.405 1.262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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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찰

6.4.1. 종간 세력권 중복

  도시숲에서 박새류 3종간 배타적인 세력권 형성은 보이지 않았다

(Figures 6-2, 6-3, 6-4). 이와 같이 종간 세력권 중복(overlapping)을 보이는 

것은 생태적 지위분할(niche partition)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

를 들면,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는 선호하는 먹이 종류의 비율(Mizutani 

and Hijii 2002), 크기(Mizutani and Hijii 2002, Urata and Ueda 2003, Park 

et al. 2005) 등이 다르며 해당 먹이가 산출되는 특정 나무를 선호하기도 

한다(Hartley 1953, Sturman 1968, Austin and Smith 1972, Holmes and 

Robinson 1981, Peck 1989, Mizutani and Hijii 2002). 또한, 서로 다른 종

의 박새류는 종종 나무의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잡는데

(Sturman 1968, Alatalo 1981, Alatalo 1982, Alatalo et al. 1986a),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 역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먹이를 잡는 행동을 보인다(Park 

et al.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도 4장과 5장에서 박새류는 서로 다른 유

형의 둥지자원, 동공특성, 인공새집 주변의 공간적 특성을 보였다. 

6.4.2.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

  본 연구에서는 소녹지가 건물 및 도로 사이에 산재해 있는 도시숲 환

경에서 산림성 조류의 세력권질은 녹지 밀도(녹지율)로 예측될 수 있으

며 세력권 크기가 클수록 세력권녹지율은 작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

구 결과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 3종의 세력권크기와 세력권녹지율은 예

측과 같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았다(Figures 7-2,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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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세력권질과 번식특성

  본 연구에서 ‘세력권질이 높을수록 번식지표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

하였으나, 번식지표에 따라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세력권크기가 작고 세력권녹지율이 높은 좋은 세력권질을 보유하고 있

는 번식쌍은 산란일이 빨랐다. 일반적으로 좋은 서식지에서 빨리 산란하

며(Lambrechts et al. 2004, Sanz et al. 2010), 일찍 이소하는 새끼의 경우 

새 장소에 먼저 정착하여 늦게 이소한 새끼에 비해 우세성을 보이는 등

(Nilsson 1989) 생존에 더 유리하다(Naef-Daenzer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서식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세력권 수준에서도 어미 박새는 

좋은 환경에서 빨리 산란하여 이소 후 새끼의 생존률을 높이려는 번식전

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세력권질이 높을수록 알의 단경이 짧고 가벼웠으나, 부화 13일째 새끼 

무게는 차이가 없었으며 새끼 부척 길이가 짧아 무게/부척 길이 비율은 

높았고 육추기간도 짧았다(p < 0.01, Table 6-2, Figure 6-8). 알이 가벼울

수록 새끼 성장이 늦어질 수 있는데(Schifferli 1973), 녹지율이 높아 세력

권질이 좋은 곳에서 번식쌍은 초기 투자가 적은 작은 알을 낳더라도 육

추기에 먹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세력권질이 낮은 곳의 무거운 알에서 

태어난 새끼만큼 이소전까지 새끼를 빠르고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거운 새끼일수록 이소 후 생존률이 높아진다(Naef-Daenzer et al. 

2001, Perrins and McCleery 2001). 부화 13일째 몸의 크기에 비해 새끼 

체중이 적었던 세력권질이 낮은 곳(세력권녹지율이 낮고 세력권이 큰 

곳)에서 이소 전 새끼의 체중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육추기간

이 길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육추기간이 길어질 경우 육추에 소요되

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미새들의 적합도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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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Daan et al. 1996). 5장에서 박새의 경우 녹지율이 높

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육추 기간을 

짧게 가져가 어미새들의 생존이나 다음 번식 기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이라 생각된다. 

  반면, 번식실패둥지를 포함한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세력권질이 높을수

록(세력권크기가 작고 세력권녹지율이 높을 수록) 번식실패 가능성이 컸

고 한배새끼수와 이소새끼수가 적었다(Tables 6-2, Figure 6-8). 반면 번식

성공둥지(최소 한 마리 새끼가 이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세력권

질과 한배새끼수 및 이소새끼수와는 관련이 없었다(Tables 6-3). 따라서, 

번식실패둥지의 포함유무가 세력권질과 한배새끼수 및 이소새끼수와의 

관련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왜 세력권질이 높은 곳에서 번식

실패 가능성이 높은가? 녹지율이 높으면 잠재적인 먹이량이 많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번식에 유리할 수 있으며(see above), 이는 박새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종과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포식동물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박새와 경쟁종인 곤줄박이는 서로 둥지자원을 차지하려

고 싸우기도 하며, 흔하지는 않지만 곤줄박이가 박새의 둥지를 강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Suzuki and Tsuchiya 2010). 곤줄박이는 본 조

사지에서 산림과 가까운 인공새집을 선호하였는데(Table 5-3), 박새 번식 

실패 둥지 중 녹지율이 높으면서도 산림에 가까운 곳인 경우 곤줄박이에 

의한 둥지자원 경쟁에 의한 둥지포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잠재적 포식동물인 까치도 녹지율이 높은 곳에서 풍부도가 더 높으며(이

장호 2006), 본 조사지에서 다람쥐도 큰 녹지가 있는 곳에서 더 자주 관

찰되었다(Author's observation). 따라서, 녹지율이 높은 세력권에서 번식실

패가 많은 것은 포식동물에 의한 포식 또는 간섭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조사지에서 인공새집의 둥지 포식율이 매우 낮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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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공새집 안으로 침입하여 알이나 새끼를 먹는 포식동물보다는 인

공새집에는 침입하지 않는 포식동물과의 관련성이 더 깊을 것으로 생각

된다. 번식 실패한 둥지 중 일부는 새로 건물을 짓는 공사장소와 인접하

거나 공사차량이 다니는 경로에 인접해 있어(Figure 6-9), 공사 활동이 어

느 정도 번식에 간섭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Hockin et al. 1992).

  비록 본 연구에서 식생인자를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 세력권질과 부화 

13일째 새끼 무게에는 관련이 없었으나(p = 0.921), 그래프상으로 확인했

을 때(Figure 6-8) 세력권질과 새끼 무게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했을 때 양

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둥지 주변 식생인자를 모두 빼고 

세력권질로만 분석했을 때는 p값이 0.150으로 매우 낮아졌다(β>0). 부화

율, 이소율, 번식성공률의 그래프에서 20% 이하 수치를 제외할 경우 세

력권질이 낮은 곳에서는 수치의 편차가 크다가 세력권질이 높을수록 편

차가 좁아졌다.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 세력권질에 따른 

새끼 무게, 부화율, 이소율, 번식성공률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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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Construction areas in 2012 and 2013 with breeding failed nest boxes of Parus major in first breeding 

(circles with breed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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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둥지 주변 식생구조와 번식특성

  일반적으로 도시가 아닌 곳보다 도시에서 산란일이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도시가 더 따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hamberlai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같은 도시에서도 세부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 산란일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서식지내에서도 주

변 환경조건에 따라 차가운 인공새집보다는 따뜻한 인공새집에서 산란일

이 빠르다(Dhondt and Eyckerman 1979). 피도량이 높고 나무가 많으면 인

공새집에 햇빛이 적게 도달하여, 같은 서식지내에서도 인공새집 내부와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둥지 가까이에 

나무가 많고 피도량이 높은 곳의 인공새집에서 번식시기가 늦어진 것은

(Table 6-2) 채광량에 의한 미세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인공새집 안·밖으로 온도센서를 설치

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활엽수의 곤충류는 번식기 박새의 주요 먹이원이며(이혜승 

2012), 침엽수림에서보다 활엽수림에서 박새류의 알 크기가 크고 번식지

표가 좋다(Mänd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둥지 주

변에 침엽수와 0-2 m 높이의 피도량이 높으면 번식지표가 좋았으며, 활

엽수가 많으면 번식지표가 좋지 못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특히 번식 초

기 단계 지표인 알 크기‧무게, 부화율과 관련이 있었다(Tables 6-2, 6-3). 

혼효림에서 청박새는 번식기보다 번식전에 침엽수 이용 비율이 높았다

(Illera and Atienza 1995). 또한, 침엽수는 겨울철 중요한 잠자리 장소이다

(Vel‘ky et al. 2010). 따라서, 본 조사지와 같이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환경에서 번식 초기의 번식 특성은 활엽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침엽

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둥지 주변에 피도량이 높을수록 둥지가 있는 인공새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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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할 수 있어 포식동물에 의한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먹이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번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인공새집 주변 반경 10 m 내 0-2 m 높이의 엽층 피도량이 높

을수록 번식지표가 좋았다(Table 6-2). 반면 10 m 이상 높이의 엽층 피도

량이 높으면 반대 경향을 보였는데(Table 6-2),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식생구조 조사가 세력권크기(0.21-6.20 ha)에 비해 

인공새집 주변 일부 면적(0.03 ha)에서만 수행되어 침·활엽수와 엽층 피

도량에 따른 번식지표의 변화를 세력권 내의 식생구성 및 구조로 설명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좀 더 상세한 식생구조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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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록

Table 6-4.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varius in 2011.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1
3/22

3/28
3/29
3/30

4/4
4/5

4/11
4/13

4/20
4/21
4/23

4/25
5/7
5/9

5/15
5/16

5/28
5/29
6/1

6/8
6/11

6/27
6/28
7/6

C4B nest box O S,P P P S 5

E3un unknown S P P O P 5

H6B nest box S,P S S S S C,P P 7

J1B nest box S S S,P S P S O 7

K4B nest box O P O S,P O O S,P 7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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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major in 2011. (Continue)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1
3/22

3/28
3/29
3/30

4/4
4/5

4/11
4/13

4/20
4/21
4/23

4/25
5/7
5/9

5/15
5/16

5/28
5/29
6/1

6/8
6/11

6/27
6/28
7/6

A2N fallen tree AE,P P P S O FM 6

B4B nest box P AE,S,P S,P P C,P S 6

D4un unknown P S,P P P S S P O O 9

D6B nest box P P P P 4

E5B nest box P P P 3

F3B nest box P P S P C,P 5

F5B nest box S S,P O S P C 6

G1un unknown P P S AE,P P O 6

G4B nest box O P C O FM 5

H3B2 unknown S O S P AE,S S 6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 106 -

Table 6-5. Continued.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1
3/22

3/28
3/29
3/30

4/4
4/5

4/11
4/13

4/20
4/21
4/23

4/25
5/7
5/9

5/15
5/16

5/28
5/29
6/1

6/8
6/11

6/27
6/28
7/6

H7B nest box S P P S S S,P 6

J3B nest box C,S,P O S,P S,C,P S FM O 7

J6B nest box S O P AE,S,P FM O 6

K2B nest box S,P P S,P S,P P S,P 6

K4N rock wall S P O P O FM 6

K6B nest box S S S,P S S,P S O FM 8

M5B2 unknown S S,C,P P O FM NS 6

N3un unknown S S,P S,C,P C,P S,C 5

N5un unknown O S,P P S,P P S 6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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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palustris in 2011. (Continue)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1
3/22

3/28
3/29
3/30

4/4
4/5

4/11
4/13

4/20
4/21
4/23

4/25
5/7
5/9

5/15
5/16

5/28
5/29
6/1

6/8
6/11

6/27
6/28
7/6

B2un unknown P O P O AE,P 5

B4un unknown P O AE,P 3

C7un unknown O P AE P P FM 6

E1un unknown P C,P C S,P O FM FM 7

E4un unknown S,P S O P FM FM 6

F6un unknown S,P O O P P O FM O 8

G2N tree O P AE,P S O O FM FM S 9

G6N tree O O O P O FM FM 7

H5 tree AE,S S,P O AE,P S FM
FM,
AE

7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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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Continued.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1
3/22

3/28
3/29
3/30

4/4
4/5

4/11
4/13

4/20
4/21
4/23

4/25
5/7
5/9

5/15
5/16

5/28
5/29
6/1

6/8
6/11

6/27
6/28
7/6

I3N building AE P P AE,S,P P O O S AE 9

I6un unknown P S,P AE P AE,P FM 6

I7un unknown O O P O P FM 6

K4un unknown AE C P AE,P P O AE,P O 8

K6un unknown P P S,P O P P AE 7

L3un unknown AE,P AE AE,S,P P O O 6

M4un unknown O AE,P AE,P C,P P FM 6

O4un unknown O S,C,P O AE,S,P S O FM 7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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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varius in 2012.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2
3/27

4/2
4/4
4/5

4/10
4/14
4/28

4/30
5/2
5/4

5/7
5/9
5/12

5/15
5/18
5/19

5/23
5/26
5/27

5/28
5/31
6/5

6/6
6/7
6/8

6/14
6/15
6/16

B4B nest box S,P S O FM FM C 6

I1B nest box S,P S O P 4

DusanB nest box P AE,S,P P O O 5

K6un unknown O S,P S S S O P 7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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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major in 2012. (Continue)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2
3/27

4/2
4/4
4/5

4/10
4/14
4/28

4/30
5/2
5/4

5/7
5/9
5/12

5/15
5/18
5/19

5/23
5/26
5/27

5/28
5/31
6/5

6/6
6/7
6/8

6/14
6/15
6/16

C6B nest box S,P S S, P S,C O O O P 8

D2B nest box P AE,P AE,P O FM 5

E4B nest box O
AE,S,
C,P

C C,P O C FM 7

F3B nest box C,P AE,P O 3

G1un unknown S,P C,P O S S,C C,P C 7

H5B nest box P S,P O P C O P 7

H6B nest box S,C P S,C,P O S FM 6

I1un unknown O S,C,P O S,FM 4

I2B nest box P P S,P S S P FM FM 8

I4B nest box P S,P C O O O FM FM 8

I6H7N rock wall S O S S S O S 7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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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Continued.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2
3/27

4/2
4/4
4/5

4/10
4/14
4/28

4/30
5/2
5/4

5/7
5/9
5/12

5/15
5/18
5/19

5/23
5/26
5/27

5/28
5/31
6/5

6/6
6/7
6/8

6/14
6/15
6/16

I7B nest box P S S S S S P 7

J5B nest box O AE,P AE,P S,P O FM 6

KyosuN rock wall AE,P S AE AE,S,P S S O 7

K1B nest box P O S S S S,P S S O 9

K4N rock wall S P P S O S C 7

SolN building S,P S,P O P O FM FM 7

L3B nest box P O O S C S O AE FM 9

L6B nest box S S,P S O S O S S 8

M3B nest box P S,P S,P O O AE,S 6

M4B nest box S,P O AE,S O S FM 6

N4B nest box S,C,P AE,P S S O O FM 7

P4B nest box O P S S O O S FM 8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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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palustris in 2012. (Continue)

ID Nest type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2
3/27

4/2
4/4
4/5

4/10
4/14
4/28

4/30
5/2
5/4

5/7
5/9
5/12

5/15
5/18
5/19

5/23
5/26
5/27

5/28
5/31
6/5

6/6
6/7
6/8

6/14
6/15
6/16

A1un unknown C,P S O O FM 5

B4N tree S S S 3

E2un unknown P AE P S S FM 6

E5F5N tree O O S,C S,C 4

F3un unknown P AE,S,P AE O O O 6

G2N tree P O C FM O 5

G4un unknown O S AE,P O O 5

G6N tree P S S P S,P FM O 7

H3H4N tree P S,P O O C FM 6

H5un unknown S AE,S AE,S O O 5

H6un unknown O O AE,S,P S,P O AE,FM 6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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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Continued.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2
3/27

4/2
4/4
4/5

4/10
4/14
4/28

4/30
5/2
5/4

5/7
5/9
5/12

5/15
5/18
5/19

5/23
5/26
5/27

5/28
5/31
6/5

6/6
6/7
6/8

6/14
6/15
6/16

I5un unknown P AE,S,P S O 4

I6un unknown AE,P AE,S,P O O O S 6

I7un unknown S S S,P O FM FM FM 7

J2un unknown AE,S,P S P O FM 5

J4K4N rock wall O S,C O S FM 5

J6un unknown AE,S,P AE,S P FM FM 5

K1K2N tree AE,P P S S O S FM 7

K6un unknown S S AE,S P P O O FM 8

M2un unknown AE,S,P P P AE,S,P FM S 6

M4un unknown O S O AE S FM 6

O4un unknown S,P S S S S O S FM FM 9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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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0.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varius in 2013.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0
3/23

3/25
3/26

4/1
4/3

4/12
4/19

4/21
4/23

4/30
5/1
5/4

5/6
5/8
5/13

5/14
5/17
5/19

5/26
6/2
6/6

6/9
6/17
6/18

BibigoN Building S, P S S O 5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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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major in 2013. (Continue)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0
3/23

3/25
3/26

4/1
4/3

4/12
4/19

4/21
4/23

4/30
5/1
5/4

5/6
5/8
5/13

5/14
5/17
5/19

5/26
6/2
6/6

6/9
6/17
6/18

E4N streetlight C S,C,P S,P C,P P S 6

F3B2 unknown P C,P AE,C,P S,C,P AE,P S 6

F4B nest box P S,P AE,C,P S O P P 7

G1B nest box S,P O AE,S AE,C,P O S 6

H3B nest box P S,P O S,C,P C,P S S 7

I5N tree S,C S O S O O P FM 8

I6B nest box O AE,S S P AE,S,P S C 7

I7un unknown S S,C P P S C O 7

J1B nest box P C P O P P S FM 8

J2B nest box P C,P S,P S C S O 7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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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 Continued.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0
3/23

3/25
3/26

4/1
4/3

4/12
4/19

4/21
4/23

4/30
5/1
5/4

5/6
5/8
5/13

5/14
5/17
5/19

5/26
6/2
6/6

6/9
6/17
6/18

K1B nest box S,P S S O O S C S,P FM 9

M4un unknown S O P C,P S,P 5

L5B nest box S S,C,P S,P O S,C C,P O 7

L6B2 unknown C S,P S O S 5

N3B nest box S,P C,P S S S O 6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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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2. Territory mapping schedule and observations of each breeding pair of Parus palustris in 2013. 

ID
Nest type
(1st brood)

Session

No. of 
sessions of
registrations

1 2 3 4 5 6 7 8 9 10

3/20
3/23

3/25
3/26

4/1
4/3

4/12
4/19

4/21
4/23

4/30
5/1
5/4

5/6
5/8
5/13

5/14
5/17
5/19

5/26
6/2
6/6

6/9
6/17
6/18

A2B3N tree P AE O O P P P FM 8

B4un unknown S O AE,S AE P AE,P O 7

E1un unknown AE,C P P O S,C 5

F2N tree AE,S,P P O P O P O 7

F4un unknown AE,S,P S O S,FM 4

G3H4N tree AE,S P S AE O C,FM O 7

I6N tree O AE O AE,P AE,P O O FM FM 9

I7J6N tree P AE,P S O O S C 7

K1un unknown AE,P P P S,P 4

M4un unknown O O P O 4

O4un unknown AE,S S O P S,P P S FM O 9

 

AE: aggressive encounter, S: song, C: alarm call, FM: family, O: single observed (without territorial behaviour), P: pair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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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종합고찰

7.1. 도시 조류 서식지 관리

  본 연구결과 도시숲에서 서식하는 곤줄박이, 박새, 쇠박새가 이용하는 

둥지자원 유형 및 동공 특성, 둥지주변 공간적 특성, 세력권과 번식특성

은 선호하는 서식지와 생태 특성, 경쟁에 따른 생태적 지위분할 등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한 도시 녹지 

관리에 있어 도시 녹지에 서식하는 각 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1.1. 둥지자원 관리 - 인공새집 설치와 수동(나무 구멍) 보전

  만약 적당한 둥지자원이 부족하면 수동성 조류는 번식에 참여하지 못

할 수도 있다(Newton 1994). 반면, 인공새집과 같은 적당한 둥지자원을 

제공할 경우 수동성 조류의 밀도가 증가하기도 한다(Lõhmus and Remm 

2005, Camprodon et al. 2008). 따라서, 고목이나 고사목 등의 둥지자원이 

부족한 도시림에서는 야생동물 관리의 한 방안으로 인공새집 설치가 자

주 제안된다(이우신 1997). 비록 많은 새들이 도시 내 인공구조물을 둥지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지만(박현두 2001), 도시림이 아닌 도심 환경에서의 

수동성 조류의 둥지자원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인공새집 설치시 이용률 현황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였다.

  본 연구 결과 건물 및 도로 사이에 소녹지가 산재해 있는 도시숲에서 

인공새집은 곤줄박이와 박새에게 중요한 둥지자원이었다. 반면, 쇠박새는 

전혀 인공새집을 이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쇠박새의 경우 인공새집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이우신과 김

상욱 1996, Del Hoyo et al. 2007, Broughton et al. 2012). 비록, 쇠박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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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새집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곤줄박이와 박새가 이용할 수 있는 인

공새집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둥지자원에 대한 3종의 경쟁을 줄여주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mm et al. 2008). 반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인공새집[12.5 (w) × 10.5 (d) × 15 (h) cm, 입구직경 3.0-4.5 cm] 보다 입

구직경이 작고 소형인 인공새집을 이용한 일부 연구 등의 경우 쇠박새의 

인공새집 이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e.g. 주은진 2013; 

14 (w) × 정보없음 (d) × 12 (h) cm, 입구직경 2.5 cm, 쇠박새 이용률 

50%], 적절한 규격의 인공새집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쇠박새의 인공새

집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새집이 아닌 다른 번식 둥지자원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박새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인공구조물을 둥지자원으로 활용하였으

나, 쇠박새의 경우는 주로 나무만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도심 환경에서 

박새류의 번식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인공새집 설치를 통한 둥지

자원 제공 뿐만 아니라, 수동이 있는 수목 존치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최근에는 수동이 있는 경우 수동을 막는 외과적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이경준과 이승제 2012), 작은 수동까지 이러한 시술을 하게 된다

면 수동을 이용하는 쇠박새는 둥지자원을 잃게 될 것이므로, 선별적인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박새류가 이용한 수종은 다양하였

으나 송진이 나오는 소나무류 등의 침엽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못하여 박새류가 번식 둥지자원으로 선호하는 수종은 아닌 것으로 생각

된다. 

7.1.2. 대단위 도시 녹지 보전의 중요성

  서울대 관악캠퍼스 도시숲에서 산림내부종인 곤줄박이는 산림가장자리

에서 가까운 인공새집을, 산림일반종인 박새는 녹지율이 높은 지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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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새집을 번식에 이용하였다(5장). 따라서, 도시 환경에서 산림내부종과 

산림일반종 보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에서 산림내부종 보전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산림과 공원을 보전·

조성해야한다. 산림내부종은 산림 밖이나 산림가장자리로 잘 나오지 않

고 산림 내부를 선호한다(Villard 1998). 따라서 산림 밖의 도시 내에서 

녹지율을 높이더라도 산림내부종 서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섬생물지리학(island biogeography) 이론에 따르면 섬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생물종이 섬에 서식한다(MacArthur and Wilson 1967). Park and 

Lee (2000)는 서울시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1 ha미만 목지에서는 단 6종

만을 관찰하였고, 1-10 ha 녹지에서는 14종, 10-100 ha에서는 26종, 100 

ha 초과 녹지에서는 36종이 관찰하였다. 특히 산림내부종의 경우 특히 

녹지 면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Villard 1998). 따라서, 가능한 큰 녹지를 

보전·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녹지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도시 공원이 

많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Cornelis and Hermy 

2004), 공원의 식생구조는 공원 조성·활용 목적 등의 이유로 산림과는 다

른 식생구조를 가질 수 있다. 조류는 식생구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James and Wamer 1982), 식생구조가 다른 산림과 공원에서 조류 

다양성은 다를 수 있다(Gavareski 1976). 서울시 상암동 일대 산림과 월드

컵공원의 조류상 비교 결과 월드컵공원은 산림보다 오픈된 식생을 선호

하는 종의 풍부도가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인 반면, 수동성 조류 등은 더 

적었다(Park and Lee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산림보다 공원의 단위면적

당 목본수가 적고 피도량이 적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Park and Lee 

2014). 따라서,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수목 식재 등 식생량을 늘리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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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한 최소 녹지율

  다양한 기존 연구에서 녹지율이 높을수록 조류 다양성과 풍부도가 높

았다(Fernádez-Juricic and Jokimäki 2001, Hong et al. 2013). 또한, 본 연구

결과 산림일반종인 박새는 녹지율이 높은 곳에 번식둥지를 정하고 녹지

율이 높은 세력권에서 새끼 체중/부척길이 비율이 높았으며 육추기간이 

짧았다. 따라서, 조류 종다양성과 풍부도, 산림일반종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규모의 녹지를 확보해서 녹지율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한 적정 녹지율은 어느 정도일까? 이장

호(2006)는 성남시 식생피복율에 따른 박새 분포확률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식생피복율이 29%일 때 박새 분포확률이 50%가 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Hashimoto et al. (2005)는 일본 오사카에서 박새 서식지 모델링 

결과 인근 산림이 적을수록 필요로 하는 녹지율이 높아졌다. 로지스틱회

귀분석결과 박새 서식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반경 1 km이내에 10 

ha 이상의 산림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녹지율 31%, 산림이 1개일 경우 

녹지율 20%, 산림이 2개일 경우 녹지율 13%, 산림이 3개일 경우 녹지율

이 9%가 필요하였다. 최소비용경로(least-cost path) 방법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Black-capped chickadee는 산림피복(forest cover)이 

30% 미만일 때 평균최소비용(mean least cost)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Desrochers and Bélisle 2007). Hinsley et al. (2008)는 공원에서 박새 둥지 

주변에 35% 이상의 상층 틈(gap)이 있을 경우 평균보다 더 높은 일일에

너지소비량(daily energy expenditure)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번식기 세력권내 녹지율이 2011년에는 최소 27.1%, 2012년에는 최소 

12.8%, 2013년에는 최소 24.6%였다. 본 연구에서 2012년이 특별히 따뜻

하고(Table 3-1) 번식지표가 좋은 해임을 감안하여(Author's unpublished 

data) 예외로 생각한다면, 여러 방법을 통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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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류가 녹지 패치간 이동 등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지 않

고 번식할 수 있는 최소 녹지는 30% 수준으로 보인다.

  개발계획시기가 2001-2006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전환경성검토서 분

석결과 100만 m2 (1 km2) 이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택지지구 면적 

중에 공원·녹지는 10.6-19.1%로 20% 미만이었고,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 

사업의 경우 공원·녹지 비율이 22.7-28.7%로 30% 미만이었다(김성옥과 

이상돈 2007). 그러나, 이러한 공원·녹지는 보통 식생이 피복되지 않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e.g.놀이터)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녹지

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김성옥과 이상돈 2007). 성남시의 경우 법으

로 규정된 녹지율(조경면적)은 30%이지만, 조경면적에 휴게시설, 산책로, 

연못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식생피복률은 평균 23.0%이었다(이장호 

2006). 최근 환경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환경부 2011). 환경부(2011)는 개발사업별 생태면적률 최소달성목

표치를 30%로 잡고 있지만, 생태면적률은 식생이 거의 없거나 식생이 

포함되지 않아도 투수기능이 있는 면적(e.g. 잔디블럭, 전면․틈새투수포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05년에 집계한 공동주택의 생

태면적률 현황은 21.23-40.73%였지만 자연지반 녹지율은 9.9-30.04%로 크

게 떨어졌다(구자훈 외 2007). 현재 서울시 공원율은 28.1%이나, 서울시 

공원녹지의 76%이상이 산림으로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울특별시 

2012) 외곽지역 산림을 제외한다면 공원이 아닌 녹지를 포함하더라도 녹

지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을 제외한 단독주택·근린상가 등 저층주거지역은 녹지가 매우 부족하다

(이장호 2006). 따라서, 대다수 개발지역의 평균 녹지율은 박새류가 적절

하게 살 수 있는 수준 보다 낮은 30%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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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의해야할 것은 여기서 제안한 녹지율 30%는 박새류를 위한 

수치라는 점이다. 박새류는 산림성 조류 중 도시 환경에서 가장 풍부한 

종․분류군 중 하나로(Park and Lee 2014), 녹지율 30%는 박새류 보다 크

기가 큰 딱따구리 등 다른 중형 조류나 텃새보다 녹지면적에 더 민감한 

여름철새(Park and Lee 2000)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녹지율을 높인다면 도시 내 삶의 질, 생태계서비스, 생물다양성을 향상

할 수 있으므로(Jim 2013),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시 적극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환경부, 산림청과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상·벽면녹화, 학교숲, 짜투리땅 녹화, 가로수 식재 등의 

세부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녹지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번식기에

는 주로 교목에서 나비목 유충을 먹이로 하는 박새는(Table 3-2, 이우신

과 김상욱 1996, Naef-Daenzer and Keller 1999, Marciniak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세력권 녹지의 교목·관목의 수관울폐도가 92.8 ± 1.2% (range: 

50-100%, n = 57)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녹지를 조성할 때는 

수목을 식재하여 수관울폐도가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7.2. 후속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번식기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비번식기의 생존률·사망률과 

정착률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박새류 종간 세력

권 곂침을 확인하여 생태적 지위분할을 통해 건물 및 도로와 작은 녹지

가 모자이크처럼 구성되어 있는 도시숲에서의 공존 가능성을 유추하였고 

둥지자원의 생태적 지위분할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찰에서 언급된 상

당수의 논문은 산림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환경이 다르면 종별 적응 행

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도시숲에서의 채이수종, 채이방법 등 생태적 지

위분할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녹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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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력권 특성을 박새류 번식생태의 주요 영향 인자로 언급을 하였는

데, 번식생태는 또한 부모새의 질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세력권질과 부

모의 질·행동이 각각 번식생태에 미치는 비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7.2.1. 도시숲에서 이소한 개체들의 생존률과 정착률

  도시 녹지에서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주변 산림에서의 개체군 

유입 없이 자체적으로 개체군 유지가 가능해야한다. 이는 먹이부족, 포

식, 탁란에 의한 번식실패 뿐만 아니라 번식성공 이후에의 생존과 정착

에 영향을 받는다. 

  생태덫(ecological trap)은 본래 서식지에서 서식지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신호(cue)가 새로운 형태의 서식지에서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서식지질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할 때 발생한다(Figure 7-1, 

Schlaepfer et al. 2002, Battin 2004). 즉 서식지질이 좋다고 판단하였으나 

서식지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서식지에서는 번식실패 

가능성 또는 사망률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박새의 경우 주변에 녹

지율이 높은 인공새집을 번식에 이용하였고, 녹지율이 높고 세력권 크기

가 작은 경우 새끼의 체중/부척길이 비율이 높았으며 육추기간이 짧았

다. 따라서 번식기에 녹지율은 번식성공의 좋은 지표이다. 그러나, 잠재

적인 포식동물인 까치 역시 도시 내 녹지율이 높을수록 풍부도가 높아진

다(이장호 2006). 따라서, 이소 직후 녹지율이 높은 곳에서 포식압이 높

다면 그해 태어난 박새 새끼들의 생존률과 정착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

다. 또한, 도시에서는 유리창이나 차량 충돌 등의 추가 위험이 있다

(Chace and Walsh 2006). 특히 유리창 충돌의 경우 유리창에 비치거나 투

과해서 보이는 식생과 관련이 깊다(Gelb and Delacretaz 2009). 따라서, 이

소 이후에는 도시에서 녹지율이 높은 곳일수록 잠재적인 생태덫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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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따라서, 도시숲의 source, sink, trap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소 직후부터의 생존률 추정과 개체 식별을 통한 개체군 정착 등의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Habitat quality

high (λ >1) low (λ<1)

Habitat 
selection 
response

chosen source trap

avoided source sink

Figure 7-1. The relationship between source, sink and traps. λ is a 

population growth rate (from Battin 2004).

7.2.2. 도시숲에서의 생태적 지위분할 연구

  지금까지 먹이자원, 채이위치 등의 종간 생태적 지위분할에 관한 연구

는 대부분 산림에서 이루어졌으며, 건물 및 도로와 작은 녹지가 모자이

크처럼 구성되어 있는 도시숲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수종구성만 하더라도 산림과 도시는 전혀 다르다. 국내에 650종의 자생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단 43종만이 가로수로 추천되고 있

다(이경준과 이승제 2012). 또한 산림에서의 주요 우점종은 참나무류

(Quercus spp.)인 반면(Son et al. 2004, Park et al. 2008), 서울시에서 관리

하는 흉고직경 20 cm 이상의 나무 중 참나무 비율은 0.31%에 불과하다

(서울열린데이터 2012). 따라서, 산림에서 박새류의 먹이나 채이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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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류(Quercus spp.) 선호 연구결과를 도시숲에서의 박새류 생태에 바

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참나무류가 거의 없는 본 조사지에서

서는 번식기 때 박새의 경우 왕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다른 활엽

수에서 주로 채이를 하였다(이혜승 2012). 따라서 산림과는 다른 환경인 

도시숲에서 박새류의 먹이자원, 채이위치 및 채이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

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2.3. 도시숲에서 부모새의 질

  세력권질과 부모새의 질 중 번식성공에 대한 기여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세력권크

기와 세력권질인 녹지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았으며 세력권크기와 세력

권녹지율이 번식시기, 육추기간, 새끼 무게 등 일부 지표와 관련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번식지표와 부모새의 질과의 관련성 및 

부모질과 세력권질의 관련성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다. Przyblo et al. 

(2001)은 산림에서 청박새를 대상으로 6년간 연구한 결과 세력권질이 부

화일과 새끼 상태에 연간 변동 없이 꾸준히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면, 새끼의 상태는 암컷의 질과는 관련이 없었고 수컷 질과 관련이 있

었다. 그러나, 세력권질은 암컷의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Alatalo et 

al. 1986b). 또한 세력권 내에서 둥지위치 선정의 경우 암컷의 특성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다. 쇠박새의 경우 처음 번식하는 암컷은 세력권내 임의

자리에 둥지 위치를 선정하지만, 더 나이가 많은 암컷은 세력권 중심부

에 둥지 위치를 선정한다(Broughton et al. 2012). 앞에서 소개한 연구들은 

모두 산림에서 수행되었는데, 산림과 도시에서의 진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Senar et al. 2014), 도시 환경에서는 세력권질과 부모질과의 관

계, 부모질이 번식성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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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결론

  본 연구는 환경지표종이자 생태계서비스 제공종인 박새류를 대상으로 

도시에서 생태적 지위분할과 번식생태에 미치는 도시 환경 인자를 파악

하기 위하여 둥지자원과 세력권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특

히, 번식 생태에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도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녹지 관리 방안과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곤줄박이와 박새는 인공새집을 주로 이용하고 쇠박새는 수동(나무 구

멍)을 주로 번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수동 둥지자원이 부족한 도시 환

경에서 인공새집 설치를 통한 둥지자원 제공이 가능하며, 쇠박새 등 수

동을 이용하는 수동성 조류를 위해 수동성 둥지자원을 보전해야할 것이

다. 건물 및 도로와 작은 녹지가 모자이크처럼 구성되어 있는 도시숲에

서 산림내부종인 곤줄박이는 산림과 가까운 곳의 인공새집을, 산림일반

종인 박새는 녹지율이 높은 곳의 인공새집을 번식에 이용하였다. 또한, 

박새는 세력권 내 녹지율이 높을수록 새끼의 체중/부척길이 비율이 높았

으며 육추기간이 짧고 번식시기가 빨라 번식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 녹지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내부종 보전을 위해서는 산림과 

공원 등 큰 녹지를 보전·조성하고 산림일반종 보전을 위해서는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박새의 서식확률, 에너지 

소모, 그리고 본 연구의 세력권내 녹지율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내 적정 

녹지율로 최소 30%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번식기와 서식지 특성을 중점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비번식

기 연구와 부모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참고한 상당수의 연구는 산림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도시숲에서의 

생태적 지위분할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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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st site selection and territory characteristics 

of Paridae in an urban forest

PARK, Sung Jin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rba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system service are being important 

as the world becomes more urbanized.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large urban patches, limite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mosaic 

environment of small greens and anthropogenic structures of urban forests.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nest site selection and territory characteristics of 

Paridae (Parus varius, P. major and P. palustris) in order to clarify niche 

partition and urban factors related to breeding ecology employing natural 

nest search, nest box survey and territory mapping in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 varius and P. major primarily use nest boxes for breeding. 

Contrastively, P. palustris primarily use tree cavities. P. major and P. 

palusris did not share non-nestbox nest resources. Non-nestbox nest 



- 154 -

resources used by P. major had larger entrance diameters (min), longer 

distance to backwalls, longer danger distances and more eggs or nestlings 

than those used by P. palustris. Used nest boxes by P. varius are closed to 

forest edge than non-used nest boxes; green ratios around nest boxes used 

by P. major were higher than non-used nest boxes. 

  Territory sizes are 3.49 ± 0.50ha in P. varius, 1.66 ± 0.14ha in P. major 

and 1.61 ± 0.15ha in P. palustris. There was no evidence that one species 

defend their territories against other spe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rritory size and green ratio of territory in Parus spp. was negative. The 

minimum green ratio of territory was usually c. 25-30% with tree and shrub 

canopy cover of 92.8 ± 1.2%. In smaller territory and higher territory green 

ratio, P. major raised nestlings with higher nestling weight/tarsus ratio of 13 

day and shorter nestling duration in advance breeding start. However, P. 

major having smaller territory and higher territory green ratio laid lighter 

eggs and they were susceptible of breeding failure of nest desertion. 

  The Parus spp.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nest resource type and nest 

sites selection and territories were not exclusive among species. These were 

probably due to niche partition through dominance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Dominant species, P. varius and P. major, used nest boxes 

or big cavities which were favorable for breeding. P. varius is forest-interior 

species, so the species which could not find nest resources in forests might 

used nest boxes near forest edge. Whereas P. major, a forest generalist, 

used nest boxes near high vegetated area likely in order to increase breeding 

success. At smaller territory with higher territory green ratio (higher quality 

territory) parent birds might be able to find foods with less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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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 so P. major might fed nestlings with more amount of food and 

increase nestling's weight earlier and sooner. Vegetation structure near nest 

boxes also influenced nest site selection and breeding; these might be related 

to microclimate, predation pressure and territory qualities.

  For urban biodiversity, concerning these study results of Paridae, nest box 

erection and securing natural cavities are important for breeding nest 

resources. And, conserving big green areas such as forests and parks is 

necessary for forest-interior species. To increase breeding success of forest 

generalist species, at least 30% green ratio with high tree-shrub crown cover 

is required. I recommend future researches as follows; survivorship and 

recruitment of fledglings, niche partition, parents' quality in non-forest urban 

green.

Keywords: cavity characteristic, food-value theory, green ratio, nest resource, 

niche partition,  territory quality

Student number : 2004-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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