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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 특성과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 인
해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양서류 중에서 유미목(order
Caudata)은 생태계 내 먹이사슬의 중간에 위치하며 에너지의 조절
과 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의 유미목 양서류는 다수의 종이 산
림에 서식하므로, 이들의 생태적 역할과 유전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양서류를 기반으로 한 산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전의 산림성 유미목 양서류인 도롱뇽(Hynobius

leechii), 한국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koreanus), 이끼도
롱뇽(Karsenia koreana)을 대상으로 서식지 적합성 모형의 도출을
통한 선호 환경 요인을 확인하고,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선호 먹이자원과 생태학적 지위 및 먹이이용 분할을 파악하며, 시간
에 따른 개체군 풍부도의 변화와 형태적 특성을 밝히고, mtDNA를
이용하여 국내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5개 산림
지역에 17개의 조사 구간을 선정하고 각 조사 구간에 6개의 조사
지점을 지정하여 수행하였다.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전광역
시를 포함한 전국의 11개 행정구역에서 실시하였다.
대전 산림 지역에서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 결과, 도롱뇽은 다양한 식생 피도량과 수목잔존물(직경
5-10 ㎝), 기질의 비율(직경 4-64 ㎜), 토양 pH, 낙엽층 깊이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중층 식생 피도
량, 기질의 비율(직경 4-64 ㎜), 토양 pH, 수계유형, 수온, 용존산
소량, 수계폭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끼도롱뇽은 수목잔존
물(직경 5-10 ㎝), 다양한 기질의 비율, 토양 pH, 낙엽층 깊이, 수
계폭이 유의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식생 피도량은 습
i

한 환경을 조성하고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목잔존물과 기
질의 비율 및 낙엽층의 깊이는 은신처와 먹이 공급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양 pH는 본 연구 대상종을 비롯한 일부 유미목
양서류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며 수 환경 요인(수계유형, 수온, 용
존산소량, 수계폭)은 호흡과 생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꼬리 조직의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전 내 산림
성 도롱뇽의 영양 단계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가장 높고 도롱뇽
과 이끼도롱뇽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끼도롱뇽은 나머지 두
종의 유미목 양서류보다 더 광범위한 먹이이용 폭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전의 산림에 서식하는 유미목 양서류들은 서
로 다른 영양 단계의 먹이를 이용하거나 먹이이용 폭에 차이를 줌
으로써, 서로 먹이자원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전 산림 지역 내 각 종별 유미목 양서류의 개체군 풍부도 변
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도롱뇽은 기온, 한국꼬리치
레도롱뇽은 강수량 및 일사량이 개체군 풍부도에 변화를 주는 요인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종별 번식 시기의 차이와 강수량이나 일사
량 증가와 같은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끼도
롱뇽은 기상 요인에 따른 뚜렷한 개체군 풍부도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대전의 산림성 유미목 양서류에 대한 월 별 형태적 특징은 번
식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번식 시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
은 이끼도롱뇽의 번식기는 가을-겨울-봄에 해당하는 9-4월 일 것
으로 추정되었다.
국내 이끼도롱뇽에 대한 mtDNA 내 CO1와 Cyt b 유전자의 염
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nucleotide

diversity

(π)는

0.00857-0.01305, haplotype diversity (Hd)는 0.88-0.95로 나타
났다. Haplotype 기준으로 강원도 개체군(평창, 정선, 삼척)과 보은
ii

개체군, 보은 일부 개체군과 공주, 공주 일부 개체군과 대전 개체군
이 한 집단으로 그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집단에 모두 포
함되는 보은 개체군은 충청도-강원도 개체군의 분화적 연결고리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천, 진안, 정읍, 합천, 광양 개체
군이 각각 그룹화되었다. 그러나 집단 간 유전적 거리는 광양을 제
외하고는 서로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의 이끼도롱뇽 개체
군들이 비교적 최근에 분화했으며, 그 중에서 광양 개체군은 다른
개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의 산림성 유미목 양서류 3종에 대한
선호 서식지 요인, 먹이자원 이용, 개체군 풍부도 및 국내 이끼도롱
뇽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서식지 요인을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이고 세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유미목 양서류
기반의 산림 내 서식지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보된 생태적, 유전적 정보들은 환경 변화에
대한 서식지 및 먹이자원의 영향 예측, 보전의 단위나 강도 설정,
모니터링 시기 고려, 보전 계획 수립 및 종 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개체군 풍부도, 서식지 적합성 모형, 안정성 동위원소,
유미목 양서류, 유전적 다양성
학 번: 2014-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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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양서류는

전세계적으로

8,100여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AmphibiaWeb 2019) 국내에는 현재 19종(유미목 6종, 무미목 13
종)이 보고되었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이와 박 2016; Min et al.
2016). 양서류는 일반적으로 수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좁은 행
동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경향이

있다(Sinsch

1990;

Stebbins

and

Cohen

1995;

Nowakowski et al. 2017). 또한 동일한 서식지를 반복적으로 이용
하기 때문에 교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 다른 분류군에 비해 취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Wyman 1990).
유미목 양서류는 산림 내 무척추동물의 최대 소비자 중 하나이
자 종의 미소서식지 내에서 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다(Burton and
Likens 1975b; Peterman and Semlitsch 2013). 또한 유미목 양서
류는 고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고 생산자와 1차 소비자 등을 먹음으
로써, 생태계 내 먹이사슬에서 중간에 위치하여(Blaustein et al.
1994; Welsh and Ollivier 1998) 산림 생태계의 안정화 및 에너지
순환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lls 2007; Anderson
and Johnson 2018). 이러한 생태계 내 역할과 환경에 대한 민감성
으로 인해 유미목 양서류는 지표종과 산림의 관리 및 보전 연구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deMaynadier and Hunter 1995). 따라서 유미
목 양서류 개체군의 대한 연구들로 확보된 정보는 산림 생태계 내
자원의 보전이나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될 수 있다.
양서류는 최근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의 위협 요인으로 인해
개체군의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추세이다(Houlahan et al. 2000;
Stuart et al. 2004; Billeter et al. 2008; 이와 박 2016). 국제자연
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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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Resources, IUCN) 적색 목록(red list)에 따르면 양서류의
32.5%(1856종)가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는 포유류(23%, 1130
종)나 조류(12%, 1211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IUCN 2001, 2003, 2004; BirdLife International 2004). 또
한 양서류 개체군은 28종(0.5%)이 증가, 1552종(27.2%)이 유지,
1661종(29.1%)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며 최소 2468종(43.2%)
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tuart et al. 2004).
양서류 개체군의 생존력이나 번식 등의 특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Trenham and Shaffer 2005), 이에 따라 양서
류가 선호하는 서식지의 특성(Ousterhout et al. 2015; Moore et al.
2018), 주로 이용하는 먹이자원(Atkinson et al. 2017), 활동 빈도
및 풍부도 변화와 같은 개체군 동태(Mott and Sparling 2016; Wise
and Jaeger 2016), 개체군 별 유전적 다양성 및 구조(Crawford et

al. 2016; McKee et al. 2017)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체군 생태 및 유전적 특
성의 파악이 가능하며 양서류가 영향을 받는 환경 요인, 이에 대한
반응과 현상 및 상관관계, 종 간 상호 작용, 개체군의 취약성 및 구
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전과 다양성 증진 방안 마
련에 이용된다.
국내의 양서류에 대한 연구는 생리학 및 집단유전학 분야 위주
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생태학 분야(송 2000; 정 외 2015; 주
2015; 홍 2017; 구 2019)가 실시된 바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
2007; 김 2010; 라 2010; 김 외 2014; 심 2015)을 대상으로 주
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국내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서
류는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맹꽁이(Kaloula borealis), 금개구리(Pelophylax
chosenicus) 등 4종이며(이와 박 2016; 국립생물자원관 2018) 유
미목보다는 무미목 위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국내 유미목
3

양서류는 산림에서 주로 서식하고(국립환경과학원 2011) 해당 분
류군은 산림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
체군에 대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Fauth and Resetarits 1991;
Wissinger et al. 1999).
따라서 국내 산림 생태계에 서식하는 유미목 양서류에 대한 객
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정량적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Clark et al. 2002). 이를 위하여 생태학적 분야에서는 선호 환
경 요인, 먹이자원 이용, 개체군 풍부도 변화, 형태적 특성 등에 대
한 정보가(Ficetola et al. 2016; Lunghi et al. 2018a; Manenti et al.
2018; Bondi et al. 2018; Hernández-Pacheco et al. 2019), 유전
학적 분야에서는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미목 양서류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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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유미목 양서류의 선호 환경 요인과 서식지
적합성 모형
서식지 내 환경 요인에 대한 정보는 야생동물의 생태를 이해하
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며(Johnson 1980;
Alldredge and Ratti 1986) 야생동물과 서식지와의 관계에 대한 정
보는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Capen 1981; Morrison et al. 1992; 이 2011).
유미목 양서류의 경우 서식지가 미소 서식 환경(Wyman 1998;
Davic and Welsh 2004)부터 경관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
모의 환경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Burton and Likens
1975a) 산림 구조, 수계 및 지상 환경의 요인들이 서식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으로 고려된다(Egan and Paton 2004; Skidds et al.
2007).
산림 구조 중에서는 식생 피도, 수목잔존물, 암석을 비롯한 기
질들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다. 식생의 피도는 태양광선을 막고
그늘을 조성하며 습도에 관여한다(Herbeck and Larsen 1999;
Hyde and Simons 2001). 또한 해당 요인은 지상 환경과도 깊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iger 1971; Childs and Flint 1987;
Chen et al. 1993; Dupuis et al. 1995; Grover 1998; Skelly et al.
1999; Werner and Glennemeir 1999). 수목잔존물과 기질은 유미
목 양서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은신처나 먹이
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Grover 1998; Costa et al. 2016a;
Rossell et al. 2018).
유미목 양서류 중에서 변태를 거치는 종들은 유생에서 성체가
되면 대부분 육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이와 박 2016) 지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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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도 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토양 pH나 습도는 호흡과 생
리학적으로 유미목 양서류에 영향을 미치며(Basile et al. 2017) 낙
엽층은 수목잔존물이나 기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aerz et al. 2009; O'Donnell et al. 2016).
유미목 양서류 중에서 번식을 수 환경에서 하거나 유생 단계 때
물에서 생활하는 종들은 수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Rossell et

al. 2018). 종에 따라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환경을 선호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유속이 빠른 곳을 선호하는 종도 있다(이와 박 2016).
물의 흐름은 수 환경 내 수온, pH, 용존산소량 등 화학적 특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김 외 2004; 노 외 2016) 수계폭 등 물리적
특성과 더불어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McAllister and Fitzpatrick 1989; Rossell et al. 2018).
종과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변량 분산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이나

판별분석(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DFA)으로 검증한 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왔
다(Reinert and Kodrich 1982; 이 2011).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독립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 분포를 나타내야 하며 변수의 공분산
구조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다(Venner

et al. 1986; North and Reynolds 1996).
따라서 최근에는 종과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서식지

적합성

모형을

주로

사용한다(Guisan

and

Zimmermann 2000; Lunghi et al. 2015). 해당 모형에는 일반 선형
모형(Beja and Alcazar 2003; Knapp et al. 2003; Raffel et al. 2006;
Franklin et al. 2009),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Bomford et al. 2009;
Adams et al. 2013; Johnson et al. 201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
용한 모형(Guerry and Hunter 2002; Lips et al. 2003; MacKenzie

et al. 2004; Ball et al. 2005; Durso et al. 2011) 등이 있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서식지 적합성 모형은 종의 출현-비출현
6

여부 등의 이분형 변수와 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며 요인 활
용에 있어서 제약 조건들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유미목 및 무미목
양서류의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Diller and Wallace 1994; Larsen

et al. 2000; Faccio 2003; Porej et al. 2004; Dillard et al. 2008;
정 등 2015). 국내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남생이
(김 등 2013), 구렁이(이 2011; Lee et al. 2012b)와 같은 일부 멸
종위기 양서·파충류(정 외 2015)와 포유류(서와 박 2000; 서 외
2008), 조류(김 2008; 이 외 2010, 조 외 2015)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유미목 양서류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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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 이용 및 분할
종의 먹이 이용에 대한 연구는 종의 생활사, 서식지 선택
(Gillespie and Caraco 1987; McNamara and Houston 1992), 생태
계의 구조 및 관계 (Connell 1975; Paine 1980; Krebs 1989; Boon
and Bunn 1994; Schindler et al. 1997) 뿐만 아니라 종의 진화, 생
존 전략 및 다양성, 생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Bar et al.
1984; Zimmerman 1985; Ackermann and Doebeli 2004; Ohba et

al. 2008; Bolnick et al. 2010). 이에 따라 종의 보전 및 관리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Lunghi et al. 2018b).
유미목

양서류는

생태계

내에서

소비자이자

포식자로서

(Wyman 1998)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
엽층을 분해하는 무척추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낙엽 분해율을 낮추
고(Wyman 1998), 균류를 먹는 톡토기류 등을 포식함으로써 수목
잔존물의 분해율을 높이며(Lannoo 2005), 수용성 형태의 분비물을
배출하고 균류의 생산성을 증진시켜 질소 불가동화를 높인다(Beard

et al. 2002). 또한 초식성 무척추동물을 먹음으로써 종자 발아율을
높이고(Lannoo 2005), 나뭇잎을 주로 먹는 곤충을 포식하여 묘목
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거미, 지네,
딱정벌레와 같은 포식자의 풍부도를 줄인다(Hickerson et al. 2004,
2012). 그러나 아직 많은 종들의 생태적 지위에 대한 정보는 부족
한 실정이다(Arribas et al. 2015).
전통적인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 연구는 해부나 위 역류를 통한
내용물 분석, 먹이 행동의 습성 파악, 배설물 분석 등 먹이자원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Avery et al. 1993; Layman

et al. 2007). 이러한 방법들은 연구 대상종이 이용한 먹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 또한 있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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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먹이에 대한 소화율의 차이 때문에 개체의 먹이 이용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된다(Kronfeld and Dayan 1998). 두 번째로
동정 가능한 위 내용물이 한정적이다. 위 속에 남아 있거나 배설물
에 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먹이에 대해 대
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Putman 1984; Kronfeld and
Dayan 1999). 세 번째로 장기간 꾸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장기간에 대한 먹이 이용 정보를 알 수 없다(Inger and Bearhop
2008). 네 번째로, 특정 먹이 종류의 비율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먹이 중 어떤 먹이가 어떤 가중치나 비율로 증체
되는지 알 수 없다(Votier et al. 2001).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안정성 동위
원소(stable isotope) 분석을 이용한다(Crawford et al. 2008; Inger
and Bearhop 2008). 안정성 동위원소는 다양한 반응으로 그 비율
이 변화하며 이러한 동위원소 분별작용(isotope fractionation)을 통
해 각 개체가 자신의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 특징에 따른 특정 동위
원소 값을 지니게 된다. 이 특정 동위원소 값은 자연계의 변화를 해
석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어 왔다(McKinney 1950; Preston
and Owens 1983; Brenna et al. 1997). 먹이 이용 연구에 있어서
안정성 동위원소의 사용은 먹이자원의 값이 포식자의 값에 반영된
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며(Deniro and Epstein 1978, 1981;
Hobson and Clark 1992; Cherel et al. 2005; Lajtha and Michener
2007) 대상 개체의 먹이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를 하나의 정량적인
값으로써 알 수 있다(Hobson et al. 1994). 먹이 연구에 사용되는
안정성 동위원소는 탄소가 질소가 대표적이며 안정성 동위원소 분
석에서 탄소는 먹이자원의 근원을, 질소는 먹이사슬 내 영양 단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Vander Zanden and Rasmussen 1999).
국내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 이용 연구로는 도롱뇽과 한국꼬리치
레도롱뇽의 먹이자원 비교(윤 외 1996)와 이끼도롱뇽의 해부학적
9

먹이자원 파악(주 2010)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롱뇽에 비
해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더욱 다양한 먹이자원을 이용하며 먹이
중 곤충류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롱뇽은 곤
충류와 곤충류 이외 분류군의 이용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외 1996). 또한 이끼도롱뇽의 가장 중요한 먹이자원은 개미류
(71%)이며 그 다음은 딱정벌레(15%)로 파악되었다(주 2010). 그
러나 이 연구들은 위 내용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앞서
언급한 한계점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유미목 양서류를 비
롯한 양서류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
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유미목 양서류의 산림 생태계 내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를 통하여 해당 개체군의 생태계 내 위치와 다
른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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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미목 양서류의 개체군 풍부도 변화 및 형태적
특성
유미목 양서류의 개체군 풍부도는 기상 요인(Kirk et al. 2019)
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변화는 번식과 같은 개체군의 생활사적
특성 뿐만 아니라 진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Beebee 1995;
Catenazzi 2016) 개체군의 생존 전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
다(Cayuela et al. 2017). 유미목 양서류의 생활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으로는 기온, 휴면 동안의 온도, 강수량 등이 보고된 바
있다(Hurlbert 1969; Semlitsch 1985; Sexton et al. 1990; Reading
1998; Todd and Winne 2006; Miwa 2007; Kusano and Inoue 2008;
Hartel 2008; Arnfield et al. 2012). 환경적 자극에 민감한 양서류
개체군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반응을 예측하는데도 사용되기 때문
에(Catenazzi 2016) 기후변화와 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양서류의
위협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유용하게 이용된다(Salvido et al.
2016).
한편 유미목 양서류의 형태적 특성은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진화
의 결과이며 분류학적 특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Wilson et al. 1996; Kemp 2005; Toïgo et al. 2006; Millien
2011; Rocha et al. 2011; Göҫmen et al. 2018; Šunje et al. 2019).
양서류의 형태적 특성에는 보통 고도나 온도, 서식지 특성 등의 환
경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usseau 1997;
Ashton and Feldman 2003; Blanckenhorn and Demont 2004;
Laugen et al. 2005; Toïgo et al. 2006). 양서류의 생활사 내에서
번식기와 성장기 등 시기에 대한 범위는 서식지의 기상 요인과 같
은 환경적인 차이에 기인하며(Ashton 2002; Laugen et al. 2005;
Ma et al. 2009; Lou et al. 2012; Hsu et al. 2014; Lia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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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체의 크기나 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Howard and
Wallace 1985; Liao et al. 2010; Chen et al. 2011). 국내 청개구리
(Hyla japonica)의 형태적 특성의 경우, 내륙 집단은 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도서 집단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크기가 커지는 경향성
이 관찰된 바 있다(구 2014). 또한 양서류는 일반적으로 번식기 때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며 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유미목 양서류 중에서는 수컷의 경우
정자 유리 전, 암컷의 경우 배란 전에 체중이 가장 무거웠다가 산란
후에 극단적으로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다(Yartsev and Kuranova
2015).
국내 양서류의 개체군 변화 및 형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산개구리류(송 외 2005; 서 2011), 금개구리(성 외 2009; 정
외 2009), 맹꽁이(홍 외 2017), 청개구리류(구 외 2018) 등 무미
목 위주로 이뤄졌으며 유미목의 경우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
위주(박 2010; 김 외 2014; 박 외 2015; 국립생물자원관 2018)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미목 양서류의 개체군 풍부도
변화 요인에 대한 파악과 변화 양상, 그리고 형태적 특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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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미목 양서류의 유전적 구조 및 다양성
유전적 구조 및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유전자의 특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며(Avise 1994; Feist et al. 2017; Osborne et al. 2019)
개체군의 취약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Mills 2007;
Balkenhol and Waits 2009) 종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이
루어졌다(Hoban et al. 2013; Frankham et al. 2017). 또한 종의 분
류학적 구분(Sites et al. 2004; Reilly et al. 2013; Reilly and Wake
2015; Thesing et al. 2016; Bryson et al. 2018) 및 유전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진화적 유의 단위
(evolutionary significant unit, ESU) 및 관리 단위(evolutionary
management unit, EMU) 등의 보전 단위를 설정하는데 기여해 왔
다(Moritz 1994; Palsbøll et al. 2007).
최근 위협 요인으로 인한 유미목 양서류 개체군 감소가 두드러
짐에 따라 경관이나 분산, 고립, 파편화 등과 연관된 유전학적 연구
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Noël et al. 2007;
Wang et al. 2009; Peterman et al. 2015; Feist et al. 2017;
Osborne et al. 2019). 특히 개체군 간 차이(Shaffer and McKnight
1996; Weisrock et al. 2005; Wiens et al. 2006; Fisher-Reid and
Wiens 2011), 조상으로부터의 확률적 분화(Phillips 1994; Tallmon

et al. 2000), haplotype diversity, nucleotide diversity, sequence
diversity 등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통한 유전자의
흐름과 유전적 취약성을 파악한 바 있다(Miller et al. 2005;
Malyarchuk et al. 2010; May et al. 2011; Parra-Olea et al. 2012;
Pan et al. 2019; Sunny et al. 2019).
국내의 유미목 양서류에 대한 유전적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종의 유전적 다양성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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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정보 파악을 비롯하여 계통분류학 및 집단유전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왔다. 특히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 Kim

et al. 2003) 및 꼬마도롱뇽(H. unisacculus, Min et al. 2016)과 이
끼도롱뇽(Karsenia koreana, Min et al. 2005) 등 신종의 발견, 국
내 꼬리치레도롱뇽속의 분류학적 재정립으로 인한 한국고유종인 한
국꼬리치레도롱뇽의 발표(Onychodactylus koreanus, Poyarkov et

al. 2012) 등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유미목 양서류의 유전적 연구
에 대한 기반을 새로이 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미주도롱뇽과인 이
끼도롱뇽의 경우, 다른 미주도롱뇽과와 마찬가지로(Wake 2017) 유
전적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Min et al. 2005; Vieites et al. 2007;
Pyron and Wiens 2011; Vieites et al. 2011; Shen et al. 2016). 따
라서 척추동물에 대한 유전적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전
자인 CO1과 Cyt b의 분석을 통해(Nakagawa et al. 2016; Honda et

al., 2019) 다양성 정보를 확보한다면 이끼도롱뇽 개체군의 유전적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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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및 구성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양서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양서류 중에서도 유미목
양서류는 산림 내에서 영양분의 순환과 저장 등 균형 유지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에서는 대표적으로 3종(도
롱뇽,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이끼도롱뇽)의 유미목 양서류가 서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전반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학적, 유전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전 지역 산림에 서식하는 유미
목 양서류 3종의 1) 서식지 적합성 모형의 도출을 통한 선호 환경
요인을 확인하고, 2)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선호 먹이자원
과 생태학적 지위 및 먹이이용 분할을 파악하며, 3) 개체군 풍부도
의 변화와 형태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학문적 중
요성과 의의가 크게 대두되었으나 아직 다양한 연구가 미비한 4)
국내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특성을 mtD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국내 산림성 유미목 양서
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
이라 생각된다.
산림성 유미목 양서류 3종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 요인 선정, 종의 출현 유무 조사 및 환경구조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종의 선호 환경 요인을 확인하였다. 각 종
의 먹이 이용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미목 양서류와 잠재 먹이자
원의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미목 양서
류의 종간 생태학적 지위 및 먹이자원과 각 유미목 양서류 종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개체군 풍부도 변화는 매월 출현하는 개체수로
확인하였고 이를 기상 요인과 비교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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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태적 특성으로는 5개 요인을 측정하여 서식지 간의 개체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전국
의 개체군 시료를 수집하고 mtDNA 유전자인 CO1과 Cyt b 염기서
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산림에 서식하
는 유미목 양서류 3종의 생태적 특성과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특성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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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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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종
(1) 도롱뇽(Wonsan salamander, Hynobius leechii)
전체 길이는 8-13 ㎝, 주둥이부터 총배설강까지의 길이는 59 ㎝이다. 체색은 황색, 황갈색 또는 암갈색이고 작은 흑색, 흑갈색
반점이 산재한다(이 외 2011). 산림 지역 주변의 계곡, 하천, 습지
근처의 바위, 돌, 고목, 낙엽 아래와 같이 항상 습한 곳에 주로 서식
한다. 2-4월 간 유속이 느리거나 고인 물에 번식하고 암컷은 한번
에 개당 60-110개의 알이 들어있는 알 주머니 한 쌍을 낳는다(강
과 윤 1975). 번식이 끝나면 주변 산림과 계곡 주변으로 되돌아간
다(이와 박 2016). 부화한 새끼는 해당 년도에 유생 단계에서 변태
를 거쳐 성체가 된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무척추동물을 잡아먹는다
(윤

등

1996).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에

분포한다

(AmphibiaWeb 2019).

(2) 한국꼬리치레도롱뇽(Korean clawed salamander,

Onychodactylus koreanus)
전체 길이는 12-18 ㎝이고 주둥이부터 총배설강까지의 길이는
5-8 ㎝이다. 체색은 황갈색, 적갈색, 암갈색이며 몸 전반에 작은
노란색의 반점이 산재한다. 발가락 끝에 작고 날카로운 흑색 발톱이
있다(이 외 2011). 산림 지역의 계곡, 하천 주변의 바위, 돌, 자각,
고목, 이끼, 부엽토 아래에서 서식한다. 5-7월 간 지하수가 흐르는
계곡 내부나 동굴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암컷은 한번에 10-24개
의 알이 들어있는 알 주머니 한 쌍을 낳는다(Park 2005). 번식이
끝나면 주변 산림과 계곡 주변으로 되돌아간다. 부화한 새끼는 2-3
18

년 동안 유생 단계에서 변태를 걸쳐 성체가 되며 성체는 폐가 발달
하지 않아 피부로 호흡한다(이와 박 2016). 주로 밤에 활동하고 무
척추동물을 잡아먹는다(윤 등 1996). 동아시아의 꼬리치레도롱뇽속
(genus Onychodactylus)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대한민
국에

서식하는

집단이

한국고유종으로

새롭게

재명명되었다

(Poyarkov et al. 2012).

(3) 이끼도롱뇽(Korean crevice salamander,

Karsenia koreana)
전체 길이는 6-10 ㎝이고 주둥이부터 총배설강까지의 길이는
3-5 ㎝이다. 체색은 갈색, 적갈색, 흑갈색이고 황색, 황갈색 무늬가
척추를 따라 꼬리까지 줄무늬로 나타난다. 머리는 뾰족하고 다소 각
이 졌으며 눈이 작은 편이다(이 외 2011). 산림 지역의 계곡, 하천
주변 또는 나무가 울창한 곳의 돌무덤 안과 고목, 이끼, 낙엽 아래
에서 서식한다(이와 박 2016). 정확한 번식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암컷은 한번에 원형인 5 여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
려졌다(문과 박 2016). 근연종의 습성으로 보아 습기가 많은 수목
잔존물, 땅 속 등에 알을 낳는 것으로 추측된다(Halliday and Adler
2004). 또한 2 ㎝ 정도의 성체와 같은 형태의 작은 개체가 발견되
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변태(metamorphosis)를 거치지 않고 직
접 발생(direct development)하는 것으로 예상된다(Wake 2012).
해부학적으로 폐가 없어 피부로 호흡한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무척
추동물을 잡아먹으며 그 중에서도 개미를 선호한다(주 2010). 현재
까지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미주도롱뇽과(family Plethodontidae)의
종이며 한국고유종이다(Mi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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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arget species (a: Hynobius leechii, b: Onychodactylus koreanus, and c:
Karsenia koreana)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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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세부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사
용한 유미목 양서류 종들 중 도롱뇽과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유생의
경우, 생태적 특성이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범위
를 성체로 한정하였다. Ⅱ-Ⅳ장의 연구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내 5
개의 주요 산림 지역 일대이고 Ⅴ장의 연구 대상지는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11개의 행정구역 내 산림 지역이다(Figure 1-3).
Ⅱ장의 내용인 유미목 양서류 3종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 및 선
호 환경 요인 도출을 위해 대전광역시의 산림 5개 지역 내 17개 조
사 구간과 총 102개의 조사 지점을 설정하고 2017-2018년 동안
3-10월간, 월 1회 조사(주·야간)를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구조 조
사를 실시하여 환경 요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종 출현 여
부 정보와 환경 요인 정보를 이용하여 모형을 도출하였다.
Ⅲ장의 내용인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 이용을 알아보기 위해
Ⅱ장 연구 대상지 중에서 연구 대상종이 모두 출현한 구간 3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구간에서 잠재 먹이자원을 채집하고 유미목 양
서류 3종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안정성 동위 원소를 분석하여 연구
대상종과 먹이자원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Ⅳ장의 내용인 유미목 양서류 3종의 개체군 풍부도 변화와 형
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Ⅱ장 연구 대상지 내에서 출현종 확인
및 형태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기상 정보를 토대로 유미목 양서류의
풍부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형태적 특성의 측정 정보를 토대로 산
림 및 월 별 연구 대상종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Ⅴ장의 내용인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를 위해 2018
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끼도롱뇽의 DNA 시료를 전국적으
로 채취하였다. DNA 추출 후 mtDNA의 Cyt b와 CO1 유전자의 염
기서열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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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ocation of the study areas in the Republic of Korea (survey site of Chapter II-IV: filled square; survey site of Chapter V: filled circles
and square). Field surveys were performed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II.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

1. 서론
산림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는 다양한 종과 분류군들의 공존 및
서로 간 상호작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Welsh and Droege
2001). 생물 지표종 모니터링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과
이에 대한 생태계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산림 내
종의

서식지

관리나

보전에

효율적으로

이용된다(Noss

and

Cooperider 1994; Mulder et al. 1999). 유미목 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환경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대표적인 생물
지표종으로 이용되어 왔다(deMaynadier and Hunter 1995; Welsh
and Droege 2001). 유미목 양서류는 고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고
무척추동물, 식물, 이끼 등을 먹음으로써, 생태계 내 먹이사슬의
중간에 위치하며 산림 환경의 안정화에 기여한다(Wells 2007;
Anderson and Johnson 2018).
그러나

유미목

양서류의

개체군은

서식지

파괴와

파편화,

침입외래종, 기후변화, 오염 물질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Kats
and Ferrer 2003; Pounds et al. 2006). 이에 따라 양서류 개체군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 별 서식 요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Fauth and Resetarits 1991;
Wissinger et al. 1999). 유미목 양서류의 경우 서식지가 미소 서식
환경(Wyman 1998; Davic and Welsh 2004)부터 경관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환경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Burton and Likens 1975a) 식생 구조, 수관층 피도, 수계
및 지상 환경의 요소들이 서식 조건으로 고려된다(Egan and Paton
2004; Skidds et al. 2007). 특히 각 종의 서식지 이용은 선호하는
환경 요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Keen 1982). 따라서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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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 및 유미목 양서류 개체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Semlitsch et al. 2009; Costa et al. 2016b).
그동안 양질의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의 보호 및
보전 전략이 수립되어 옴에 따라(Knutson et al. 1999; Moilanen
and Nieminen 2002; Ray et al. 2002) 종의 서식지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정량화하는 서식지 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GIS 기술이나 수학적 분석을 연동시킨 모형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Austin 2002; Stockwell and
Peterson 2002; Guisan and Thuiller 2005; Araujo and Guisan
2006). 이들 중 서식지 적합성 모형(habitat suitability model)은
종과 환경 요인과의 관계와 종의 출현 및 분포를 예측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Guisan and Zimmermann 2000; Lunghi et al. 2015).
서식지 적합성 모형에는 서식지 정보와 목표종의 출현-비출현
정보가 사용되며(MacKenzie et al. 2004; Ball et al. 2005; Durso et

al.

2011),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도출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각 요인에 대한 분석적 제약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의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Diller and
Wallace 1994; Larsen et al. 2000; Feccio 2003; Porej et al. 2004;
Dillard et al. 2008; 정 등 2015).
국내의 척추동물 중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남생이(김 등 2013), 구렁이(이 2011; Lee et al. 2012b)와 같은
일부 멸종위기 양서·파충류(정 외 2015), 포유류(서와 박 2000;
서 외 2008)와 조류(김 2008; 이 외 2010, 조 외 2015)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 1) 유미목 양서류의 지역 별 서식 현황 파악, 2)
유미목 양서류의 종별 서식지 적합성 모형 도출, 3)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 선호 환경 요인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5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 상 대전광역시(북위: 36°
17'-36°27', 동경: 127°17'-127°28') 내의 5개 산림 지역(장
태산, 식장산, 계족산, 빈계산, 만인산)이다. 5개의 산림 지역 내에서
17개 조사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각 조사 구간은 120 m로 고정하였
다(Figure 2-1, Table 2-1).
1개의

조사구간

내

6개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으며(총

17×6=102개), 2년 간 조사 지점을 조사하였다. 각 구간 내 조사
지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간주하였으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간
에 10 m의 간격을 두었다(Figure 2-2)(MacKenzie and Bailey
2004; 홍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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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Location of five study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Table 2-1. Specific geographical information of five study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Factors
Location

Mt. Bingye

Mt. Jangtae

Mt. Manin

Mt. Sikjang

Mt. Gyejok
Total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4
17

Aspect

Altitude (m)

Address

SW
SE
W
N
E
SE
S
S
E
SW
NE
E
NE
N
NW
SW
S

105
108
109
110
82
99
89
108
110
106
110
108
109
101
102
102
104

Deokmyeong-dong
Gyesan-dong
Hakbong-ri
Oncheon-ri
Jangan-dong
Jangan-dong
Jangan-dong
Haso-dong
Haso-dong
Haso-dong
Secheon-dong
Secheon-dong
Secheon-dong
Yeonchook-dong
Eupnae-dong
Jang-dong
Beop-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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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chematic diagram of survey plots in each transect for the occurrence
of salamander speci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t five study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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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세부 방법
(1) 종의 출현 조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10월 간(총 16개월) 종의 출현 여
부를 조사하였다. 선정된 조사 지점을 월 1회씩 조사하였으며 주간
(10-16시) 및 야간(20-02시) 조사를 병행하였다. 선조사법(line
transect method; Newman et al. 2018)과 일정시간조사법(timeconstrained method; Rossell et al. 2018)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조
사를 실시하였다. 계곡을 따라 걸으며 좌우 1 m 지면에서 출현하는
모든 종을 기록하였으며 유미목 양서류의 습성을 고려하여 주로 바
위나 돌, 수목잔존물, 낙엽을 들추어 확인하였다.

(2) 환경 요인
기존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산림 구조, 토양 환경, 수
환경 등 3개의 범주에 따른 환경 요인들을 선정하였으며(Table 22), 서식지 내 환경 요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구조 조사를 실
시하였다. 환경구조 조사는 2017-2018년에 걸쳐 생물량이 최대가
되는 8월에 실시하였다(허 2005; 이 2011; 홍 2017; Jung 2019)
산림 구조는 층별 식생 피도량(vegetation coverage), 수목잔
존물(coarse woody debris), 암석 피도량(rock coverage), 기질의
비율(percent of substrate)로 구성되었다. 토양 환경에는 토양(soil)
pH, 토양 상대습도(soil relative humidity), 낙엽층 깊이(leaf litter
depth)가 선정되었으며 수 환경에는 수계 형태(type of water
body), 수온(water temperature), 수(water) pH, 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 DO), 수계폭(width of water body)이 포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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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식생 피도량은 조사 지점 내 수직으로 높이에 따라 식생
피도를 세분화하였으며 0-1 m는 하층(overstory), 1-2 m는 중층
(midstory), 2-8 m는 중상층(sub-overstory), 8 m 이상은 상층
(overstory)으로 구분하였다. 각 피도는 %로 측정하였으며 0%는
0, 1-33%는 1, 34-66%는 2, 67-100%는 3으로 범주화 하였다
(임과 이 1999). 수목잔존물은 직경에 따라(5 ㎝ 미만, 5 ㎝ 이상
10 ㎝ 미만, 10 ㎝ 이상) 조사 지점 내 개수를 기록하였으며 원기
둥으로 가정하여 부피를 산출하였다(Lee et al. 2012a; Rossell et al.
2018). 암석 피도량은 조사 지점 내 암석의 피도를 식생 피도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질의 비율은 알갱이 직경에 따라
gravel (2-4 ㎜), pebble (4-64 ㎜), cobble (65-256 ㎜),
boulder (256 ㎜ 초과) 등 4개의 기질로 나누고 각 기질 별 조사지
점 내 피도를 %로 측정하였다(Wilson 1987; Rossell et al. 2018).
토양 pH와 상대습도는 측정기구(DM-5, Takemura)로 조사지
점 내 무작위 3곳을 선정하여 측정한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낙엽층
깊이 또한 조사지점 내 무작위 3곳을 선정하여 1 m×1 m 범위의 낙
엽층 깊이를 절척으로 측정하였으며 중간값을 이용하였다(Wyman
and Hawksley-Lescault 1987).
조사지점 내 수계유형은 유속에 따라 splash zone (0, 물의 흐
름이 없음), seep (1, 물이 기질을 느리게 지나감), scour pool (2,
물이 기질을 다소 빠르게 지나감), riffle (3, 물이 기질을 매우 빠르
게 지나감) 등 4개의 종류로 구분하였다. 화학적 변수인 수온, 수
pH, 용존산소량은 측정기구(YK-2005WA, Lutron)로 조사지점 내
3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수
계폭은 조사지점 내 3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환경이 시작하는
각 끝 지점의 최단거리를 측정기구(Disto D410, Leica)로 측정하고
그 중간값을 환경 요인으로써 이용하였다(Noland and Ultsch 1981;
홍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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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유미목 양서류 3종의 출현 및 비출현 지점 간 환경 요인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의 출현 유무를 독립 변수로, 환경 요인을
종속 변수로 선정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수계
유형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유미목 양서류 3종의 출현을 예측하고 선호하는 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지 적합성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 요인을
독립 변수로, 종의 출현 유무를 종속 변수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종속 변수인 종의 출현
유무는 각 조사 지점 내에 종의 출현 여부를 의미하며 종이 출현하
면 1, 출현하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Hosmer et al. 2013). 2년간
16개월에 걸쳐 충분한 종의 출현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하여 종이 실
제로 지점에 서식하나 발견되지 않은 상황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서
식지 적합성 모형 도출을 위한 변수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환경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양방향

선택법(bidirectional

selection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회귀 모형에서 아카이케 정보량(Akaike ’
s Information Criterion, AIC) 값들을 기반으로 선택하였다. 모든
모형들은 AIC값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으며 가장 작은 AIC값과 높
은 모형 가중치(model weight)를 가진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
하고(Anderson et al. 1994; Akaike 1998; Lee et al. 2012b) 해당
모형 내 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R 통계 프로그램(ver. 3.5.2)으로 시행하였으며 유
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회귀식을 토대로 조사 구간 별
종의 출현 확률을 %로 환산하고 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의 경우 4개
범주(0-25%, 26-50%, 51-75%, 76-100%),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의 경우 5개 범주(0-20%, 21-40%, 41-60%, 61-80%, 81100%)로 예측하였다.
32

Forest structure

Type

Rock coverage
Percent of substrate

Coarse woody debris

Environmental
variable
Vegetation coverage
OVER
SUBO
MIDS
UNDE
CWDs
CWDm
CWDl
CWDv
ROCK
GRAV
PEBB
COBB
BOUL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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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ock coverage in survey plot (%)
Gravel (2-4 mm), Pebble (4-64 mm), Cobble (65-256 mm), Boulder (>256 mm)

Quantity: Diameter (<5 cm, 5-10 cm, 10 cm<)
Volume (cm3)

Overstory (>8 m), Sub-overstory (2-8 m), Midstory (1-2 m), Understory(<1 m)
0 (0%), 1 (1–33%), 2 (34–66%), and 3 (67–100%)

Description

Table 2-2. Environmental variables used to develop a habitat suitability model for three salamander spec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from March 2017 to October in 2017 and 2018 (OVER: vegetation coverage of overstory, SUBO: vegetation coverage of suboverstory, MIDS: vegetation coverage of midstory, UNDE: vegetation coverage of understory, CWDs: number of coarse woody debris-diameter; less
than 5 cm, CWDm: number of coarse woody debris-diameter; more than 5 cm to less than 10 cm, CWDl: number of coarse woody debris-diameter;
more than 10 cm, CWDv: volume of coarse woody debris, ROCK: rock coverage, GRAV and PEBB and COBB and BOUL: percentage of each
substrate, pHs: soil pH, HUMI: soil relative humidity, LITT: leaf litter depth, TYPE: type of water body, TEMP: water temperature, pHw: water
temperature, DO: dissolved oxygen, WIDT: width of water body)

TYPE

TEMP
pHw
DO
WIDT

Type of water body

Water temperature,
Water pH,
Dissolved oxygen
Width of water body

Water condition

pHs
HUMI
LITT

Abbreviation

Soil condition

Type

Environmental
variable
Soil pH,
Soil relative humidity
Leaf lit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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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value of randomly selected 3 point in 1 survey plot (cm)

Mean value of randomly selected 3 point (1 m×1 m) in 1 survey plot (cm)
Splash zone (wetted areas with no measurable flow or depth),
Seep (shallow, slow-flowing water through substrates),
Scour pool (deep, little fast-flowing water through substrates),
Riffle (deep, fast-flowing water through substrates)
Water temperature (℃)

Mean value of randomly selected 3 point in 1 survey plot (unit of soil relative
humidity is %)

Description

Table 2-2. (continue) Environmental variables used to develop a habitat suitability model for three salamander spec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from March 2017 to October in 2017 and 2018 (OVER: vegetation coverage of overstory, SUBO: vegetation coverage of suboverstory, MIDS: vegetation coverage of midstory, UNDE: vegetation coverage of understory, CWDs: number of coarse woody debris-diameter; less
than 5 cm, CWDm: number of coarse woody debris-diameter; more than 5 cm to less than 10 cm, CWDl: number of coarse woody debris-diameter;
more than 10 cm, CWDv: volume of coarse woody debris, ROCK: rock coverage, GRAV and PEBB and COBB and BOUL: percentage of each
substrate, pHs: soil pH, HUMI: soil relative humidity, LITT: leaf litter depth, TYPE: type of water body, TEMP: water temperature, pHw: water
temperature, DO: dissolved oxygen, WIDT: width of water body)

3. 연구 결과
3.1. 유미목 양서류의 산림 지역 별 출현 결과
2017-2018년 간 서식지 적합성 모형 도출을 위해 장태산 36개,
만인산 36개, 빈계산 48개, 식장산 36개, 계족산 48개 등 총 204
개의 조사지점을 조사하였다(Table 2-3).
도롱뇽은 장태산에서 모든 지점인 36개, 만인산에서 24개, 빈
계산에서 모든 지점인 48개, 식장산에서 24개, 계족산에서 24개의
조사지점에서 출현하였다. 반면 만인산에서 12개, 식장산 12개, 계
족산 24개의 조사 지점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장태산에서 24개, 빈계산에서 36개 조사
지점에서 출현하였다. 반면 장태산에서 12개, 만인산에서 36개, 빈
계산에서 12개, 식장산에서 36개, 계족산에서 48개의 조사 지점에
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이끼도롱뇽은 장태산에서 모든 지점인 36개, 만인산에서 12개,
빈계산에서 36개 조사 지점에서 출현하였다. 반면 만인산에서 24개,
빈계산에서 12개, 식장산에서 36개, 계족산에서 48개 조사 지점에
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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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Presence and absence of three salamander species surveyed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five study areas (204 plot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Description denotes the direction with
the number of plots in the parenthesis and the range of altitudes. The names of
species are abbreviated (Hl: Hynobius leechii, Ok: Onychodactylus koreanus, and
Kk: Karsenia koreana).
Study areas
Mt. Jangtae
Mt. Manin
Mt. Bingye
Mt. Sikjang
Mt. Gyejok

Description
south-western (n=36)
82-99m
south-eastern (n=36)
106-110m
western (n=48)
105-110m
eastern (n=36)
108-110m
north-eastern (n=48)
101-104m

Total

36

Hl

Presence / Absence
Ok

Kk

36 / -

24 / 12

36 / -

24 / 12

- / 36

12 / 24

48 / -

36 / 12

36 / 12

24 / 12

- / 36

- / 36

24 / 24

- / 48

- / 48

156 / 48

60 / 144

84 / 120

3.2. 유미목 양서류 종 별 선호 환경 요인
(1) 도롱뇽
총 21개의 환경 요인 중 도롱뇽의 출현과 비출현 지점 내에서
14개의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4).
이 요인들의 대부분은 도롱뇽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 내 선택된 변
수에 포함되었다.
식생 피도량(Mann-Whitney U test; 상층: p<0.001, 중상층:
p<0.001, 중층: p=0.001), 크기 별 수목잔존물의 수(5 ㎝ 미만:
p=0.001, 5 ㎝ 이상 10 ㎝ 미만: p<0.001, 10 ㎝ 이상: p<0.028)
와 부피(p=0.030), 암석 피도량(p=0.007), 기질의 비율(pebble:
p<0.001, cobble: p<0.001), 낙엽층 깊이(p<0.001), 수계유형
(p<0.001) 등 12개의 요인값이 출현하는 지점이 출현하지 않는 지
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층 식생 피도량(p<0.001), 용존산소량(p=0.005) 등 2
개의 요인값이 출현하는 지점이 출현하지 않는 지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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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mparison of predictive variables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of
Hynobius leechii by Mann-Whitney U test from 2017 to 2018 in the study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Variables
OVER
SUBO
MIDS
UNDE
CWDs
CWDm
CWDl
CWDv
ROCK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Presence
(range)
1.53 ± 1.12
(0 – 3)
2.21 ± 0.98
(0 – 3)
1.24 ± 0.62
(0 – 3)
1.47 ± 0.72
(1 – 3)
5.23 ± 3.51
(0 – 19)
2.04 ± 2.90
(0 – 19)
0.60 ± 1.71
(0 – 9)
3.91 ± 18.98
(0 – 188.56)
2.72 ± 0.51
(1 – 3)
17.85 ± 12.99
(0 – 80)
16.31 ± 7.47
(0 – 35)
23.15 ± 10.62
(0 – 60)
42.31 ± 15.82
(10 – 100)
6.45 ± 0.31
(5.3 – 6.9)
46.73 ± 21.76
(7.0 – 100.0)
14.41 ± 19.97
(0.00 – 121.67)
1.81 ± 0.75
(1 – 4)
18.46 ± 1.53
(16.2 – 25.0)
3.93 ± 0.50
(0.39 – 5.33)
49.86 ± 24.42
(0.7 – 100.0)
228.17 ± 197.32
(0.00 – 933.33)

Absence
(range)
0.69 ± 0.93
(0 – 3)
1.25 ± 1.18
(0 – 3)
0.90 ± 0.59
(0 – 2)
2.15 ± 0.95
(0 – 3)
3.77 ± 4.12
(0 – 15)
0.35 ± 1.25
(0 – 16)
0.08 ± 0.35
(0 – 2)
0.69 ± 3.61
(0 – 23.55)
2.48 ± 0.62
(1 – 3)
24.90 ± 22.80
(0 – 90)
8.33 ± 6.79
(0 – 20)
16.56 ± 17.05
(0 – 65)
50.31 ± 28.91
(10 – 100)
6.22 ± 0.66
(3.8 – 6.9)
53.00 ± 27.40
(3.5 – 100.0)
4.90 ± 10.39
(0.00 – 43.67)
1.75 ± 0.67
(1 – 4)
18.93 ± 2.19
(17.2 – 25.0)
3.92 ± 0.30
(3.28 – 4.44)
61.38 ± 28.34
(2.4 – 100.0)
191.76 ± 124.32
(0.00 – 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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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2130.5

<0.001

2071.0

<0.001

2831.5

0.001

2260.0

<0.001

2514.5

0.001

1777.5

<0.001

3241.0

0.028

3241.5

0.030

2972.0

0.007

3294.5

0.198

1663.0

<0.001

2172.5

<0.001

3425.5

0.370

3084.0

0.063

3239.5

0.158

1995.5

<0.001

496.5

<0.001

3381.5

0.310

3439.5

0.394

2750.5

0.005

3541.5

0.616

도롱뇽의 출현을 예측하는 총 11개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이 도
출되었다(Table 2-5). 최적 모형의 AIC 값은 121.45, 모형 가중
치는 0.7579로 확인되었다. 해당 모형에는 식생 피도량(상층, 중상
층, 중층), 암석 피도량, 5 ㎝ 이상 10 ㎝ 미만의 수목잔존물 수,
pebble 기질의 비율, 토양 pH, 낙엽층 깊이, 수계폭 등 9개의 환경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식생 피도량(상층, 중상층, 중층), 5 ㎝ 이상 10 ㎝ 미만의 수목
잔존물 수, pebble 기질의 비율, 토양 pH, 낙엽층 깊이 등 7개의 환
경 요인이 최종적으로 도롱뇽의 출현에 양의 상관관계로써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Table 2-6).

Log (μ)= - 16.284
+ (1.031 × 상층 식생 피도량)
+ (0.556 × 중상층 식생 피도량)
+ (1.012 × 중층 식생 피도량)
+ (0.575 × 5 ㎝ 이상 10 ㎝ 미만의 수목잔존물 수)
+ (0.190 × pebble 기질의 비율)
+ (1.932 × 토양 pH)
+ (0.065 × 낙엽층 깊이)

도롱뇽은 식생 피도량(하층 제외)이 풍부하고, 중간 크기의 수
목잔존물이 많고, 작은 기질이 풍부하고, 토양 pH가 높고, 낙엽층
깊이가 두터운 환경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출된 회귀식
을 토대로 예측한 산림 지역 내 조사 구간별 도롱뇽의 출현 확률은
다음과 같다(Figure 2-3). 실제로 모든 구간에서 도롱뇽이 출현

한 장태산 내 출현 확률은 51-100%로 나타났다. 만인산에서
도롱뇽이 실제 출현한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51-100%,
출현하지 않은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51-75%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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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도롱뇽이 출현한 빈계산의 경우, 출현 확률이 51100%로 예측되었다. 식장산에서 도롱뇽이 실제 출현한 구간
의 출현 예측 확률은 51-100%, 출현하지 않은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0-25%였으며 계족산에서 실제 출현한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51-75%, 출현하지 않은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0-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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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OVER, SUBO, MIDS, ROCK, CWDm, PEBB, pHs, LITT, WIDT
OVER, SUBO, MIDS, ROCK, CWDm, CWDl, PEBB, pHs, LITT, TYPE, pHw, WIDT
OVER, SUBO, MIDS, ROCK, CWDm, CWDl, PEBB, pHs, LITT, TYPE, TEMP, pHw, WIDT
OVER, SUBO, MIDS, ROCK, CWDm, CWDl, PEBB, BOUL, pHs, LITT, TYPE, TEMP, pHw,
WIDT
OVER, SUBO, MIDS, ROCK, CWDm, CWDl, GRAV, PEBB, BOUL, pHs, LITT, TYPE, TEMP,
pHw, WIDT
OVER, SUBO, MIDS, ROCK, CWDm, CWDl, CWDv, GRAV, PEBB, BOUL, pHs, LITT, TYPE,
TEMP, pHw, WIDT
OVER, SUBO, MIDS, ROCK, CWDm, CWDl, CWDv, GRAV, PEBB, BOUL, pHs, LITT, TYPE,
TEMP, pHw, DO, WIDT
OVER, SUBO, MIDS, ROCK, CWDm, CWDl, CWDv, GRAV, PE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OVER, SUBO, MIDS,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OVER, SUBO, MIDS,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OVER,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AIC
121.45
124.72
126.58
128.50
130.41
132.35
134.31
136.30
138.28
140.26
142.25

K
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80

18.81

16.83

14.85

12.86

10.90

8.96

7.05

△AIC
0.00
3.27
5.13

0.0000

0.0001

0.0002

0.0005

0.0012

0.0033

0.0086

0.0223

AIC weight
0.7579
0.1477
0.0583

Table 2-5. Comparisons of the alternative habitat suitability models of Hynobius leechii ranked by AIC to explain the presence and absence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Table 2-6. Variable estimates from the most supported model for the presence of
Hynobius leechii by logistic regression from 2017 to 2018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 p < 0.05, ** p < 0.01)
Variables

Estimate

Intercept
OVER
SUBO
MIDS
ROCK
CWDm
PEBB
pHs
LITT
WIDT

-16.284
1.031
0.556
1.012
-0.801
0.575
0.190
1.932
0.065
0.003

Standard
Error
4.587
0.289
0.243
0.489
0.515
0.197
0.042
0.681
0.0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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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

-3.550
3.563
2.290
2.070
-1.556
2.910
4.475
2.838
2.693
1.470

<0.01**
<0.01**
<0.05*
<0.05*
0.120
<0.01**
<0.01**
<0.01**
<0.01**
0.141

Figure 2-3. Probability of presence of Hynobius leechii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circled number information:
see 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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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총 21개의 환경 요인 중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출현과 비출현
지점 내에서 5개의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7). 이 요인들 중 수온과 수계폭이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 내 선택된 변수에 포함되었다.
환경 요인 중 낙엽층 깊이(Mann-Whitney U test; p=0.032)와
수계유형의 값(p=0.034)이 출현하는 지점이 출현하지 않는 지점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층 식생 피도량(p=0.017), 수온(p<0.001), 수계폭
(p=0.004) 등 3개의 요인값이 출현하는 지점이 출현하지 않는 지
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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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Comparison of predictive variables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of
Onychodactylus koreanus by Mann-Whitney U test from 2017 to 2018 in the study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Variables
OVER
SUBO
MIDS
UNDE
CWDs
CWDm
CWDl
CWDv
ROCK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Presence
(range)
1.48 ± 1.14
(0 – 3)
2.22 ± 0.99
(0 – 3)
1.28 ± 0.64
(0 – 3)
1.42 ± 0.72
(1 – 3)
5.12 ± 3.22
(0.00 – 19.00)
2.03 ± 3.31
(0.00 – 19.00)
0.50 ± 1.48
(0.00 – 9.00)
1.21 ± 5.22
(0.00 – 38.62)
2.60 ± 0.53
(1 – 3)
19.33 ± 13.95
(5 – 55)
16.50 ± 7.72
(5 – 35)
23.42 ± 13.10
(10 – 65)
40.67 ± 15.96
(10 – 75)
6.49 ± 0.27
(5.8 – 6.9)
44.88 ± 20.19
(7 – 100)
15.13 ± 18.30
(0 – 86.33)
1.97 ± 0.78
(1 – 4)
17.90 ± 1.02
(16.20 – 21.60)
3.88 ± 0.57
(0.39 – 5.33)
55.93 ± 24.24
(0.70 – 100.00)
156.53 ± 87.97
(0.00 – 572.00)

Absence
(range)
1.27 ± 1.12
(0 – 3)
1.89 ± 1.14
(0 – 3)
1.11 ± 0.62
(0 – 3)
1.72 ± 0.86
(0 – 3)
4.79 ± 3.90
(0.00 – 15.00)
1.49 ± 2.40
(0.00 – 19.00)
0.47 ± 1.54
(0.00 – 9.00)
3.97 ± 19.59
(0.00 – 188.56)
2.69 ± 0.55
(1 – 3)
19.58 ± 16.92
(0 – 95)
13.58 ± 8.06
(0 – 30)
20.84 ± 12.49
(0 – 65)
45.66 ± 21.21
(10 – 100)
6.36 ± 0.48
(3.8 – 6.9)
49.59 ± 24.39
(3.5 – 100)
10.95 ± 18.65
(0 – 121.67)
1.73 ± 0.70
(1 – 4)
18.85 ± 1.86
(16.20 – 25.00)
3.95 ± 0.40
(1.07 – 4.70)
51.17 ± 26.37
(2.40 – 100.00)
245.39 ± 204.70
(0.00 – 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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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3858.50

0.211

3647.00

0.062

3814.00

0.085

3509.00

0.017

3862.50

0.231

3968.50

0.330

4191.50

0.602

4250.00

0.779

3883.50

0.157

4286.00

0.928

3650.00

0.076

3995.00

0.393

3973.50

0.363

3711.50

0.111

3847.00

0.218

3509.00

0.032

3597.50

0.034

2536.00

<0.001

3974.50

0.368

3761.00

0.146

3154.50

0.004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출현을 예측하는 총 12개의 서식지 적합
성 모형이 도출되었다(Table 2-8). 최적 모형의 AIC 값은 194.71,
모형 가중치는 0.6843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모형에는 중층 식생
피도량, 기질의 비율(gravel, pebble), 토양 pH, 수계유형, 수온, 용
존산소량, 수계폭 등 8개의 환경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층 식생 피도량, 기질의 비
율(pebble), 토양 pH, 수계유형, 용존산소량 등 5개의 환경 요인이
양의 상관관계로 영향을, 수온, 수계폭 등 2개의 환경 요인이 음의
상관관계로써 최종적으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출현에 유의한 변
수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Table 2-9).

Log (μ)= - 2.9046
+ (0.650 × 중층 식생 피도량)
+ (0.102 × pebble 기질의 비율)
+ (1.986 × 토양 pH)
+ (0.656 × 수계유형)
- (0.792 × 수온)
+ (0.031 × 용존산소량)
- (0.006 × 수계폭)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중층 식생 피도량와 중·소형 기질이 풍
부하고, 토양 pH가 높고, 유속이 빠르고, 수온이 낮고, 용존산소량
이 높고, 수계폭이 좁은 환경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출
된 회귀식을 토대로 예측한 산림 지역 내 조사 구간별 한국꼬리치
레도롱뇽의 출현 확률은 다음과 같다(Figure 2-4). 실제로 모든

구간에서 출현하지 않은 만인산 내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출
현 확률은 41-80%로 나타났다. 장태산에서 한국꼬리치레도
롱뇽이 실제 출현한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61-100%,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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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지 않은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21-40%였다. 모든 구
간에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출현하지 않은 식장산의 경우,
출현 확률이 21-60%로 예측되었다. 빈계산에서 한국꼬리치
레도롱뇽이 실제 출현한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61-100%,
출현하지 않은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21-40%였다. 모든
구간에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출현하지 않은 계족산에서는
출현 예측 확률이 21-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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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IDS, GRAV, PEBB, pHs, TYPE, TEMP, DO, WIDT
MIDS, GRAV, PEBB, COBB, BOUL, pHs, TYPE, TEMP, pHw, DO, WIDT
MIDS, CWDm, GRAV, PEBB, COBB, BOUL, pHs, TYPE, TEMP, pHw, DO, WIDT
MIDS, CWDs, CWDm, GRAV, PEBB, COBB, BOUL, pHs, TYPE, TEMP, pHw, DO, WIDT
MIDS, ROCK, CWDs, CWDm, GRAV, PEBB, COBB, BOUL, pHs, TYPE, TEMP, pHw, DO, WIDT
MIDS, ROCK, CWDs, CWDm,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TYPE, TEMP, pHw,
DO, WIDT
SUBO, MIDS, ROCK, CWDs, CWDm,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TYPE, TEMP,
pHw, DO, WIDT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TYPE,
TEMP, pHw, DO, WIDT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TYPE, TEMP, pHw, DO, WIDT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TYPE, TEMP, pHw, DO, WIDT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OVER,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AIC
194.71
197.61
198.90
200.41
202.00
203.55
205.38
207.28
209.17
211.15
213.15
215.15

K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44

18.44

16.44

14.46

12.57

10.67

8.84

△AIC
0.00
2.90
4.19
5.70
7.29

0.0000

0.0001

0.0002

0.0005

0.0013

0.0033

0.0082

AIC weight
0.6843
0.1605
0.0842
0.0396
0.0179

Table 2-8. Comparisons of the alternative habitat suitability models of Onychodactylus koreanus ranked by AIC to explain the presence and absence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Table 2-9. Variable estimates from the most supported model for the presence of
Onychodactylus koreanus by logistic regression from 2017 to 2018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 p < 0.05, ** p < 0.01)
Variables

Estimate

Intercept
MIDS
GRAV
PEBB
pHs
TYPE
TEMP
DO
WIDT

-2.9046
0.650
-0.022
0.102
1.986
0.656
-0.792
0.031
-0.006

Standard
Error
5.508
0.312
0.015
0.030
0.687
0.248
0.217
0.0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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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

-0.527
2.083
-1.468
3.446
2.889
2.649
-3.652
3.193
-3.230

0.598
<0.05*
0.142
<0.01**
<0.01**
<0.01**
<0.01**
<0.01**
<0.01**

Figure 2-4. Probability of presence of Onychodactylus koreanus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circled number
information: see 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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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끼도롱뇽
총 21개의 환경 요인 중 이끼도롱뇽의 출현과 비출현 지점 내
에서 15개의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10). 이 요인들 중 일부는 이끼도롱뇽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 내
선택된 변수에 포함되었다.
식생 피도량(Mann-Whitney U test; 상층: p=0.011, 중상층:
p<0.001, 중층: p=0.004), 크기 별 수목잔존물의 수(5 ㎝ 미만:
p<0.001, 5 ㎝ 이상 10 ㎝ 미만: p<0.001), 암석 피도량, 기질의
비율(pebble: p=0.001, cobble: p<0.001), 토양 pH (p=0.043), 낙
엽층 깊이(p=0.002) 등 10개의 요인값이 출현하는 지점이 출현하
지 않는 지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층

식생

피도량(p<0.001),

기질의

비율(gravel:

p<0.001), 수계유형(p=0.025), 용존산소량 (p<0.001), 수계폭
(p<0.001) 등 5개의 요인값이 출현하는 지점이 출현하지 않는 지
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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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 Comparison of predictive variables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of
Karsenia koreana by Mann-Whitney U test from 2017 to 2018 in the study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Variables
OVER
SUBO
MIDS
UNDE
CWDs
CWDm
CWDl
CWDv
ROCK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Presence
(range)
1.57 ± 1.13
(0 – 3)
2.36 ± 0.89
(0 – 3)
1.32 ± 0.66
(0 – 3)
1.30 ± 0.62
(0 – 3)
6.50 ± 3.94
(0.00 – 19.00)
2.52 ± 3.60
(0.00 – 19.00)
0.33 ± 1.17
(0.00 – 8.00)
2.25 ± 11.69
(0.00 – 98.60)
2.79 ± 0.41
(2 – 3)
12.68 ± 8.23
(0 – 55)
16.55 ± 7.32
(0 – 35)
26.68 ± 13.83
(0 – 65)
43.93 ± 15.79
(10 – 90)
6.49 ± 0.27
(5.9 – 6.9)
46.94 ± 20.66
(7.00 – 100.00)
16.20 ± 22.47
(0.00 – 121.67)
1.70 ± 0.80
(1 – 4)
18.37 ± 1.44
(16.5 – 25.0)
3.89 ± 0.60
(0.39 – 4.70)
43.32 ± 17.17
(8.2 – 95.8)
137.90 ± 70.17
(0.00 – 412.67)

Absence
(range)
1.17 ± 1.10
(0 – 3)
1.73 ± 1.17
(0 – 3)
1.05 ± 0.58
(0 – 3)
1.86 ± 0.88
(1 – 3)
3.76 ± 3.08
(0.00 – 13.00)
1.03 ± 1.58
(0.00 – 7.00)
0.58 ± 1.72
(0.00 – 9.00)
3.79 ± 19.52
(0.00 – 188.56)
2.58 ± 0.60
(1 – 3)
24.29 ± 18.36
(0 – 90)
12.96 ± 8.24
(0 – 35)
18.04 ± 10.52
(0 – 45)
44.38 ± 22.39
(10 – 100)
6.33 ± 0.51
(3.8 – 6.9)
49.09 ± 25.01
(3.5 – 100.00)
9.36 ± 14.78
(0.00 – 73.33)
1.87 ± 0.67
(1 – 4)
18.71 ± 1.87
(16.2 – 25.0)
3.96 ± 0.31
(3.28 – 5.33)
59.04 ± 28.76
(0.70 – 100.00)
276.05 ± 213.63
(61.00 – 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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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4030.00

0.011

3554.50

<0.001

4119.50

0.004

3326.00

<0.001

2834.50

<0.001

3671.00

<0.001

4765.50

0.302

4832.00

0.440

4209.00

0.013

2664.50

<0.001

3744.00

0.001

3239.50

<0.001

4474.50

0.170

4204.50

0.043

4891.00

0.719

3775.00

0.002

4217.00

0.025

4370.00

0.106

4976.50

0.878

3286.50

<0.001

2636.00

<0.001

이끼도롱뇽의 출현을 예측하는 총 8개의 서식지 적합성 모형이
도출되었다(Table 2-11). 최적 모형의 AIC 값은 141.12, 모형 가
중치는 0.6595로 확인되었다. 해당 모형에는 식생 피도량(중상층,
하층), 수목잔존물의 수(5 ㎝ 미만, 5 ㎝ 이상 10 ㎝ 미만, 10 ㎝
이상), 기질의 비율(pebble, cobble, boulder), 토양 pH, 낙엽층 깊
이, 수 pH, 수계폭 등 12개의 환경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들
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수목잔존물 수(5 ㎝ 이상
10 ㎝ 미만), 기질의 비율(pebble, cobble, boulder), 토양 pH, 낙
엽층 깊이 등 6개의 환경 요인이 양의 상관관계로써 영향을, 수계폭
등 1개의 환경 요인이 음의 상관관계로써 최종적으로 이끼도롱뇽의
출현에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2-12).

Log (μ)= - 22.538
+ (0.188 × 5 ㎝ 이상 10㎝ 미만 수목잔존물의 수)
+ (0.220 × pebble 기질의 비율)
+ (0.178 × cobble 기질의 비율)
+ (0.118 × boulder 기질의 비율)
+ (2.667 × 토양 pH)
+ (0.075 × 낙엽층 깊이)
- (0.015 × 수계폭)

이끼도롱뇽은 중형 크기의 수목잔존물이 많고, 중대형 기질이
풍부하고, 토양 pH가 높고, 낙엽층 깊이가 두텁고, 수계폭이 좁은
환경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출된 회귀식을 토대로 예측
한 산림 지역 내 조사 구간별 이끼도롱뇽의 출현 확률은 다음과 같
다(Figure 2-5). 실제로 모든 구간에서 출현한 장태산 내 이끼

도롱뇽의 출현 확률은 51-100%로 나타났다. 만인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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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도롱뇽이 실제 출현한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76-100%,
출현하지 않은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26-75%였다. 모든
구간에서 이끼도롱뇽이 출현하지 않은 식장산의 경우, 출현 확
률이 0-75%로 예측되었다. 빈계산에서 이끼도롱뇽이 실제
출현한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51-100%, 출현하지 않은
구간의 출현 예측 확률은 26-50%였다. 모든 구간에서 이끼
도롱뇽이 출현하지 않은 계족산에서는 출현 예측 확률이 0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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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UBO, UNDE, CWDs, CWDm, CWDl, PEBB, COBB, BOUL, pHs, LITT, pHw, WIDT
OVER, SUBO, UNDE, ROCK, CWDs, CWDm, CWDl, PEBB, COBB, BOUL, pHs, LITT, TYPE,
pHw, WIDT
OVER, SUBO, UNDE, ROCK, CWDs, CWDm, CWDl, PEBB, COBB, BOUL, pHs, LITT, TYPE,
pHw, DO, WIDT
OVER, SUBO,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PEBB, COBB, BOUL, pHs, LITT,
TYPE, pHw, DO, WIDT
OVER, SUBO,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pHw, DO, WIDT
OVER,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pHw, DO, WIDT
OVER,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pHw, DO, WIDT
OVER, SUBO, MIDS, UNDE, ROCK, CWDs, CWDm, CWDl, CWDv, GRAV, PEBB, COBB,
BOUL, pHs, HUMI, LITT, TYPE, TEMP, pHw, DO, WIDT

AIC
141.12
143.85
145.00
146.46
148.10
150.04
152.03
154.02

K
12
15
16
17
18
19
20
21

12.90

10.91

8.92

6.98

5.34

3.88

2.73

△AIC
0.00

0.0010

0.0028

0.0076

0.0201

0.0457

0.0948

0.1684

AIC weight
0.6595

Table 2-11. Comparisons of the alternative habitat suitability models of Karsenia koreana ranked by AIC to explain the presence and absence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Table 2-12. Variable estimates from the most supported model for the presence of
Karsenia koreana by logistic regression from 2017 to 2018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3-1; * p < 0.05, ** p < 0.01)
Variables

Estimate

Intercept
SUBO
UNDE
CWDs
CWDm
CWDl
PEBB
COBB
BOUL
pHs
LITT
pHw
WIDT

-22.538
-0.708
-0.658
0.167
0.188
-0.626
0.220
0.178
0.118
2.667
0.075
-1.121
-0.015

Standard
Error
8.287
0.326
0.422
0.092
0.096
0.364
0.058
0.036
0.031
1.044
0.021
0.73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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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

-2.720
-2.168
-1.559
1.803
1.965
-1.719
3.816
4.976
3.795
2.554
3.571
-1.518
-4.783

<0.01**
0.030
0.119
0.071
<0.05*
0.086
<0.01**
<0.01**
<0.01**
<0.05*
<0.01**
0.129
<0.01**

Figure 2-5. Probability of presence of Karsenia koreana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circled number information:
see 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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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환경 요인들은 개체군의 풍부도와 동태, 풍부도, 시공간적 활동
양상, 분산, 생존, 번식, 진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Costa et al. 2016a; Basile et al. 2017). 유미목 양서류들은 습
도나 온도와 같은 피부 호흡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뿐만 아니라
먹이나 은신처와 같은 서식지 요인에도 민감하다(Peterman and
Semlitsch 2013; Basile et al. 2017). 따라서 이들의 분산은 적절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Wells 2007; Peterman and Semlitsch 2013;
Costa et al. 2016a; Rossell et al. 2018).
수관부를 포함한 다양한 층별 식생 피도는 직사광을 막고 온도
를 낮추며 습한 환경을 조성한다(Herbeck and Larsen 1999; Hyde
and Simons 2001). 또한 식생 피도는 낙엽층과 토양 습도에도 영
향을 끼치기 때문에(Geiger 1971; Childs and Flint 1987; Chen et

al. 1993; Dupuis et al. 1995; Grover 1998; Skelly et al. 1999;
Werner and Glennemeir 1999)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지 구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arl et al. 2011). 식생 피도가 출현
에 유의한 환경 요인으로 도출된 도롱뇽과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모
두 평균적으로 34-66% 이상인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적당한 크기의 수목잔존물과 풍부한 기질도 유미목 양서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미목 양서류들은 수목잔존물을 종
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천적으로부
터의 포식을 피하고 유사한 생태적 습성을 가진 종 간 혹은 동종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한 공간으로써 사용한다(Rossell et al. 2018).
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의 경우 출현하는 지점(2.04-2.52개)과 출현
하지 않는 지점(0.35-1.03개)의 중간 크기 수목잔존물 수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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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목잔존물과 바위나 토양과 같은
기질은 시원하고 습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미목 양서류의
주요 먹이인 절지동물이 많은 장소이기도 하다(Grover 1998;
Costa et al. 2016a; Rossell et al. 2018). 기질은 모든 유미목 양서
류 종의 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
경 4-64 ㎜ 정도의 기질이 16% 이상인 지점에서 출현 확률이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끼도롱뇽의 경우 이를 비롯하여 더욱 더
다양한 기질이 많은 지역(16.55-26.68%)을 적은 지역(12.9618.04%)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미
목 양서류의 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의 일환으로써 은신처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산성 토양에는 무기질과 영양분이 부족하다(Bondi

et al. 2018). 강한 산성 토양은 양서류 피부의 막 투과성과 삼투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Anderson

and

Johnson 2018) 유미목 양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산성 토양은 종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내성을 변화시키기
도 하며(Hames et al. 2002) 성장과 생존율 및 체내 무기질 농축량
을 감소시키기도 한다(Wyman and Hawksley-Lescault 1987;
Anderson and Johnson 2018).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미목 양서류
종이 산성도가 6.22-6.36 보다는 6.45-6.49에서 출현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산성도를 가진 토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미목 양서류는 돌이나 이끼, 낙
엽층이 풍부하여 습도가 높은 토양을 선호한다(Rossell et al. 2018).
수분의 가용성과 적절한 토양의 수분은 육상에서 활동하는 유미목
양서류 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동물의 생리, 일일 활동, 계절적 활동
에도 영향을 끼치며(Basile et al. 2017) 종의 지역적 출현과 풍부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lls 2007; Basile

et al. 2017).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토양과 인접한 낙엽층의 깊이가
59

유미목 양서류의 출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도
롱뇽과

이끼도롱뇽은

낙엽층의

깊이에

있어서

출현하는

지점

(14.41-16.20 ㎝)과 출현하지 않는 지점(4.90-9.36 ㎝)이 큰 차
이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엽층의 깊이가 깊은 곳을 선호하
는 것으로 보인다. 낙엽층은 수목잔존물과 같이 은신처와 먹이자원
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Maerz et al. 2009; O'Donnell et al.
2016) 풍부한 낙엽층 자체가 시원한 환경을 조성하며 토양 표면에
습한 환경도 조성하기 때문에(Feder 1983), 충분한 낙엽층의 깊이
는 유미목 양서류의 출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미목 양서류는 종과 생활 단계에 따라서 수계 환경에 대한 선
호도가 다르다(Rossell et al. 2018). 일반적으로 수계에서 다소 먼
곳을 선호하는 종은 천적에 의한 포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sell et al. 2018). 또한 수계폭이 넓고 수량
이 많은 곳은 토양과 낙엽층의 손실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수목
잔존물이나 기타 기질들을 은신처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토양
과 낙엽층의 손실로 인해 생성된 노출된 토양(Peterman and
Semlitsch 2013)은 유미목 양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Costa et al. 2016a). 한국꼬리치레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은 상대적으
로 수계폭이 넓은 지역(245.39-276.63 ㎝)보다는 좁은 지역
(137.90-156.53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출현이 그 외의 수계 환경 요인에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서식 공간의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활동율(Brown and Fitzpatrick 1981), 대사율 및 산
소 소비율과 같은 유미목 양서류의 생리적 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적당한 온도와 산소는 유미목 양서류의 분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McAllister and Fitzpatrick 1989). 유속과 수
온, 용존산소량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수 환경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 일반적으로 수온과 용존산소량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용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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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량과 유속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김 외 2004; 노 외 2016).
해당종은 다른 양서류와 비교해서 산소 소비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피부를 통한 기체교환 또한 활발하다(Kuzmin 1995). 이
에 따라 수온은 높은 지점(18.85±1.86℃)보다는 낮은 지점(17.90
±1.02℃)을, 용존산소량은 낮은 지점(51.17±26.37)보다는 높은
지점(55.93±24.24)을, 유속은 빠른 지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수온이 낮고 용존산소
량이 높은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서 대단위로 번식하며(Park 2005)
유생 단계가 다른 종에 비하여 긴(2-3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에(이와 박 2016) 수 환경에 대한 의존성과 민감성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미목 양서류는 무척추동물 개체군을 조절하고 환경 내 에너지
및 영양분의 순환과 저장에 기여하는 등 산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Wells 2007; Anderson and Johnson 2018). 그러
나 벌채와 같은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유미목 양서류
의 개체군은 급격하게 감소해 왔으며 이러한 서식지의 회복은 수
십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된다(Grover 1998). 따라서 종의 보전과
더욱 효과적인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는 유미목 양서류의 밀도, 경쟁,
시간, 성별, 시공간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asile et al. 2017).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식으로 예측
한 종별 출현 확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제로 출현한 지역은 높게
(51-100%), 출현하지 않은 지역은 낮게(0-80%) 나타났는데 이
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후 다양하고 많은 서식지 형
태에서의 관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호하지
않는 서식지 요인을 제거하거나 선호하는 서식지 요인을 장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서식지 관리를 통하여 합리적, 효과적인 보전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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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 이용

1. 서론
종의 선호 먹이자원에 대한 연구는 종의 생활사를 비롯하여 먹이사
슬 구조, 영양적 관계, 생태적 지위(Krebs 1989), 먹이자원 이용에
대한 분할(Connell 1975; Paine 1980; Boon and Bunn 1994;
Schindler et al. 1997)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종
의 진화(Ackermann and Doebeli 2004; Bolnick et al. 2010), 생존
전략, 생존률과 수명, 종 간 관계 및 서식 환경의 생태적 네트워크
(Bar et al. 1984; Zimmerman 1985), 종 다양성(Ohba et al. 2008)
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정보는 생태계의
군집 구조 및 서식지 변화, 기후변화, 침입외래종의 도입 등 생태적
교란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Gillespie
2013; Richter-Boix et al. 2013), 보전 및 관리 방안 도출 등을 위
한 기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Lunghi et al. 2018b).
유미목 양서류는 생태계 내에서 포식자이자 먹이이며 에너지 및
영양분의 순환과 저장에 기여한다(Burton and Likens 1975b; Wells
2007; Peterman and Semlitsch 2013; Anderson and Johnson
2018). 따라서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에 대한 연구는 먹이자원인 무
척추동물이나 천적인 포식자와의 관계(Caldwell et al. 1980;
Semlitsch 1987; Taylor et al. 1988; Jobe et al. 2019), 서식지 내
생태학적 지위와 생물량(Trice et al. 2015), 계절적 특이성과 관련
한 개체군 동태(Gillespie 2011, 2013)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생산율의 증가 및 감소율에 미치는 영향
(Mooney et al. 2010), 포식 전략(Schmitz 2008) 및 행동(Schmitz

et al. 1997), 먹이사슬 내 균형 유지(Burton and Likens 1975b;
Beard et al. 2002; Huang et al. 2007)도 알 수 있다.
먹이자원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위 내용물 및 위 역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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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먹이 행동 파악이나 배설물 분석 등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
해왔다(Avery et al. 1993; Layman et al. 2007). 이 방법들은 연구
대상종이 이용한 먹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
화율의 차이로 인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Kronfeld and
Dayan 1998), 먹이에 대한 대표성이 부재하며(Putman 1984), 단
기간에 대한 정보만 반영한다는 점(Inger and Bearhop 2008)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상 개체의 먹이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를
하나의 정량적인 값으로 알 수 있는(Hobson et al. 1994)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사용(Verburg et al. 2007)하며 이를 통해 양서류
의 섭식 생태와 다른 종과의 먹이 경쟁 및 상호 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Abbey-Lee et al. 2013; Arribas et al. 2015; Balzani et al.
2016; Smith et al. 2017; Arribas et al. 2018).
지역적 유미목 양서류 군집에 대한 먹이 이용 연구는 전 세계
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Wells 2007). 또한 국내 유미목 양서류
먹이자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위 내용물 분석으로 이뤄져 있으며
(윤 외 1996, 주 2010)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먹이 이용에 대한
직관적인 연구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을 이용하여 대전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 1) 유미목 양서류 간의 먹
이자원 분할, 2) 유미목 양서류가 잠재적으로 이용할 먹이자원의 분
류학적 정보 및 분할, 3)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의 이용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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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 상 대전광역시(북위: 36°
17'-36°27', 동경: 127°17'-127°28') 내의 유미목 양서류 3종
이 모두 출현한 3개의 산림 지역(장태산, 빈계산, 만인산)이다. 3개
의 산림 지역 내에서 3개 조사구간을 선정(장태산 3번, 빈계산 2번,
만인산 1번)하였으며 각 조사구간은 120 m로 고정하였다(Table
2-1, Figure 2-1, page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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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세부 방법
(1) 유미목 양서류의 시료 채취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미목 양서류의 확인 및 시료를 채취
하였다. 유미목 양서류의 습성을 고려하여 계곡 내 주로 바위나 돌,
수목잔존물, 낙엽을 들추어 확인하였다. 시료는 자연적으로도 손상
및 재생되는 꼬리 부위를 사용하였다(Bélouard et al. 2018;
Venarsky et al. 2018; Figure 3-1). 확보된 개체의 꼬리를 1 ㎝
정도 칼로 자르고 부위를 소독 후 그 자리에서 방사하였다. 채취한
꼬리 시료는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2) 잠재 먹이자원(무척추동물) 조사
유미목 양서류의 잠재적 주요 먹이자원인 무척추동물(윤 외
1996; 주 2010)의 채집을 위해 연구 대상지인 3개의 구간 내 무
작위로 50 ㎝×50 ㎝ 넓이의 지점 3개를 지정하여 기질을 확보하였
다. 확보한 기질은 체에 거른 후 흡충관으로 무척추동물들을 수거하
였다. 채집한 무척추동물 중에서 유미목 양서류가 먹이자원으로 이
용할 수 있을 크기의 개체만 동정에 이용하였다. 동정이 가능한 최
고 하위 단계까지 동정 후 냉동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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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Naturally damaged tail of (a) Hynobius leechii, regenerated tail of (b)
Onychodactylus koreanus and (c) Karsenia k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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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냉동 보관한 유미목 양서류의 꼬리와 먹이자원 시료(유미목 양
서류; 각 종별 20개체, 먹이자원; 각 강별 2-3개)를 증류수에 3-5
회 세척한 후 드라이오븐에서 50℃에 48시간 동안 건조하여 균질
화하였다(Arthur et al. 2008; 이 2011; Pearson et al. 2013). 전
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NICEM)
내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System with Elemental Analyzer, Isoprime,
Vision-EA, UK)로 분석하였다.
안정성 동위원소의 구성비 차이로 인한 특정 동위원소 값은 탄
소의 경우 소비자의 먹이공간 이용이나 먹이자원이 서식하는 해당
생태계의 파악에 이용되며(Deniro and Epstein 1978; Bearhop et al.
1999), 질소의 경우 영양 단계가 상승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섭식 생태 연구에 주로 이용된다(Inger and Bearhop 2008).
안정성 동위원소 구성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X (‰) = [(  / )-1] X 1000

X는  C와  N를 의미하며,   / 는 시료(sample)
간 탄소 및 질소( C/ C 혹은  N/ N)의 동위원소 비(ratio)
를 의미한다(Roth and Hobson 2000; 이 2011).

(4) 통계 분석
유미목 양서류의 종 간 안정성 동위원소 값의 비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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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ER (stable isotope bayesian ellipses in R) 패키지를 이용하였
다. 해당 패키지는 표준 타원 면적(Standard Ellipse Area: SEA),
수정된 표준 타원 면적(corrected Standard Ellipse Area: SEAc),
총 면적(Total hull Area: TA)을 산출하여 먹이폭을 파악하는데 주
로 이용된다(Monadjem et al. 2018). 또한 유미목 양서류 간 탄소
및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에 대한 유의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 변수를 유미목 양서류의 종으로, 종속 변수를 종 별 동위원소
값으로 선정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그룹 간 사후
분석(post hoc test)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먹이자원에 대해서는 강(class)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였으며 그
결과 총 9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먹이자원으로써 개미의
의존도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주 2010) 개미류를 별
도의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0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먹이자원 간 탄소 및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에 대한
비교를 위해 독립 변수를 먹이자원의 그룹으로, 종속 변수를 그룹
별 동위원소 값으로 선정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그룹 간 사후 분석(post hoc test)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유미목 양서류가 이용하는 먹이자원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SIMMR (stable isotope mixing model in R) 패키지를 이용하
였으며 베이지안 동위원소 혼합 모형(bayesian isotopic mixing
models)을 도출하였다. 본 패키지는 연구 대상종과 먹이자원의 안
정성 동위원소 값을 기반으로 확률적 밀도 분석을 통해 종의 먹이
자원 이용 비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Kusumaningtyas et al.
2019). 각 유미목 양서류의 주요 이용 먹이자원 비율을 10개의 그
룹 별로 파악하였다.
그래프의 도식화와 분석은 SPSS 21(IBM, USA)및 R 통계 프
로그램(ver. 3.5.2)으로 시행하였고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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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 분할
먹이이용에 대한 특성은 유미목 양서류의 종 간 안정성 동위원
소 값을 통해 나타난다. 1차적으로 탄소 및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을 종 별로 산포시킨 후 종 별 값(95%의 신뢰구간)을 범위로써
타원으로 그리면 영양 단계(trophic level)와 먹이이용 폭(niche
width)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Figure 3-2). 영양 단계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다른 두 종에 비해 높고 도롱뇽과 이끼도롱
뇽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이이용 폭은 이끼도롱뇽
이 다른 두 종에 비해 매우 넓고 도롱뇽과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미목 양서류 간 안정성 동위원소 값에 대한 Kruskal-Wallis
test 결과(Table 3-1), 탄소와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가 종 별로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skal-Wallis test, C;
p=0.011, N; p<0.001). 탄소 안정성 동위원소는 도롱뇽이 다른 두
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꼬리치레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은 차
이가 나지 않았다.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다른 두 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 간 SEA 산출을 통한 먹이이용 폭의 분석 결과, 도롱뇽이
TA=6.14,
TA=6.71,

SEA=2.25,
SEA=2.02,

SEAc=2.38,
SEAc=2.13,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이끼도롱뇽이

TA=9.16,

SEA=3.26, SEAc=3.44로 이끼도롱뇽이 제일 넓고 도롱뇽, 한국꼬
리치레도롱뇽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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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table isotopic signatures in tails of Hynobius leechii (black circle),
Onychodactylus koreanus (red triangle), and Karsenia koreana (green cross); (a)
an original scatterplot and (b) a plot with 95% confidence ellipses. Tails samples
were collected from 2017 to 2018 at three fores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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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0.86 
(0.94 – 2.66)

3.24 ± 1.26 
(1.98 – 4.50)

1.25 ± 1.13 
(0.12 – 2.38)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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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 1.22 
(-25.68 – -23.24)

-24.03 ± 0.51 
(-24.54 – -23.52)

-23.44 ± 0.64 
(-24.08 – -22.08)

  C

Kk (n=20)

Hl (n=20)

Isotopic value (‰)

Mean ± SD
Ok (n=20)

22.111

8.968



<0.001

0.011

p

Table 3-1. Stable isotopic values of three salamander species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Kruskal-Wallis and post hoc test; Mann-Whitney U, a > b). The names of species are abbreviated (Hl: Hynobius
leechii, Ok: Onychodactylus koreanus, and Kk: Karsenia koreana).

73

Figure 3-3. Niche widths of three salamander species from 2017 to 2018 at three fores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Black point represents the mean SEA (Standard Ellipse Area, ‰ ) with 95%, 75%, and 50% credibility intervals
(shading from light to dark grey). Red cross indicates the mean SEA of each species using a non-bayesian, but sample size-corrected
approach.

3.2. 먹이자원의 분류와 분할
대전광역시 내 유미목 양서류 3종이 모두 출현한 산림 지역의
조사 구간 내 잠재 먹이자원 조사 결과, 총 9강 17목, 40과가 확
인되었다(Table 3-2).
거미강(Arachnidae)에서는 목의 수준으로 거미목(Araneae),
의갈목(Chelonethida), 진드기아강(Acari)이 확인되었다. 과의 수
준으로는 가게거미과(Agelenidae), 굴뚝거미과(Cybaeidae), 외줄
거미과(Hahniidae),

잔나비거미과(Leptonetidae),

접시거미과

(Linyphiidae), 늑대거미과(Lycosidae), 꼬마거미과(Theridiidae)
가 확인되었다.
지네강(Chilopoda)에서는 돌지네목(Lithobiomorpha), 돌지네
과(Lithobiidae)가 확인되었으며 갑각강(Crustacea)에서는 등각목
(Isopoda), 갯강구과(Ligiidae)가 확인되었다.
노래기강(Diplopoda)에서는 가시노래기목(Chordeumatida), 각
시노래기목(Julida), 띠노래기목(Polydesmoidea)이 확인되었다. 과
의

수준으로는

털노래기과(Diplomaragnidae),

갈퀴노래기과

(Julidae), 띠노래기과(Polydesmidae)가 확인되었다.
내구강(Entognatha)에서는 톡토기목(Entomobryomorpha), 알
톡토기목(Symphypleona)이 확인되었다. 과의 수준으로는 털보톡토
기과(Entomobryidae), 마디톡토기과(Isotomidae), 혹무늬톡토기과
(Neanuridae),

가시톡토기과(Tomoceridae),

둥근톡토기과

(Sminthuridae)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Paronellidae가 확인되
었다.
곤충강(Insecta)에서는

딱정벌레목(Coleoptera),

집게벌레목

(Dermaptera), 노린재목(Hemiptera), 벌목(Hymenoptera)이 확
인되었다.

과의

(Curculionidae),

수준으로는

딱정벌레과(Carabidae),

방아벌레과(Elateridae),
74

바구미과

무당벌레붙이과

(Endomychidae), 알버섯벌레과(Leiodidae), Ptiliidae (미기록과),
풍뎅이과(Scarabaeidae),

반날개과(Staphylinidae),

거저리과

(Tenebrionidae), 집게벌레과(Frficulidae), 땅노린재과(Cydnidae),
머리목노린재과(Enicocephalidae), 긴노린재과(Lygaeidae), 쐐기노
린재과(Nabidae),

노린재과(Pentatomidae),

별노린재과

(Pyrrhocoridae), 개미과(Formicidae)가 확인되었다.
빈모강(Clitellata)과 복족강(Gastropoda), 결합강(Symphyla)
은 이후 하위 단계가 동정되지 않았다.
각 산림 지역의 조사 구간 별 잠재 먹이자원의 출현 여부는
Table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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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List of invertebrates collected as potential prey items of salamander
species from 2017 to 2018 at three fores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Total

Class
Arachnida

Order
Araneae

Entognatha

Chelonethida
Acari (Subclass)
Lithobiomorpha
sp.
Isopoda
Chordeumatida
Julida
Polydesmoidea
Entomobryomorpha

Gastropoda
Insecta

Symphypleona
sp.
Coleoptera

Chilopoda
Clitellata
Crustacea
Diplopoda

Dermaptera
Hemiptera

Hymenoptera
sp.

Symphyla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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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gelenidae
Cybaeidae
Hahniidae
Leptonetidae
Linyphiidae
Lycosidae
Theridiidae
sp.
sp.
Lithobiidae
sp.
Ligiidae
Diplomaragnidae
Julidae
Polydesmidae
Entomobryidae
Isotomidae
Neanuridae
Tomoceridae
Paronellidae
Sminthuridae
sp.
Carabidae
Curculionidae
Elateridae
Endomychidae
Leiodidae
Ptiliidae
Scarabaeidae
Staphylinidae
Tenebrionidae
Frficulidae
Cydnidae
Enicocephalidae
Lygaeidae
Nabidae
Pentatomidae
Pyrrhocoridae
Formicidae
sp.
40

Clitellata
Gastropoda
Insect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ymphyla

Class

No.

Hymenoptera
sp.

Dermaptera
Hemiptera

sp.
sp.
Coleoptera

Order
sp.
sp.
Carabidae
Curculionidae
Elateridae
Endomychidae
Leiodidae
Ptiliidae
Scarabaeidae
Staphylinidae
Tenebrionidae
Frficulidae
Cydnidae
Enicocephalidae
Lygaeidae
Nabidae
Pentatomidae
Pyrrhocoridae
Formicidae
sp.

Famil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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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Mt. Manin
#2
*
*
*

#1
*
*

*
*
*

*

#3
*

*
*

*

*
*

#1
*

*
*

*

*

*
*

*

*

*
*
*

Mt. Jangtae
#2
#3
*
*
*
*
*
*

*

*

*

#1
*

*
*

*

*

*

Mt. Bingye
#2
*

*
*

*

*

#3
*

Table 3-3. Invertebrates collected as potential prey items of salamander species presence from 2017 to 2018 at three forest areas per point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Symphypleona
17

Chilopoda
Crustacea
Diplopoda

9

Araneae

Entognatha

Arachnida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Total

Order

Chelonethida
Acari (Subclass)
Lithobiomorpha
Isopoda
Chordeumatida
Julida
Polydesmoidea
Entomobryomorpha

Class

No.
Agelenidae
Cybaeidae
Hahniidae
Leptonetidae
Linyphiidae
Lycosidae
Theridiidae
sp.
sp.
Lithobiidae
Ligiidae
Diplomaragnidae
Julidae
Polydesmidae
Entomobryidae
Isotomidae
Neanuridae
Tomoceridae
Paronellidae
Sminthuridae
40

Famil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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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Mt. Manin
#2
#3

*
*

*
*

*

#1
*
*

*

*

*
*

#1

*

*
*

*

*
*
*

*

*

*

*
*
*
*
*

*

Mt. Jangtae
#2
#3

*

*

*

*
*
*
*

*

#1

*
*

*

*

*
*

*
*

Mt. Bingye
#2

*

*

*
*

*

#3

Table 3-3. (continue) Invertebrates collected as potential prey items of salamander species presence from 2017 to 2018 at three forest areas per
point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먹이자원의 안정성 동위원소 값에 대한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
했을 때(Figure 3-4), 복족강을 제외한 9개의 그룹은 서로 중첩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그룹에 비해 복족강의 탄소 동위원소
값이 높게 나타났다.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은 복족강, 곤충강(개
미류), 거미강, 지네강, 곤충강, 결합강, 빈모강, 갑각강, 내구강, 노
래기강 순으로 확인되었다.
먹이자원 간 안정성 동위원소 값에 대한 Kruskal-Wallis test
결과(Table 3-4), 탄소 안정성 동위원소가 그룹 별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ruskal-Wallis test, p=0.022), 질
소 안정성 동위원소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p=0.061). 탄소 안정성
동위원소는 복족강이 다른 9개의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나
머지 그룹들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그룹의 전반이 탄소와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의 표준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
강의 경우, 탄소 안정성 동위원소의 표준편차 값이 작게 나타난 것
에 비해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표준편차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네강은 탄소와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의 표준편차 값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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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table isotopic biplot of each prey item (mean ± SD) collected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Table 3-4. Stable isotopic values of prey items from 2017 to 2018 at three fores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Kruskal-Wallis and
post hoc test; Mann-Whitney U, a > b)
No.

Taxon

N

1

Insecta

3

2

Insecta (ant)

3

3

Arachnida

6

4

Chilopoda

3

5

Diplopoda

3

6

Crustacea

3

7

Entognatha

3

8

Symphyla

3

9

Gastropoda

2

10

Clitellata

3




P

Value (‰, Mean ± SD)
  C
  N
-0.51 ± 2.45 
-27.50 ± 1.35 
(-3.34 – 0.91)
(-28.92– -26.24)
1.08 ± 1.78 
-26.47 ± 0.92 
(-0.81 – 2.73)
(-27.47 – -25.65)
1.00 ± 1.30 
-26.77 ± 2.36 
(-0.40 – 2.99)
(-31.31 – -25.12)
0.05 ± 0.52 
-25.24 ± 0.44 
(-0.32 – 0.64)
(-25.61 – -24.75)
-24.07 ± 1.55 
-3.92 ± 1.63 
(-25.38 – -22.35)
(-5.59 – -2.33)
-2.82 ± 2.22 
-24.62 ± 0.89 
(-4.40 – -0.28)
(-25.65 – -24.09)
-2.95 ± 3.01 
-26.36 ± 0.42 
(-5.43 – 0.40)
(-26.78 – -25.94)

-0.91
± 1.74 
-25.16 ± 1.43
(-2.18 – 1.08)
(-26.77 – -24.05)
-21.22 ± 1.61 
-2.28 ± 2.16 
(-22.35 – -20.08)
(-3.81 – -0.75)
- 2.15 ± 2.38 
-25.47 ± 0.63 
(-3.64 – 0.59)
(-26.07 – -24.81)
19.352
16.292
0.022
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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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 이용
(1) 도롱뇽

도롱뇽의 산포된 안정성 동위원소 값과 먹이자원의 안정성 동위
원소 값(평균±표준편차)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Figure
3-5). 도롱뇽의 영양단계는 일반적으로 먹이자원들 보다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탄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은 곤충강(개미류), 지네과,
결합강, 갑각강, 노래기강, 복족강과 다소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도롱뇽이 이용하는 먹이자원의 확률적 밀도와 비율은 Figure
3-6과 같다. 밀도는 내구강, 곤충강, 노래기강, 빈모강, 갑각강, 거
미강, 결합강, 복족강, 곤충강(개미류), 지네강 순이었으며 비율은
복족강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0.0-0.2 정도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롱뇽의 먹이자원의 이용에 대한 비율(평균±표준편차)을 확인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3-7); 곤충강(0.042±0.033), 곤충
강(개미류, 0.093±0.076), 거미강(0.062±0.050), 지네강(0.121
±0.100), 노래기강(0.043±0.035), 갑각강(0.050±0.044), 내구
강(0.036±0.029), 결합강(0.067±0.058), 복족강(0.438±0.045),
빈모강(0.047±0.041).
도롱뇽이 먹이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복족강, 지네강, 곤충강
(개미류), 결합강, 곤충강, 거미강, 갑각강, 빈모강, 노래기강, 내구
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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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table isotopic biplot of prey items (mean ± SD) and Hynobius leechii collected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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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Density and proportion plots for potential prey items of Hynobius leechii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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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Proportional contribution of prey items to the diet of Hynobius leechii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Boxes represent 50% confidence intervals and error bars denote 50% confidence intervals.

(2) 한국꼬리치레도롱뇽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산포된 안정성 동위원소 값과 먹이자원의
안정성 동위원소 값(평균±표준편차)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
였다(Figure 3-8).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영양단계는 먹이자원들
보다 명확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탄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은
거미강, 결합강, 갑각강, 노래기강, 복족강과 다소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이용하는 먹이자원의 확률적 밀도와 비율
은 Figure 3-9와 같다. 밀도는 곤충강, 내구강, 거미강, 노래기강,
빈모강, 갑각강, 결합강, 복족강, 곤충강(개미류), 지네강 순이었으
며 비율은 복족강이 가장 크고 지네강을 제외한 나머지는 0.0-0.3
정도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먹이자원의 이용에 대한 비율(평균±표준
편차)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3-10); 곤충강(0.047
±0.037), 곤충강(개미류, 0.088±0.071), 거미강(0.057±0.042),
지네강(0.152±0.117), 노래기강(0.059±0.051), 갑각강(0.074±
0.065),

내구강(0.046±0.036),

결합강(0.079±0.065),

복족강

(0.334±0.045), 빈모강(0.065±0.054).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먹이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복족강, 지
네강, 곤충강(개미류), 빈모강, 노래기강, 거미강, 곤충강, 갑각강,
결합강, 내구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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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table isotopic biplot of prey items (mean ± SD) and Onychodactylus koreanus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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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Density and proportion plots for potential prey items of Onychodactylus koreanus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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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Proportional contribution of prey items to the diet of Onychodactylus koreanus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Boxes represent 50% confidence intervals and error bars denote 50% confidence intervals.

(3) 이끼도롱뇽
이끼도롱뇽의 산포된 안정성 동위원소 값과 먹이자원의 안정성
동위원소

값(평균±표준편차)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Figure 3-11). 이끼도롱뇽의 영양단계는 먹이자원들 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일부 개체는 먹이자원 중에서도 상위 영양단계에 있는 그
룹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은 복족강
을 제외한 거의 모든 먹이자원 그룹과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끼도롱뇽이

이용하는

먹이자원의

확률적

밀도와

비율은

Figure 3-12와 같다. 밀도는 내구강, 노래기강, 갑각강, 빈모강, 곤
충강, 결합강, 거미강, 지네강, 복족강, 곤충강(개미류) 순이었다. 비
율은 곤충강(개미류)이 가장 컸으나 복족강이나 지네강과는 큰 차
이가 나지 않았고 그 다음 순인 거미강을 제외한 나머지는 0.000.25 정도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끼도롱뇽의 먹이자원의 이용에 대한 비율(평균±표준편차)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3-13); 곤충강(0.043±0.041),
곤충강(개미류,

0.241±0.228),

거미강(0.134±0.150),

지네강

(0.194±0.210), 노래기강(0.037±0.035), 갑각강(0.042±0.040),
내구강(0.033±0.029),

결합강(0.071±0.083),

복족강(0.163±

0.101), 빈모강(0.042±0.040).
이끼도롱뇽이 먹이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곤충강(개미류), 복
족강, 지네강, 거미강, 결합강, 곤충강, 빈모강, 결합강, 노래기강, 내
구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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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Stable isotopic biplot of prey items (mean ± SD) and Karsenia koreana collected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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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Density and proportion plots for potential prey items of Karsenia koreana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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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Proportional contribution of prey items to the diet of Karsenia koreana from 2017 to 2018 in three forest areas,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Boxes represent 50% confidence intervals and error bars denote 50% confidence intervals.

4. 고찰
일반적으로 유미목 양서류는 육식성이기 때문에(이 외 2011; 이와
박 2016) 대부분 서식지 내 다른 무척추동물들보다 높은 질소 안
정성 동위원소 값을 가진다(Díaz-Paniagua et al. 2005). 이는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한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윤 외 1996; 주
2010). 따라서 높은 영양 단계에 위치하는 유미목 양서류들은 무척
추동물이 비해 상대적으로 생태계의 기능에 좀 더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Hocking and Babbitt 2014). 또한 무척추동
물의 분류군 간 영양 단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무척추동물이 모두 유미목 양
서류의 입 크기에 들어갈 만큼 작은 개체들이고 생태계 내에서 분
해자나 생산자를 1차적으로 소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Hocking and Babbitt 2014).
과거 도롱뇽과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꼬리치레도롱뇽이 도롱뇽에 비해 더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섭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 외 199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종
의 먹이이용 폭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은 선행 연구가 먹이 습성 연구를 위한 전통
적인 방법인 위 내용물 분석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분석은 먹이자원 분류군의 형태적 특성(딱딱한 껍질의 유무
등)이나 유미목 양서류의 소화율에 따라 위에 남아 있는 것들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먹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특
정 먹이 종류의 비율을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 2014). 이끼도롱뇽의 경우,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곤충류를
비롯한 다양한 무척추동물을 먹이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2010) 이에 따라 다른 두 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먹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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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이 좀 더 넓은 일반종(generalist)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
각된다(Salvidio et al. 2017).
유미목 양서류들은 복족강, 지네강, 곤충강(개미류)을 우선적으
로 먹이로써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도롱뇽과 꼬리치레도
롱뇽은 전체 이용한 먹이 중 복족강의 비율이 30-40%에 이르는
등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족강은 칼슘 함량이 높아 유미목 양
서류들이 먹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ton 1976;
Snyder 2011). 반면, 그 외의 분류군은 어느 정도 선호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 간 혹은 동종 내 개체 간 경쟁이 발생
하면 유미목 양서류는 기회주의적인 포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Arribas

et

al.

2015).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속하는

Onychodactylus 속은 수 생태계 보다는 육상 생태계의 먹이자원을
이용하며 주로 지네강, 노래기강, 거미강, 곤충강 등을 선호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Kuzmin 1995).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세 종 중
에서 영양 단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무척추동물을 선택적으로 포식함으로써 먹
이자원 이용의 중복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끼도
롱뇽의 경우는 곤충강 중 개미가 주요 먹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주도롱뇽과의 종은 지표면에서 활동적인 개미류를 먹이자원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aker and Rubin 1971;
Lewis et al. 2014). 그러나 선행 연구만큼(70%) 그 비율이 크기는
않았다(주 2010). 이는 선행 연구의 경우, 먹이의 선호도를 먹이자
원의 발견 빈도(frequency)를 기반으로 한 개체수로 추산하여 먹이
가 유미목 양서류의 건강도를 비롯한 생리적 특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나 영양 단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끼도롱뇽은 상대적으로 유미목 양서류 중에서 가장 다
양한 먹이를 포식함으로써 도롱뇽이나 한국꼬리치레도롱뇽과의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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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중복 이용을 극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지에서 서식하는 유미목 양서류들은 먹이자원을 일부
공유하다 상황에 따라서 상위 영양단계의 먹이를 이용하거나 다른
종이 잘 먹지 않는 먹이를 이용함으로써 먹이자원 이용의 중복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미목 양서류는 종에 따라 무척추동물과 서로 먹이가 되기도
하는 등(Lannoo 2005) 영양 단계가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서식지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ckerson et al.
2004). 따라서 해당 무척추동물의 풍부도와 유미목 양서류의 풍부
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띠기도 한다(Hickerson et al. 2012). 향후
유미목 양서류와 먹이자원의 다양한 서식지 형태에서 더욱 더 세부
적인 분류군의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 이용은 입의 크기와 같은 형태
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먹이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도 영향을 준다
(Kuzmin 1995). 예를 들어 작은 개체는 큰 개체에 비해 작은 먹이
를 많이 먹기 때문에 먹이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만큼
피식과 환경적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Lewis et al. 2014). 경
우에 따라 큰 먹이를 삼키는데 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Kuzmin
1995) 이러한 먹이 이용 전략은 개체군의 생존과 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Lewis et al. 2014). 따라서 형태적 특성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요인과 접목한 먹이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먹이자원의 풍부도와 증체율에 대한 연구 역시 유미목 양서
류와의 상호작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먹이자원의 유전자를 이용
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먹이자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유미목 양서류의 보전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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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미목 양서류의
개체군 풍부도 변화 및
형태적 특성의 차이

1. 서론
생태계는 생산, 영양 순환, 환경 요인 등을 통해 먹이, 공기, 물,
공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Daily et al. 1997;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포식자는 생태계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Hocking and Babbitt 2014), 대표적인 포식자인 유미목
양서류는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나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
자를 포식함으로써 해당 분류군의 풍부도 등 군집에 영향을 준다
(Schmitz et al. 2000; Hocking and Babbitt 2014).
유미목 양서류의 생물량은 산림 생태계 내의 참새목 조류나 소
형 포유류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urton and
Likens 1975a; Hairston 1987) 유미목 양서류 개체군의 활동적 변
화는 서식지 내 생물량, 무척추동물 군집 구성 및 풍부도, 낙엽 분
해율, 숲 내 영양 순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urton and Likens 1975a, 1975b; Wyman 1998; Walton 2005,
2013; Best and Welsh 2014; Semlitsch et al. 2014). 따라서 유미
목 양서류 개체군의 특징에 대한 파악은 생태계 내 기능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airston 1987; Davic and
Welsh 2004).
유미목 양서류를 비롯한 양서류 개체군은 기상 요인들에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rk et al. 2019). 특히 기상 요인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식지의 경관을 변화시키며(Papadaki et al.
2016) 변온동물들의 생활사, 생리, 번식, 생존 등 서식 전략
(Cayuela et al. 2017; Plenderleith et al. 2018) 뿐만 아니라 진화
에도(Catenazzi 2016)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요
인에 대한 개체군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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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Catenazzi 2016) 기후변화와 같은 최
근 대두되고 있는 양서류의 위협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종의 형태적 특성은 환경의 변화 및 차이와 풍부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Toïgo et al. 2006) 적응과 진화 과정의 결
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종이나 아종의 분류학적 특성을 규정하고
(Wilson et al. 1996; Göҫmen et al. 2018; Šunje et al. 2019) 생존
전략과 같은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Rocha et al. 2011)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Kemp 2005; Millien
2011). 특히 양서류의 형태적 특성은 시간에 따른 활동, 서식지 및
환경 요인 등의 변화와 연관되며 이에 따라 포식, 생존률, 번식 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mero 2011; Manenti et al.
2017).
국내 양서류의 개체군 변화 및 형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무미목 위주(송 외 2005; 성 외 2009; 정 외 2009; 서
2011; 홍 외 2017; 구 외 2018)로 이뤄졌으며 유미목의 경우 멸
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 위주(박 2010; 김 외
2014; 박 외 2015; 국립생물자원관 2018)로 이뤄져 있다. 또한
개체군 변화와 형태적 특성에 대해 환경적 요인과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에 서식하는
산림성 유미목 양서류의 1) 시간적 변화에 따른 개체군의 풍부도
변화, 2) 개체군의 풍부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3) 산림 지
역의 따른 형태적 차이, 4)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형태적 특성의 변화
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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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 상 대전광역시(북위: 36°
17-27', 동경: 127° 17-28') 내의 5개 산림 지역(장태산, 식장산,
계족산, 빈계산, 만인산)이다. 5개의 산림 지역 내에서 17개 조사구
간을 설정하였으며 각 조사구간은 120 m로 고정하였다(Figure 21, Table 2-1, page 27-28).
대전광역시의

평균기온은

12.5-14.2℃이며,

최고기온은

18.1℃, 최저기온은 7.8℃ 정도이다. 강수량은 883-1353.8 ㎜이며,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642.6 ㎜로 대체적으로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다. 2017-2018년 간 평균 상대습도는 약 66.97%이고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대전발전연구원 2014; Lee and Rhim
2017; 기상자료개방포털 2019).
대전광역시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있으면서 남동쪽으로
는 식장산(598 m), 동쪽에는 고봉산(390 m), 북동쪽에는 계족산
(429 m), 응봉산(320 m)과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의 보문산(458
m), 남동쪽의 만인산(538 m), 남서쪽의 장태산(374 m)에 둘러싸
여 있는 형태이다. 또한 서쪽에는 관암산(526 m), 수산봉(574 m),
도덕봉(534 m), 빈계산(414 m) 등이 접해 있고, 이들 산은 연결되
어 있다. 대전광역시의 전체 면적은 540 ㎢이고 그 중에서 산림 지
역은 50% 이상이며 주로 시 외곽에 분포하고 있다(김 외 2016).
표고는 대부분 50-150 m에 형성되어 있으며, 50 m 이하도 2.77%
로 전체적으로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다. 표고 400 m 이상 지역은
1.36%로 일부 외곽 산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남쪽 보문산,
식장산 등에서 높은 400 m 이상의 높은 표고가 나타난다(대전발전
연구원 2014).
대전광역시의 산림 지역 내 주요 식생은 리기다소나무(P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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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ida),

일본잎갈나무(Larix

kaempferi),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밤나무(Castanea crenata) 등이 우점하는 조림지
와 소나무(Pinus densiflora),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굴참
나무(Q. variabilis), 상수리나무(Q. acutissima) 등이 우점하는 이차
림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가 진행된 산림 지역 중 빈계산, 장태산,
만인산, 식장산은 이차림, 계족산은 조림지에 해당한다(대전발전연
구원 2014; 조와 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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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세부 방법
(1) 종의 출현 조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10월 간(총 16개월) 종의 출현 여
부를 조사하였다. 선정된 17개의 조사 구간을 월 1회씩 조사하였으
며 주간(10-16시) 및 야간(20-02시) 조사를 병행하였다. 선조사
법(line transect method; Newman et al. 2018)과 일정시간조사법
(time-constrained method; Rossell et al. 2018)을 사용하여 정량
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계곡을 따라 걸으며 좌우 1 m 지면에서
출현하는 모든 종을 기록하였으며 유미목 양서류의 습성을 고려하
여 주로 바위나 돌, 수목잔존물, 낙엽을 들추어 확인하였다.

(2) 형태적 특성 및 기상 정보 확보
출현의 확인 및 확보한 유미목 양서류 개체들은 형태적 특성에
대한 5개 요인(무게: weight, 총 길이: total length, 주둥이부터 총
배설강 길이: snout-vent length; SVL, 머리 길이: head length, 머
리 폭: head width)을 측정한 후(Figure 4-1) 동일 장소에서 방사
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의 기온(temperature, ℃),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 강수량(precipitation, ㎜), 풍속(wind velocity, m/s),
일사량(solar radiation quantity, MJ/ ) 등 5개 요인에 대한 기상
자료를 확보했으며 해당 요인에 대해 월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기
상자료개방포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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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Topography of salamanders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modified from Poyarkov et al. 2012; TL: total
length, SVL: snout-vent length, HW: head width, HL: hea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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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유미목 양서류 개체군의 풍부도와 기상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 변수를 기상 요인으로, 종속 변수를 종의 출현 개체수
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산림 지역 별 유미목 양서류의 형태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변수를 산림 지역으로, 종속 변수를 종 별 외부 형태 측정치로
선정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그룹 간 사후 분석
(post hoc test)을 위해 3개 이상의 산림 지역에서 출현한 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의 경우 Mann-Whitney U test, 2개의 산림 지역에서 출
현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경우 Bonferroni-Dunn test를 실시하
였다.
월 별 유미목 양서류의 형태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변
수를 월로, 종속 변수를 종 별 외부 형태 측정치로 선정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룹 간 사후 분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외부 형태 측정치는 Body
Condition Index (BCI: 무게/주둥이부터 총배설강 길이)로 산정하여
이용하였다(Peig and Green 2009).
그래프는 SigmaPlot 12.0 (Systat Software, USA)으로 도식화
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25 (IBM, USA)로 시행하였다. 유의 수
준은 5%로 설정하였다.

104

3. 연구 결과
3.1.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 현황
대전광역시 내 5개의 산림 지역(빈계산, 장태산,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 중 도롱뇽은 모든 산림 지역에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빈
계산, 장태산에서, 이끼도롱뇽은 빈계산, 장태산, 만인산에서 서식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1, Figure 4-2).
도롱뇽은 2017년 장태산에서 40개체, 만인산에서 62개체, 빈
계산에서 53개체, 식장산에서 33개체, 계족산에서 49개체 확인되었
으며 2018년 장태산에서 18개체, 만인산에서 66개체, 빈계산에서
28개체, 식장산에서 49개체, 계족산에서 39개체 확인되었다. 총 확
인된 도롱뇽은 437개체로 3종 중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되었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2017년 장태산에서 26개체, 빈계산에서
27개체 확인되었으며 2018년 장태산에서 20개체, 빈계산에서 23
개체 확인되었다. 총 확인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96개체로 3종
중 가장 적은 수가 관찰되었다.
이끼도롱뇽은 2017년 장태산에서 102개체, 만인산에서 55개체,
빈계산에서 47개체 확인되었으며 2018년 장태산에서 94개체, 만인
산에서 37개체, 빈계산에서 60개체 확인되었다. 총 확인된 이끼도
롱뇽은 395개체로 3종 중 차순으로 많은 수가 관찰되었다.
장태산에서는 도롱뇽 58개체(2017년 40개체, 2018년 18개체),
한국꼬리치레도롱뇽 46개체(2017년 26개체, 2018년 20개체), 이
끼도롱뇽 196개체(2017년 102개체, 2018년 94개체) 등 총 300개
체가 확인되었다.
만인산에서는 도롱뇽 128개체(2017년 62개체, 2018년 66개
체), 이끼도롱뇽 92개체(2017년 55개체, 2018년 37개체) 등 총
220개체가 확인되었으며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출현하지 않았다.
빈계산에서는 도롱뇽 81개체(2017년 53개체, 2018년 28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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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꼬리치레도롱뇽 50개체(2017년 27개체, 2018년 23개체), 이
끼도롱뇽 107개체(2017년 47개체, 2018년 60개체) 등 총 238개
체가 확인되었다.
식장산과 계족산은 각각 도롱뇽 82개체(2017년 33개체, 2018
년 49개체), 88개체(2017년 49개체, 2018년 39개체)가 확인되었
으며 한국꼬리치레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은 출현하지 않았다.

106

Table 4-1. The number of three salamander species captured by the line-transect
and time-constrained methods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The name
of species was abbreviated (Hl: Hynobius leechii, Ok: Onychodactylus koreanus,
and Kk: Karsenia koreana).
Area
2017
Jangtae
Manin
Bingye
Sikjang
Gyejok
2018
Jangtae
Manin
Bingye
Sikjang
Gyejok
Total

Hl

No. of individual
Ok

Kk

40
62
53
33
49

26
27
-

102
55
47
-

168
117
127
33
49

18
66
28
49
39
437

20
23
96

94
37
60
395

132
103
111
49
39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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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Figure 4-2. Occurrence of the three salamander species detected by the linetransect and time-constrained methods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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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미목 양서류의 개체군 풍부도 변화 및 기상
요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5개의 산림 지역 내 17개의 조사 구간에서 서식하
는 유미목 양서류의 월별 개체군 풍부도는 Figure 4-3와 같다.
도롱뇽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3월에 가장 개체군 풍부도가
높았으며 7월까지 꾸준하게 감소했다. 그리고 2017년의 경우 10월
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2018년의 경우 8월까지 증가하다 9월에 다
시 감소하고 10월에 다시 증가하였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2017년 3월에 첫 출현 이후 4월까지 개
체군 풍부도가 증가하다 6월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 후 7-9월
까지 한 개체도 발견되지 않다가 10월에 년 중 가장 높은 개체군
풍부도를 보였다. 2018년에는 3월에 가장 높은 개체군 풍부도를 보
였다. 그 이후 개체군 풍부도는 5월까지 감소했으며 6-8월까지 한
개체도 발견되지 않다가 9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이끼도롱뇽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월 및 3월에 최초 출
현 이후 꾸준히 개체군 풍부도가 증가하다 5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 이후 7월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며 9월까지 다시 증가하다 10
월에 다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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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Monthly changes in the population abundances of (a) Hynobius leechii,
(b) Onychodactylus koreanus, and (c) Karsenia koreana from 2017 to 2018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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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롱뇽
도롱뇽의 출현 개체수와 기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
석 결과(Table 4-2), 5개의 변수들 중에서 기온만 출현 개체수에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0.826, R =0.683, Adjusted R =0.656,
F=24.995, p<0.001; 기온: p<0.001) 나머지 요인들은 뚜렷한 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상대습도: p=0.597, 강수량: p=0.454, 풍속:
p=0.281, 일사량: p=0.539). 월별 도롱뇽의 개체군 풍부도의 변화
와 기온과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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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weather
factors on the observed number of Hynobius leechii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t
(average per month)
Constant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Precipitation
Wind speed
Solar radiation quantity

β

t

p

-0.716
-0.223
0.093
0.013
-0.155

4.339
-7.216
-1.651
1.131
0.159
-1.202

<0.001
<0.001
0.597
0.454
0.28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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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Monthly changes in the population abundances of Hynobius leechii
(mean ± SD in five forest areas, total individuals) and in the key weather factor
(temperature) in (top) 2017 and 2018 (bottom)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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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꼬리치레도롱뇽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출현 개체수와 기상 요인과의 관계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Table 4-3), 5개의 변수들 중에서 강수량과
일사량이 출현 개체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0.735, R =0.540, Adjusted
R =0.436,

F=5.175,

p=0,003;

강수량:

p=0.007,

일사량:

p=0.015) 나머지 요인들은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기온:
p=0.561, 상대습도: p=0.732, 풍속: p=0.729). 월별 한국꼬리치레
도롱뇽의 개체군 풍부도의 변화와 강수량 및 일사량은 서로 어느
정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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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weather
factors on the observed number of Onychodactylus koreansus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two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t
(average per month)
Constant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Precipitation
Wind speed
Solar radiation quantity

β

t

p

-0.137
-0.107
-0.719
-0.057
-0.895

2.413
-0.590
-0.347
-2.945
-0.351
-2.648

0.025
0.561
0.732
0.007
0.7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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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Monthly changes in the population abundances of Onychodactylus
koreanus (mean ± SD in two forest areas, total individuals) and in the key weather
factor (precipitation, SRQ: solar radiation quantity) in (top) 2017 and 2018
(bottom)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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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끼도롱뇽
이끼도롱뇽의 출현 개체수와 기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Table 4-4), 5개의 변수들 모두 출현 개체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0.204, R =0.042, Adjusted R =0.075, F=0.356, p=0.875; 기
온: p=0.883, 상대습도: p=0.628, 강수량: p=0.565, 풍속: 0.457,
일사량: p=0.645). 다만 이끼도롱뇽의 개체군 풍부도는 월별로 뚜
렷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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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weather
factors on the observed number of Karsenia koreana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thre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t
(average per month)
Constant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Precipitation
Wind speed
Solar radiation quantity

β

t

p

-0.031
0.138
0.095
-0.125
0.122

0.610
-0.148
0.488
0.580
-0.750
0.464

-0.545
0.883
0.628
0.565
0.45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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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Monthly changes in the population abundances of Karsenia koreana
(mean ± SD in three forest areas, total individuals) in (top) 2017 and 2018 (bottom)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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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미목 양서류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공간적
차이 및 시간에 따른 형태적 변화
(1) 도롱뇽

대전광역시 내 출현한 도롱뇽의 5가지 형태적 특징(무게, 총 길
이, 주둥이부터 총배설강 길이, 머리 길이, 머리 폭)을 산림 지역(빈
계산, 장태산,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의 총 5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Table 4-5), 장태산의 개체군이 다른 산림 지역의 개
체군과, 머리 폭을 제외한(Kruskal-Wallis test; p=0.062) 4개의
형태적 특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무게:
p<0.001, 총 길이: p<0.001, 주둥이부터 총배설강 길이: p=0.008,
머리 길이: p=0.039, 머리 폭: p=0.062). 빈계산,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의 개체군은 어떤 형태적 특징도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롱뇽의 형태적 특징인 BCI를 월별로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skal-Wallis test;   =128.680,
p<0.001). BCI는 3월, 4월-5월-6월, 9월-10월, 7월-8월 순으로
무겁게 나타났다(post hoc test; Mann-Whitney U: a>b>c>d)
(Figur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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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g)
Total length
(mm)
Snout-vent length
(mm)
Head length
(mm)
Head width
(mm)

Variables

Mt. Bingye
(n=70)
5.14 ± 2.18 
(0.47 – 9.10)
94.53 ± 17.85 
(46.70 – 124.75)
56.21 ± 10.06 
(27.10 – 71.20)
12.92 ± 2.61 
(8.00 – 17.60)
10.90 ± 2.23 
(7.05 – 14.3)

Mt. Jangtae
(n=47)
7.58 ± 2.45 
(1.00 – 12.2)
109.73 ± 16.84 
(50.70 – 138.30)
62.28 ± 7.48 
(33.60 – 78.00)
14.67 ± 2.67 
(8.30 – 17.40)
12.59 ± 2.18 
(8.30 – 15.10)

121

Mean ± SD
Mt. Manin
(n=110)
5.37 ± 3.26 
(0.30 – 12.27)
93.90 ± 28.51 
(42.45 – 139.80)
56.11 ± 16.61 
(25.00 – 83.20)
13.01 ± 3.24 
(7.15 – 18.20)
11.07 ± 2.85 
(6.30 – 16.40)
Mt. Sikjang
(n=71)
4.81 ± 2.73 
(0.32 – 10.7)
92.36 ± 24.33 
(38.3 – 129)
54.17 ± 13.67 
(25.30 – 73.20)
12.38 ± 2.88 
(7.15 – 17.65)
10.55 ± 2.54 
(5.80 – 15.40)

Mt. Gyejok
(n=68)
5.23 ± 2.85 
(0.63 – 12.53)
92.01 ± 23.04 
(12.90 – 126.70)
56.59 ± 12.81 
(27.80 – 89.00)
13.17 ± 2.59 
(8.10 – 17.00)
11.31 ± 2.28 
(7.20 – 16.00)

<0.001
<0.001
0.008
0.039
0.062

27.204
13.663
10.086
8.962

p
33.493



Table 4-5.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ynobius leechii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fiv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Kruskal-Wallis and post hoc test; Mann-Whitney U, a > b)

Figure 4-7. Monthly changes in the BCI of Hynobius leechii (mean ± SD in five
fores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 > b > c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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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대전광역시 내 출현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5가지 형태적 특
징(무게, 총 길이, 주둥이부터 총배설강 길이, 머리 길이, 머리 폭)
을 산림 지역(빈계산, 장태산)의 총 2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Table 4-6), 장태산의 개체군이 빈계산의 개체군과, 5개의 모
든

형태적

특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n-Whitney U test; 무게: p<0.001, 총 길이: p<0.001, 주둥이
부터 총배설강 길이: p<0.001, 머리 길이: p<0.001, 머리 폭:
p<0.001).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형태적 특징인 BCI를 월별로 비교한 결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skal-Wallis test;
  =79.000, p<0.001). 무게는 3월-4월-5월, 10월 순으로 무겁고
길게 나타났다. 7월과 8월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6월과 9월에는 한
개체씩만 확인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post hoc test; MannWhitney U: a>b) (Figur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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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nychodactylus koreanus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two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Mann-Whitney U and post hoc test; Bonferroni-Dunn, a >
b)

Variables
Weight
(g)
Total length
(mm)
Snout-vent
length
(mm)
Head length
(mm)
Head width
(mm)

Mean ± SD
Mt. Bingye
Mt. Jangtae
(n=41)
(n=37)
5.68 ± 2.45 
3.44 ± 3.21 
(1.70 – 10.50)
(0.70 – 12.43)
129.36 ± 26.99 
95.42 ± 29.09 
(75.70 – 180.50)
(64.35 – 169.10)
51.78 ± 12.78 
(35.30 – 85.50)

66.21 ± 10.94 
(45.60 – 78.25)

11.97 ± 2.01 
(9.45 – 17.70)
9.41 ± 1.37 
(7.20 – 13.00)

14.86 ± 2.39 
(10.70 – 18.30)
10.75 ± 1.23 
(8.20 –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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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376.0

<0.001

327.5

<0.001

310.0

<0.001

199.5

<0.001

215.0

<0.001

Figure 4-8. Monthly changes in the BCI of Onychodactylus koreanus (mean ± SD
in two fores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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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끼도롱뇽
대전광역시 내 출현한 이끼도롱뇽의 5가지 형태적 특징(무게,
총 길이, 주둥이부터 총배설강 길이, 머리 길이, 머리 폭)을 산림 지
역(빈계산, 장태산, 만인산)의 총 3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
과(Table 4-7), 빈계산의 개체군이 장태산 및 만인산의 개체군과
2개의 형태적 특징에서 유의한 차이를, 장태산과 만인산의 개체군은
머리 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skalWallis test; 무게: p=0.068, 총 길이: p=0.01, 주둥이부터 총배설
강 길이: p=0.064, 머리 길이: p<0.001, 머리 폭: p<0.001).
이끼도롱뇽의 형태적 특징인 BCI를 월별로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skal-Wallis

test;

  =16.561, p<0.05). 무게는 4월-8월-9월-10월, 5월-6월-7월
순으로 무겁게 나타났으며 3월에는 한 개체만 확인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post hoc test; Mann-Whitney U: a>b) (Figure 4-9).
배에 난황이 발달한 암컷 개체들이 2년 간의 조사 중 9-10월
과 4월 동안 빈번하게 관찰되었다(Figure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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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g)
Total length
(mm)
Snout-vent length
(mm)
Head length
(mm)
Head width
(mm)

Variables

Mt. Bingye
(n=91)
1.83 ± 0.82 
(0.13 – 4.67)
84.53 ± 15.46 
(30.80 – 105.00)
45.27 ± 7.25 
(19.50 – 58.90)
10.86 ± 1.03 
(5.30 – 13.00)
7.96 ± 0.82 
(4.50 – 9.50)

Mean ± SD
Mt. Jangtae
(n=180)
1.61 ± 0.81 
(0.10 – 4.50)
78.77 ± 18.08 
(35.95 – 108.20)
43.18 ± 8.83 
(19.10 – 56.50)
10.14 ± 1.63 
(5.35 – 12.30)
7.39 ± 1.21 
(4.25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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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Manin
(n=84)
1.64 ± 0.92 
(0.14 – 4.50)
77.56 ± 18.34 
(32.40 – 109.8)
42.57 ± 7.83 
(19.25 – 55.30)
9.88 ± 1.55 
(5.95 – 12.35)
7.08 ± 1.09 
(4.60 – 8.90)

0.068
0.011
0.064
<0.001
<0.001

8.997
5.503
15.973
20.364

p

5.380



Table 4-7.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arsenia koreana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and 2018 at three mountain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Kruskal-Wallis and post hoc test; Mann-Whitney U, a > b > c)

Figure 4-9. Monthly changes in the BCI of Karsenia koreana (mean ± SD in three
forest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public of Korea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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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Female Karsenia koreana with bright eggs visible in their abdomens
on (a) October 2017 and (b)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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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유미목 양서류를 비롯한 양서류 개체군은 기상 요인 및 생활사
적 특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rk et al.
2019). 특히 온도, 강수량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상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Hurlbert 1969; Semlitsch 1985; Sexton et al. 1990;
Reading 1998; Todd and Winne 2006; Miwa 2007; Kusano and
Inoue 2008; Hartel 2008; Arnfield et al. 2012), 번식은 양서류의
개체군 풍부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Olser and Shure 1975).
기상 요인 중 기온이 개체군 풍부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도롱뇽은 2-4월이 번식기에 해당하며 이때 다수의
성체가 수계에 모여 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이 외 2011; 이와 박
2016) 연구 대상지 내 개체군 풍부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번식기가 진행된 2017-2018년 동안의
3-4월 대전 기온은 각각 평균 6.8-14.53℃, 8.75-13.89℃로 다
른 시기보다(2017년: 15.45-27.12℃, 2018년: 15.2-28.97℃) 명
확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기 이후는 도롱뇽들이 사방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풍부도가 급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8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개체군 풍부도의 경우, 당해 년에 태어나
변태가 갓 완료된 개체와 분산되었다 수계로 다시 모인 기존의 성
체들이 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상 요인 중 강수량과 일사량이 개체군 풍부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번식기가 5-7월
로 알려져 있다(Park 2005; Poyakov et al. 2012). 3-4월에 동면에
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때 연구 대상지 내 개체군 풍부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며 5월부터 지하수가 솟는 깊은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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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번식을 하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특성 상(이와 박 2016)
조사 지점 내 풍부도는 급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6-8월 간
은 다른 시기에 비해 일사량 및 강수량이 높은 기간에 해당하기 때
문에 번식에 이어서 환경적 변화에 대한 회피와 은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체군 풍부도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Hocking

et al. 2013). 특히 2017-2018년 동안의 6-8월 대전 강수량은 각
각 3.21-19.75 ㎜, 8.91-31.43 ㎜로 다른 시기에 비해(2017년:
0.89-15.91 ㎜, 2018년: 7.99-15.53 ㎜) 비교적 변화폭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2018년 동안의 6-8월 대전 일사량도
2017년이 15.7-24.36 MJ/ , 2018년이 19.34-22.79 MJ/ 정
도로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간(2017년: 13.12-21.63 MJ/ ,
2018년: 14.29-21.47 MJ/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끼도롱뇽의 경우 개체군 풍부도가 어떤 기상 요인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
는 3-4월(2017년: 6.8-14.53℃, 2018년: 8.75-13.89℃)부터 개
체군 풍부도가 증가하고 하강하는 9월에서 10월 동안(2017년:
21.09-15.45℃, 2018년: 21.23-13℃)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저온
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사량 및
강수량의 증가와 같은 환경적 변화는 대전 내 산림 지역에 서식하
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뿐만 아니라 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의 개체군
풍부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종이라도 서식지의 환경적 요인이나 먹이 이용 전략에 따
라 형태적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Kuzmin 1995; Toïgo

et al. 2006). 도롱뇽과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형태적 특성에 있어서
장태산 개체군이 다른 산림 지역의 개체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끼도롱뇽은 빈계산 개체군이 머리 크기나 몸길이 등 일부 특성이
다른 개체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내 산림 지역들은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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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대전발전연구
원 2014), 향후 유미목 양서류 개체군의 형태적 특징과 서식지 내
환경 구조, 먹이자원 등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개
체군의 생존 전략과 진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미시적인 유전적 영향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미목 양서류의 형태적 특성은 번식을 기준으로 극적으로 변화
한다(Yartsev and Kuranova 2015). 특히 번식을 대비하여 해당 시
기 동안 피부 내 조직의 변화, 생식기를 비롯한 체내 수분 증가, 배
란 등의 원인으로 체형과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sumi and Iwasawa 1990). 본 연구 대상지에 서식하는 도롱뇽
은 번식기가 진행 중인 3월(이와 박 2016)에 크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번식에 대비해 알을
가지고 있으며 영양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7-8
월 동안은 환경적 변화가 진행되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기 때
문에 가장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기간들은 번식기와
비활동기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대전 산림 지역 내 한국꼬리치레도
롱뇽은 휴면에서 깨어난 후 활발한 먹이활동으로 3-5월 동안 크기
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후 번식과 환경적 변화를 피하는
동안 가장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Park 2005; Poyakov et al.
2012). 번식 기간에 대해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이끼도롱뇽은
휴면에 들어가기 전인 9-10월과 휴면에서 나온 직후인 4월에서 크
기가 가장 크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대전의 이끼도롱뇽 개체군은 환경적 변화가 큰 시기가 끝난 이
후 번식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며 9-4월에 걸쳐서 번식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 대상지 내 9-10월에서 배에 알을 가진
암컷이 많이 발견된 점이 이 추측에 대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끼도롱뇽이 속한 미주도롱뇽과(Plethodontidae) 중에서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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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시기가 9-4월(가을-봄)인 종들(Desmognathus spp., Eurycea

longicauda, Hemidactylium scutatum, Speleomantes strianatii,
Spelerpinae spp.)이 보고된 바 있다(Bruce 2005; Sessions et al.
2008; Siegel et al. 2014; Sparreboom 2014; Wake 2017; Park et

al. 2019).
본 연구의 대상종인 산림성 유미목 양서류와 같이 분포 범위가
넓은 종들은 단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같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양서류 개체군들
은 크고 작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구 2019). 따라서 종의
개체군 변화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 대상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과 서식지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정보가 요인으로써 포함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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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tDNA 분석에
의한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다양성

1. 서론
유전적 구조 및 다양성 연구는 유전자에 대한 크고 작은 범위의 분
화, 단절, 고립, 분화, 흐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Avise 1994;
Feist et al. 2017; Osborne et al. 2019) 유전자의 취약성에 대한 판
단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Mills 2007; Balkenhol and Waits
2009) 종의 보전과 관리에 주로 활용되어왔다(Hoban et al. 2013;
Frankham et al. 2017). 특히 아종이나 집단을 구분하고 진화적 유
의

단위(evolutionary

significant

unit,

ESU)

및 관리 단위

(evolutionary management unit, EMU) 등의 보전 단위를 설정하
는데 기여해왔다(Moritz 1994; Palsbøll et al. 2007). 서식지 변화
등으로 인한 유미목 양서류 개체군 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경관이
나 분산, 고립, 파편화 등과 연관된 유전학적 연구들이 과거부터 현
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Noël et al. 2007; Wang et al.
2009; Peterman et al. 2015; Feist et al. 2017; Osborne et al.
2019).
미주도롱뇽과(Plethodontidae)는 유미목 양서류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종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류군 내
종 간 유전적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Wiens et al. 2006;
Kozak et al. 2009; Zhang and Wake 2009; Vieites et al. 2011;
Shen et al. 2016; Wake 2017). 이러한 추세는 현재 아시아 유일의
미주도롱뇽과이자 한국고유종인 이끼도롱뇽도 마찬가지이다(Min et

al. 2005; Vieites et al. 2007; Pyron and Wiens 2011; Vieites et
al. 2011; Shen et al. 2016). 이끼도롱뇽의 발견으로 인해 미주도롱
뇽과의 진화와 생물지리학적 정보의 확대가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도 많은 것들이 불분명한 실정이다(Wake, 2013, 2017).
그동안 이끼도롱뇽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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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8; 주 2010; 문과 박 2016; Sever et al. 2016; Song et
al. 2017; Borzée et al. 2019; Lee 2019), 번식이나 기타 생태적인
부분, 집단 유전적인 특성 및 형태학적 연구 등 대부분의 특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대한민국 내에서 분포는 제한되어 있으나
서식지의 지리적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밝혀졌는데(Borzée et

al. 2019) 이를 통해 집단 유전적 구조에 대한 논리적 추측이 기대
되었다. 과거 연구에서는 미주도롱뇽과의 도롱뇽들이 작은 지리적
범위 내에서도 mitochondtrial DNA와 nuclear DNA 모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Moritz et al. 1992; Verrell and Tilley 1992;
Highton 1995; Tilley and Mahoney 1996; Tllley et al. 1996;
García-París et al. 2000).
Mitochondrial genome 내의 대표적인 DNA barcode 유전자인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CO1)과 Cytochrome b (Cyt b)
는 이러한 연구에서 집단 유전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자주 사용해
왔다(Tobe et al. 2010). 특히 CO1과 Cyt b는 척추동물에 대한 계
통진화적인 정보 확보와 종의 분류학적 구분(CO1: Hebert et al.
2003; Jeon et al. 2012; Xia et al. 2012; Nakagawa et al. 2016,
Cyt b: Kocher et al. 1989; Moritz et al., 1992; Bradley and Baker
2001; Honda et al., 2019)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 개체군 수준의
구조(Su et al. 2015; Herman and Bouzat 2016; Suk et al. 2018;
Khoshnamvand et al. 2019) 뿐만 아니라, 서열 변화가 빠르다는
점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진화 단계(Brown et al. 1979)를 설명할
때에도 주로 활용된다. 본 연구와 같이 genome 데이터가 부재하여
primer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CO1과 Cyt b와 같이 그동안 수
집되어 생성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1)

CO1과

Cyt

b,

concatenated 유전자 (CO1 + Cyt b)를 이용한 이끼도롱뇽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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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다양성, 2) haplotype networks와 phylogenetic trees를 이용한
이끼도롱뇽 개체군의 집단유전학적 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었
으며 이를 통해 이끼도롱뇽이 한반도에 서식하기 시작한 이후, 진화
에 의한 집단 유전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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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및 시료 채취
이끼도롱뇽 조직의 시료 채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
동안 이뤄졌다. 채취 범위는 공주(GJ), 대전(DJ), 보은(BE), 제천
(JC), 평창(PC), 정선(JS), 삼척(SC), 진안(JA), 정읍(JE), 합천
(HC), 광양(GY) 등의 행정구역이었으며 해당 지점들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범위(강
원도: 고성, 평창, 정선, 삼척; 충청북도: 제천, 단양, 충주, 음성, 괴
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충청남도: 공주, 논산, 금산;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정읍, 순창; 전라남도: 광양; 경상
북도: 울진, 상주, 김천; 경상남도: 거창, 합천) 전반이 포함된다
(Figure 5-1). 조직 시료는 조사 중 발견된 개체의 꼬리 끝의 일부
를 잘라서 확보했으며 DNA 추출 전까지 70% 에탄올에 보관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총 11개 행정구역 내의 105개체였으
며(Table 5-1) 이끼도롱뇽 연구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시
료 확보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수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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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Observed sites (filled circles) and DNA Sampling sites (numbered circles) of Karsenia koreana from 2018 to 2019 i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Table 5-1)

Location

Gongju
Daejeon
Boeun
Jecheon
Pyeongchang
Jeongseon
Samcheock
Jinan
Jeongeup
Gwangyang
Hapcheon

Number

1
2
3
4
5
6
7
8
9
10
11
Total

GJ
DJ
BE
JC
PC
JS
SC
JA
JE
GY
H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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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
9
10
9
9
11
9
6
9
10
11
8
101

Sample size
Cyt b
9
10
8
9
9
10
6
9
10
10
9
99

Concatenated genes
9
10
8
9
9
9
6
9
10
9
7
95

Table 5-1. Specific information about total sample number of individuals of Karsenia koreana among each locality from 2018 to 2019 in the Republic
of Korea

2.2. 연구 세부 방법
(1) 전 처리
70% 에탄올에 보관된 시료의 DNA 추출을 위해 DNeasy
Blood and Tissue Kit (Qiagen)를 제조사가 제공한 추출 절차에 따
라 사용하였다. 각 DNA 시료의 양과 질을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로 확인하였다. 성공적으로 추출된
DNA 시료들을 10-20 ng/μL로 균일하게 희석하고 -20℃에 보관
하였다.
2종류의 barcode 유전자 정보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2개의

primers

세트를

개발하였다(Table

5-2).

KkCO1_F6 , KkCO1_R7 primer 세트는 이끼도롱뇽 유전자 중 CO1
(1,551bp)의 완전한 서열의 증폭을 위해, KtRNA_25F, KkCytb_R7
primer 세트는 Cyt b (1,116bp, 해당 종의 Cyt b 총 서열이
1,141bp임을 참조, Park et al. 2019)의 거의 완전한 서열의 증폭을
위해

사용하였다.

2개의

유전자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위해 총 용량 30 μL에 1 X
Ex Taq buffer, 2 mм MgCl2, 0.2 mм dNTP mixture, 1 μL의 10
μм forward 및 reverse primer, Ex Taq polymerase (Takara) 1
U, 주형 DNA 1 μL를 넣고 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Gradient (TaKaRa)를 이용하였다. CO1를 위한 PCR 반응 조건은
94℃에서 5분 간 최초 변성(initial denaturing) 후, 94℃에서 45초
동안

변성(denaturing),

60℃에서

1분

동안

primer의

결합

(annealing), 72℃에서 3분 동안 신장(extension) 등이며 35회의
반복 주기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72℃에서 10분 동안 최종 신장
(final extension)을 진행하였다. Cyt b를 위한 PCR 반응 조건은
94℃에서 5분 간 최초 변성(initial denaturing) 후, 94℃에서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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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변성(denaturing),

60℃에서

1분

동안

primer의

결합

(annealing), 65℃에서 5분 동안 신장(extension) 등이며 35회의
반복 주기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역시 72℃에서 10분 동안 최종 신
장(final extension)을 진행하였다. 인접 부위의 poly A와 T에 의한
이차구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Cyt b의 신장 단계에서 더 낮은 온
도와 긴 시간을 설정하였다(Su et al. 1996). 각 CO1과 Cyt b의 증
폭된 PCR 산물은 염기서열 분석 전문 업체인 Macrogen (서울, 대
한민국)과 Cosmo Genetech (서울, 대한민국)에 의뢰한 후 각 개체
의 염기서열 정보를 얻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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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Direction

Forward
Reverse
Forward
Reverse

Name

KtRNA_25F
KkCytb_R7
KkCO1_F6
KkCO1_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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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 CTT TGA CCT GAA AAA TCA GTG TT
AAA CCA ATG TTT TTC TAA ACT ACA GTG
CTT GAC CTT TAT TTC CGG GGC
TAA GGG GGT GAC AGA TTG GC

Sequence

Table 5-2. Developed two novel sets of primers of Karsenia koreana from 2018 to 2019 in the Republic of Korea

Cytochrome b
Cytochrome b
Cytochrome c Oxidase 1
Cytochrome c Oxidase 1

Target Gene

(2) 유전적 다양성 및 개체군 분화
확보된

서열

정보는

Geneious

Prime®

2019.1.3

(https://www.geneious.c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다중 서열의 정렬은 MEGA-X (Kumar et al.
2018) 프로그램 내 Clustal-W (Thompson et al. 1994) method 의
기본 세팅값을 통해 수행하였다. 시료들 사이에서 공백이 있거나
모호한 서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Haplotype diversity (Hd), nucleotide diversity (π) (Nei
1987), CO1, Cyt b, Cyt b + CO1 의 concatenated 유전자들과
관련한

전체

시료들과

각

개체군의

sequence

diversity

(k,

nucleotide 차이의 평균수, Tajima 1983)를 DnaSP 5.10.01
(Librado and Rozas 2009)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추후
분석을 위해 각 유전자의 고유한 haplotype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개체군

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nucleotide

차이의

평균수인

DXY

집단
(집단

간의

평균

pairwise

간

평균

pairwise

nucleotide 차이의 총 개수 / 총 서열 수, Nei 1987)를 이용하여
개체군

간의

분화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수행하였다.
이끼도롱뇽의 개체군 별 유전적 구조 차이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Arlequin (ver. 3.5.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Kimura-2Parameter를 적용한 Distance matrix로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AMOVA, Excoffier et al. 1992)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순열검증은 1000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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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수 분석
이끼도롱뇽의 haplotype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전자의
haplotype networks를 NETWORK 5.0.1.1 (http://www.fluxusengineering.com)(Bandelt et al. 1999) 프로그램의 MedianJoining approach를 이용하여 분석 및 도식화하였다. 구성에 있어서
각 집단은 다른 색상으로 지정하였다.
계통수 작성을 위해 선행 연구에서 이끼도롱뇽의 근연종으로 추
정된(Vieites et al. 2007, 2011; Wake 2012) Hydromantes brunus
(GenBank

accession

No.

AY728234.1)를

참조종(outgroup

species)으로 설정하였다. 각 CO1, Cyt b, CO1 + Cyt b에 대한
substitution

model

selections과

parameter

estimation은

jModeltest 2.1.10 (Darriba et al. 2012; Guindon and Gascuel
2003)을 이용하였다. PAUP 4.0a (Swofford 2002)과 MrBayes
3.2.6 (Ronquist and Huelsenbeck 2003) 프로그램 내 각각 최대우
도(maximum likelihood: ML)및 베이지안 추정(bayesian inference:
BI)을 이용하여 2종류의 계통수(phylogenetic tree)를 작성하였다.
ML tree 분석에서는 CO1에 TIM2 + G (Posada 2003), Cyt b
에 TIM3 + I (Posada 2003), CO1 + Cyt b에 TPM2uf + I + G
(Kimura

1981)를

사용하였으며

아카이케

정보(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값을 적용하였다. ML phylogenetic
tree를 heuristic search로 재구성하였고, full heuristic search을 통
한 1000회 반복의 bootstrap resampling으로 생성된 계통수 분기
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BI tree 분석에서는 CO1에 GTR + G (Tavaré 1986), Cyt b에
Hasegawa Kishino Yano model (HKY) + G (Hasegawa et al.
1985), CO1 + Cyt b에 HKY + G를 사용하였으며 베이지안 추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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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bayesian inference criterion, BIC) 값을 적용하였다. BI
phylogenetic

tree를

재구성하기

위해

두

개의

독립적인

Metropolitan Coupled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절차
로 1천만 세대를 발생시켰으며 초기 50만 세대의 burn-in period
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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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군 분화
추정 및 유도된 유전적 다양성 지수와 설명 지수에 대한 정보는
Table 5-3, 5-4, 5-5와 같다. CO1, Cyt b, CO1 + Cyt b 순서로
32, 28, 44개의 haplotype과 26, 21, 40개의 private haplotype이
각각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높은 haplotype diversity가 확인되었
지만(Hd=0.88-0.95) nucleotide diversity는 낮게 나타났다(π
=0.00857-0.01305).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전자와 관계없이
private haplotype 대 총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Np / N와 pH / H)는
정선-평창-삼척의 개체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광양-합
천-정읍-제천의 개체군은 배타적으로 그들의 고유한 haplotype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끼도롱뇽의

지역별

유전적

구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AM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 간 유전 구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이끼도롱뇽의 유전변이 차이는 CO1
이 80.42%, Cyt b가 88.69%, Concatenated genes이 84.10%로
나타났다. 집단 내 이끼도롱뇽의 유전변이 차이는 CO1이 4.91%,
Cyt b가 3.49%, Concatenated genes이 5.39%로 나타났다.
Concatenated genes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84.10%) 집단 구성은
보은+삼척+평창+정선, 제천, 공주+대전, 진안, 정읍, 합천, 광양이
었다. 백두대간 인접 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의 집단 간 유전
구조는 공주 및 대전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했을 때와 간주하지
않았을 때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수계에 따른 집단
간(삼척, 평창+정선+제천, 보은+광주+대전+진안, 합천, 정읍, 광
양) 유전 구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낮은(65.47%)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5-6, Figur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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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의 분화는 광양, 합천, 정읍 순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
며 보은-진안, 강원도 개체군(정선-평창-삼척) 간, 일부 공주 개
체군과 강원도 개체군 및 공주-대전-보은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개체군 간은 대부분 유의적으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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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GJ
DJ
BE
JE
JA
JC
HC
JS
PC
SC
GY
Total

N
9
10
9
10
9
9
8
9
11
6
11
101

Np
9
10
0
10
4
9
8
3
1
2
11
67

H
3
3
2
5
4
3
1
4
2
3
2
32
3
3
0
5
3
3
1
3
1
2
2
26

pH

149

Np / N
100%
100%
0%
100%
44%
100%
100%
33%
9%
33%
100%
66%

/H
100%
100%
0%
100%
75%
100%
100%
75%
50%
67%
100%
81%

pH

Hd
0.667
0.378
0.389
0.756
0.694
0.417
0.000
0.583
0.182
0.600
0.182
0.912

π
0.00258
0.00039
0.00100
0.00092
0.00054
0.00039
0.00000
0.00043
0.00012
0.00133
0.00012
0.00857

k
4.000
0.600
1.556
1.422
0.833
0.611
0.000
0.667
0.182
2.067
0.182
13.29

Table 5-3. Estimated genetic diversity and several derived descriptive indices of Karsenia koreana about CO1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Location
GJ
DJ
BE
JE
JA
JC
HC
JS
PC
SC
GY
Total

N
9
10
8
10
9
9
9
10
9
6
10
99

Np
2
7
7
10
9
9
9
0
1
0
10
64

H
3
5
2
1
3
4
3
1
2
1
3
28
1
4
1
1
3
4
3
0
1
0
3
21

pH

150

Np / N
22%
70%
88%
100%
100%
100%
100%
0%
11%
0%
100%
65%

/H
33%
80%
50%
100%
100%
100%
100%
0%
50%
0%
100%
75%

pH

Hd
0.667
0.800
0.250
0.000
0.417
0.778
0.417
0.000
0.222
0.000
0.644
0.880

π
0.00209
0.00137
0.00045
0.00000
0.0006
0.0009
0.0008
0.0000
0.0002
0.0000
0.00066
0.01305

k
2.333
1.533
0.500
0.000
0.667
1.000
0.889
0.000
0.222
0.000
0.733
14.569

Table 5-4. Estimated genetic diversity and several derived descriptive indices of Karsenia koreana about Cyt b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Location
GJ
DJ
BE
JE
JA
JC
HC
JS
PC
SC
GY
Total

N
9
10
8
10
9
9
7
9
9
6
9
95

Np
9
10
7
10
9
9
7
3
2
2
9
77

H
3
6
2
5
6
6
2
4
3
3
4
44
3
6
1
5
6
6
2
3
2
2
4
40

pH

151

Np / N
100%
100%
88%
100%
100%
100%
100%
33%
22%
33%
100%
81%

/H
100%
100%
50%
100%
100%
100%
100%
75%
67%
67%
100%
91%

pH

Hd
0.667
0.844
0.250
0.756
0.889
0.889
0.286
0.583
0.417
0.600
0.750
0.947

π
0.00237
0.00080
0.00056
0.00053
0.00056
0.00060
0.00011
0.00025
0.00017
0.00077
0.00037
0.00998

k
6.333
2.133
1.500
1.422
1.500
1.611
0.286
0.667
0.444
2.067
1.000
26.606

Table 5-5. Estimated genetic diversity and several derived descriptive indices of Karsenia koreana about Concatenated genes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Concatenated genes
(SC, PC+JS+JC, JE, HC,
BE+GJ+DJ+JA, GY)

Concatenated genes
(GJ, DJ+PC, SC, JS, BE, JC,
JA, HC, JE, GY)

Concatenated genes
(GJ+DJ+PC, SC, JS, BE, JC,
JA, HC, JE, GY)

Concatenated genes
(BE+SC+PC+JS, JC, GJ+DJ,
JA, JE, HC, GY)

Cyt b
(BE+SC+PC+JS, JC, GJ+DJ,
JA, JE, HC, GY)

CO1
(BE+SC+PC+JS, JC, GJ+DJ,
JA, JE, HC, GY)

Gene

0.82753

46.865
654.226
45.069
32.464
1139.025
60.413
73.639
115.294
1084.144
73.639
84.409
1115.029
73.639
958.588
218.400
73.496

90
4
6
88
6
4
84
2
8
84
1
9
84
5
5
84

152

0.52072
9.37836

101.930

7

0.87495

4.76200

0.87665
10.68933

14.40304

0.87665
-1.67837

15.98242

0.87665
-5.79603

1.70960

0.36890
13.67442

1.55387

8.52283

525.459

3

Among groups
Among populations
within groups
Within populations
Among groups
Among populations
within groups
Within populations
Among groups
Among populations
within groups
Within populations
Among groups
Among populations
within groups
Within populations
Among groups
Among populations
within groups
Within populations
Among groups
Among populations
within groups
Within populations

Variance components

Sum of squares

df

Source of variation

5.36*

29.17*

6.45*
65.47*

105.89*

7.92*
-12.34

144.47*

5.39*
-52.39

10.51*

3.49*
84.10*

7.83*

4.91*
88.69*

14.66*

80.42*

Percentage of variation

Table 5-6. Result of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of Karsenia koreana popu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p < 0.05)

GJ
DJ
BE
JE
JA
JC
HC
JS
PC
SC
GY

GJ
0.00375
0.00315
0.00784
0.00315
0.00709
0.00981
0.00437
0.00421
0.00486
0.02399

0.00347
0.00561
0.00345
0.00451
0.0078
0.00479
0.00464
0.00511
0.02140

DJ

0.00738
0.00086
0.00666
0.00996
0.00222
0.00206
0.00276
0.02341

BE

0.00738
0.00125
0.00812
0.0086
0.00844
0.00890
0.02172

JE

153

0.00666
0.00996
0.00308
0.00292
0.00362
0.02356

JA

0.00702
0.00788
0.00771
0.00820
0.02062

JC

0.01103
0.01102
0.01150
0.02257

HC

0.00027
0.00097
0.02412

JS

0.00081
0.02397

PC

0.02445

SC

-

GY

Table 5-7. Rearranged population divergence estimates (DXY) of Karsenia koreana about CO1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GJ
DJ
BE
JE
JA
JC
HC
JS
PC
SC
GY

GJ
0.00399
0.00276
0.01294
0.00966
0.00348
0.01603
0.00119
0.00129
0.00119
0.03848

0.00596
0.01335
0.01007
0.00668
0.01644
0.00439
0.00449
0.00439
0.03889

DJ

0.01411
0.01083
0.00229
0.0172
0.00157
0.00167
0.00157
0.03965

BE

0.00388
0.01483
0.01205
0.01254
0.01264
0.01254
0.034500

JE

154

0.01155
0.01055
0.00926
0.00936
0.00926
0.03440

JA

0.00179
0.00229
0.00239
0.00229
0.04037

JC

0.01563
0.01571
0.01563
0.04017

HC

0.00010
0.00000
0.03808

JS

0.00010
0.03818

PC

0.03808

SC

-

GY

Table 5-8. Rearranged population divergence estimates (DXY) of Karsenia koreana about Cyt b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GJ
DJ
BE
JE
JA
JC
HC
JS
PC
SC
GY

GJ
0.00385
0.00292
0.00997
0.00587
0.00558
0.01230
0.00304
0.00300
0.00333
0.03004

0.00443
0.00885
0.00622
0.00542
0.011300
0.00462
0.00458
0.00481
0.0287

DJ

0.01012
0.00488
0.00476
0.012800
0.00209
0.00205
0.00241
0.03016

BE

0.00592
0.00693
0.00965
0.01025
0.01021
0.01042
0.02705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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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71
0.01009
0.00567
0.00562
0.00598
0.02808

JA

0.01147
0.00554
0.00549
0.00573
0.02887

JC

0.01284
0.01287
0.01311
0.02984

HC

0.00021
0.00056
0.02995

JS

0.00052
0.02991

PC

0.03014

SC

-

GY

Table 5-9. Rearranged population divergence estimates (DXY) of Karsenia koreana about Concatenated genes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3.2. 유전적 구조
각 유전자의 haplotype network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향
을 보였다(Figure 5–2).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창-정선-삼척-보은
내 대부분의 개체들은 하나의 주요 haplotype으로 그룹화 되었으며
공주 내 대부분의 개체들은 이 그룹에 섞이거나 근접하게 나타났다.
또한 광양-합천의 haplotype들은 다른 개체군과는 상대적으로 먼
집단으로써 그룹화 되었다(Figure 5–3).
각 유전자의 ML tree와 BI tree는 다소 일치하지 않았으며 BI
tree는 가지 사이에서 더 강한 계층 구조를 나타냈다(Figure 5–4,
5-5). 그러나 이러한 개체군 간의 불일치는 낮은 수준의 유전적 차
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체의 CO1과 Cyt b tree는 주요
branching node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support value를 갖기 때문에
진화적 해석을 위해 concatenated 유전자의 계통수를 주요 결과로
써 해석하였다. ML과 BI tree 모두 계층화에 있어서 위상적 불일치
가 발생했으나 동일한 8개의 그룹이 나타났다(보은-평창-정선-삼
척, 공주-보은, 제천, 공주-대전, 진안, 정읍, 합천, 광양). 집단들
은 전반적으로 지리적 위치에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
양의 집단은 일관되게 구별되었으며 합천과 정읍이 그 다음으로 구
분되었다. ML tree와 달리 BI tree에서는 첫 번째 분기에서 광양이
다른 집단과 분리되었다.
이끼도롱뇽은 산림 지역 및 산맥에 따라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으며 수계에 따라서는 개체군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전적 거리를 고려했을 때 다른 개체군과 가장 차이가 났던 광
양 개체군은 가장 남쪽에 위치하였다(Figur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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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Haplotype networks (a: CO1, b: Cyt b) of Karsenia koreana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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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Haplotype networks (Concatenated genes, CO1 + Cyt b) of Karsenia koreana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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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Maximum likelihood trees of Karsenia koreana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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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Bayesian inference trees of Karsenia koreana in the Republic of Korea (abbreviation information: see T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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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Population distributions of Karsenia koreana by (a) mountainous areas and (b) watersheds in the Republic of Korea (circled number
information: see Table 5-1)

4. 고찰
이끼도롱뇽의 haplotype diversity (Hd)는 0.9 정도로 나타나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도롱뇽류의 개체군 수준 내에
서는 이러한 양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Lu et al. 2012; Aoki et al.
2013; Reilly and Wake 2015; Kuchta et al. 2016; Pan et al. 2019).
반면

nucleotide

diversity

(π)는

다른

미주도롱뇽과의

종들

(Batrachoseps spp., Plethodon spp., Pseudoeurycea spp.)이나
(Martínez-Solano and Lawson 2009; Parra-Olea et al. 2012;
Kuchta et al. 2016, 2018; Sunny et al. 2019) 유럽의 도롱뇽 종들
(Batrachuperus

spp.,

Hydromantes

spp.,

Hynobius

spp.,

Pachyhynobius shangchengensis, Salamandrella keyserlingii)에
비해서(Malyarchuk et al. 2010; Baek et al. 2011; Chiari et al.
2012; Lu et al. 2012; Pan et al. 2019) 낮게 측정되었다. Sequence
diversity

(κ)는

유럽에

서식하는

다른

미주도롱뇽류

및

Hydromantes속의 종들과 같은 길이의 cyt b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Chiari et al. 2012). 변이가 적은 private haplotype
diversity로 보아, 이끼도롱뇽은 집단 간 제한된 유전자 흐름을 보
이며(May et al. 2011), 비교적 최근에 분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Alexandrino et al. 2002; Miller et al. 2005; Wagner et al.
2005). 이끼도롱뇽의 조상이 북아메리카에서 약 6천 5백만년 전
베링육교(Bering

Landbridge)를

통해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

(Vieites et al. 2007; Shen et al. 2016), 광범위한 집단에 걸쳐 임
의교배집단을 형성하며 충분한 유전자 흐름과 낮은 수준의 유전적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Tallmon et al. 2000). 이는 이끼도롱
뇽의 분화가 디딤돌(stepping-stone) 가설(Kozak et al. 2006;
Shepard and Burbrink 2008)보다는 비교적 최근 조상 개체군의 파
편화(Shepard and Burbrink 2009)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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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집단 간 차이가 2-4%에 불과하기 때문
에 각 집단들이 아종 수준으로 나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Sites

et al. 2004; Reilly et al. 2013; Reilly and Wake 2015; Thesing et
al. 2016; Bryson et al. 2018). 개체군 간 이주가 제한될 경우 유전
적 분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출된 계통수(ML tree, BI tree)에 따르면 각 분기군은 지역에
따라 나뉘어져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격리나 지역적인 적응 진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최북단 개체군(평창, 정선, 삼척
등의 강원도 개체군)은 전체 개체군 중에서 특히 낮은 private
haplotypes 비율을 보였다. 강원도 개체군들과 보은 개체군도 하나
로 그룹화 되었다. 보은 개체군은 공주와 대전 개체군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주와 대전 개체군 역시 강원도 개체
군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아 보은 개체군은 공주-대전 개체군
과 평창-정선-삼척 등 강원도 개체군 사이에서 분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private haplotype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끼도롱뇽이 최초로 발견된 대전의 개체군(Min et al.
2005)은 공주 개체군과 함께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의 개체군 간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개체군 중에서 광양 개체군은 합천 개체군과 연계되어 가
장 두드러지는 유전적 분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양과 합천
개체군은 다른 개체군과 비교하여 낮거나 중간 수준의 diversity 값
(Hd: 0.286-0.750, π: 0.00011-0.00037)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개체군들의 분화 지수(0.00965-0.03016)는 나머지 개체군들보다
(0.00021-0.01311) 훨씬 높아서 상당한 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백두대간에 접하는 지역의 개체군과 백두대간에 접하지
않지만 인접한 지역의 개체군 간 유전적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백두대간에 접하지 않는 지점이라도 산림 지역으로써
연관되어 있으면 개체군이 분포하며 유전적 교류가 있는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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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고도를 비롯한 기타 요인으로 야기된 환경 및 생활사의 차
이, 제한적인 분산 등은 도롱뇽의 유전적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Tllley et al. 1996; García-París et al.
2000; Giordano et al. 2007; Savage et al. 2010) 향후 관련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끼도롱뇽의 분포 예상 지역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이끼도롱뇽은 haplotype을 기준으로 총 8개의 집단
으로 구분되었다. 광양 집단을 제외하고 제천, 공주-대전, 공주-보
은, 평창-삼척-정선-보은, 진안, 정읍, 합천이 각 집단으로 그룹화
되었다. 그러나 광양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은 실질적으로 유
전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 이끼도롱뇽의
개체군이 비교적 최근 분화되었으며 광양 집단의 분화가 다른 집단
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화의 차이는 지리적
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며 개체군들 중 가장 두드러진 광양은 이끼
도롱뇽의 분포에 있어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그 다음으로 차이를
보이는 합천 역시 광양에서 북동쪽 가장자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끼도롱뇽은 백두대간을 따라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체군은 다양한 인위적 및 자연적 환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연결
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맥은 종의 유전
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어 2001)
해당 지역의 개체군에 대한 향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CO1과 Cyt b를 이용한 이끼도롱뇽 개체군의 계통진
화적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끼도롱뇽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전국 단위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끼도롱뇽의
계통학적 진화에 대한 정보가 일부 밝혀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1) microsatellite 데이터의 활용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분석, 2) 더 많은 유전자 및 게놈 단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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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3) 형태 및 생태학적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이끼도롱뇽의 게놈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으나 최
근 본 종의 미토콘드리아 게놈 구조가 밝혀진 바 있다(Park et al.
2019). 만약 핵 게놈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이끼도롱뇽의 진화
에 대해 더욱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고성과 같은 통
제된 지역의 개체군 정보를 포함하여 더 많은 유전적 정보를 확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개발과 기후변화 등은 도롱뇽류와 같은 취약한 종의 생
존에 장기간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Lee and Miller-Rushing 2014;
Borzée et al. 2019). 따라서 서식지 보호를 비롯한 경관 규모의 생
태적 보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끼도롱뇽은 현재 국제자연보전
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적색 목록(red list)의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등급에 속해 있으나(IUCN SSC Amphibian Specialist Group
2019, 2019) 출현 범위와 집단의 개체수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국가
적색목록의 등급은 취약(vulnerable, VU)으로 평가되었다(국립생물
자원관 2011). 또한 국내 이끼도롱뇽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
성이 대두되어 대전광역시에서는 2014년 깃대종(flagship species),
충청남도에서는 2017년 야생생물 보호종, 환경부에서는 2018년 멸
종위기야생동물 등급 중 관찰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
구 결과, 전반적인 유전적 다양성이 상당히 낮으며 개체군 간 유전
자의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체군 모니터링, 생
태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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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종합 고찰 및 결론

1. 종합 고찰
양서류는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Sinsch
1990; Stebbins and Cohen 1995; Nowakowski et al. 2017), 교란
에 의한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Wyman 1990), 서식지 파괴, 기
후변화, 오염물질, 침임외래종 등의 원인으로 개체군의 감소 속도가
매우 두드러지는 추세이다(Houlahan et al. 2000; Stuart et al. 2004;
Billeter et al. 2008; 이와 박 2016).
양서류 분류군 중 한 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유미목은 서식지 내
에서 고차 소비자이자 최상위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등 생태계의
중간 위치를 담당하며(Blaustein et al. 1994; Welsh and Ollivier
1998) 에너지의 조절 및 순환에 크게 기여한다(Wells 2007;
Anderson and Johnson 2018).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미목 양서류
는

서식지

관리와

보전을

위한

지표종으로써

이용되어

왔다

(deMaynadier and Hunter 1995). 국내의 유미목 양서류는 다수의
종이 산림에 서식하기 때문에(국립환경과학원 2011) 해당 분류군
에 대한 생태(Ousterhout et al. 2015; Mott and Sparling 2016;
Wise and Jaeger 2016; Atkinson et al. 2017) 및 유전학적
(Crawford et al. 2016; McKee et al. 2017)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생태 및 유전학적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양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산림 생태계의 보전이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산림 지역에서 서식하는 유미목 양서류 중에
서 도롱뇽,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이끼도롱뇽을 대상종으로 선정하여
서식지 적합성 모형의 도출을 통한 선호 환경 요인을 확인하고, 안
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선호 먹이자원과 생태학적 지위 및
먹이이용 분할을 파악하며, 개체군 풍부도의 변화와 형태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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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mtDNA를 이용한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유미목 양서류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식지 적합성 모형을 도출하였다. 해당 모형은 대전 산림 지역 내
102개씩 2년에 걸친 총 204개의 조사지점 내에서 유미목 양서류의
출현-비출현 정보와 환경구조의 정보와의 관계를 통해 도출되었다.
그 결과 도롱뇽의 출현은 다양한 식생 피도량과 수목잔존물, 기질의
비율, 토양 pH, 낙엽층 깊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국꼬리치레도롱뇽은 중층 식생 피도량, 기질의 비율, 토양 pH, 수계
유형, 수온, 용존산소량, 수계폭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끼
도롱뇽은 수목잔존물, 다양한 기질의 비율, 토양 pH, 낙엽층 깊이,
수계폭이 유의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식생 피도량은 태양광을 막
고 습한 환경을 조성해주며(Herbeck and Larsen 1999; Hyde and
Simons 2001) 낙엽층과 토양 습도에도 영향을 미친다(Geiger
1971; Childs and Flint 1987; Chen et al. 1993; Dupuis et al. 1995;
Grover 1998; Skelly et al. 1999; Werner and Glennemeir 1999).
수목잔존물과 암석, 기질, 낙엽층은 유미목 양서류에게 은신처와 먹
이 공급의 기능을 제공한다(Grover 1998; Costa et al. 2016a;
Rossell et al. 2018). 토양 pH는 유미목 양서류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며(Wyman and Hawksley-Lescault 1987; Hames et al. 2002;
Anderson and Johnson 2018) 수계에 대한 요인들은 일부 수 생태
계에 의존적인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의 생활사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Kuzmin 1995; Park 2005; 이와 박 2016). 선호하는 요인의
장려, 선호하지 않는 요인의 제거 등 이러한 환경 요인을 기반으로
한 관리를 통해 유미목 양서류 종의 보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목 양서류의 먹이자원 이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전 산림 지역 내 유미목 양서류가 중첩적으로 서식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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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목 양서류와 먹이자원에 대해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유미목 양서류 종 간으로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 영
양 단계가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윤 외 1996) 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끼도롱뇽은 나머지
두 종의 유미목 양서류보다 더 광범위한 먹이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전 산림 지역의 유미목 양서류들은 복
족강, 지네강, 곤충강(개미류)를 우선적으로 먹이로써 선호하는 경
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지 내 유미목 양서류들은 먹이자
원을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이용하다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
국꼬리치레도롱뇽은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영양
단계의 먹이를 이용하고 이끼도롱뇽은 다른 도롱뇽에 비해 다양한
먹이를 먹음으로써 먹이자원 이용의 중복을 피하고 먹이자원 분할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Arribas et al. 2015).
유미목 양서류의 시기에 따른 개체군 풍부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 내 산림 지역에서 월 별로 조사구간을 선정하여 종 별
출현 개체수를 조사하고 기후적 요인을 확보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서식지 별, 월 별 형태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형태적 요인과 서식지, 형태적 요인과 월 별 변화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연구 대상지 내 도롱뇽은 기온,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강수량 및 일사량이 풍부도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번식 시기와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Park 2005;
Poyakov et al. 2012; 이 외 2011; 이와 박 2016). 이끼도롱뇽은
기상 요인에 따른 풍부도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도롱뇽과 한
국꼬리치레도롱뇽은 장태산 지역에서 사는 개체들의 형태적 특성이
다른 지역에 대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끼도롱뇽은 빈계산 지역
에서 사는 개체들의 형태적 특성이 다른 지역에 대해 다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유미목 양서류 개체군의 형태적 특징과 서식지
내 환경 구조와의 관계 대한 연구를 통해 더 심층적인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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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 별 형태적 특성의 변화는 번식의
시기와 관련이 깊게 나타났으며 번식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급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Yartsev and Kuranova 2015). 이를 기반으로
대전의 이끼도롱뇽 번식기는 9-4월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적 정보가 부족한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끼도롱뇽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내 서식
지 중에서 집단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11개의 행정구역 내 DNA
시료를 채취하고 mtDNA의 서열 정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끼
도롱뇽의 유전적 다양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Alexandrino et

al. 2002; Miller et al. 2005; Wagner et al. 2005; May et al. 2011).
Haplotype 기준으로 강원도 개체군(평창, 정선, 삼척)과 보은 개체
군, 보은 일부 개체군과 공주 개체군, 공주 개체군과 대전 개체군이
그룹화되었으며 이 그룹에 모두 포함되는 보은 개체군은 충청도-강
원도 개체군의 분화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천, 진안, 정읍, 합천, 광양 개체군이 각각 그룹화되었다. 다른 집
단과 비교했을 때 광양 개체군의 분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나머지 개체군들은 서로 비슷하여 광양 개체군을 제외하고 다
른 개체군들은 유전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끼도롱
뇽은 유전적 다양성과 집단의 구조를 감안할 때 현재의 취약한 현
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산림 지역 및 서식지 형태를 대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범위한 시간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고도나 위도, 식생 조성
이나 경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서식지
와 먹이자원의 종 조성 변화 등에 대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아우르
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시기와
서식지 형태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태계 내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잘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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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유미목 양서류를 대상으로 그 동안 부족했던 기초 생태
학 및 유전학적 정보를 밝혀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식지 적합성 모
형이나 안정성 동위원소와 같은 최신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양
서·파충류 연구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유미목
양서류 기반의 산림 내 서식지 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밀하고 구체적
인 향후 관련 연구들을 통해 누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불이나 산
림 시업과 같은 외부적 자극으로 바뀐 환경이 유미목 양서류의 서
식지, 먹이자원 등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고 지역 내 유전적
정보를 토대로 보전의 단위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하는 공간에 따라 보전할 종에 대한 우
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으며 풍부도를 증진시킬 수 있거나 선호하는
요인들을 권장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내 다양성 증진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수행된 네 가지 연구는 독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개체군 풍부
도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인은 서식지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를 통해 종 조성이 영향을 받아 먹이 이용 전략이 새로이 수립되
며 서식지의 구조가 유전적인 특성에 깊게 관여하기도 하는 등 서
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유미목 양서류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보전 및 관리방
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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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국내의 대전을 비롯한 산림 생태계에 서식하는 유미목 양서류
3종에 대한 생태적, 유전적 특성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유미목 양서류의 출현에 영향을 주는 선호 서식 요인은 습한 환
경을 조성하고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생 피도량, 은신
처와 먹이 공급의 역할을 하는 수목잔존물과 암석의 피도, 기질
의 비율 및 낙엽층의 깊이, 생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pH, 호흡과 생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수 환경 요인(수계유형,
수온, 용존산소량, 수계폭) 등으로 나타났다.

2. 산림 생태계에 서식하는 유미목 양서류의 영양 단계는 한국꼬리
치레도롱뇽이 가장 높고 다른 두 종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먹이이용 폭은 이끼도롱뇽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롱뇽
과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은 복족강을 선호하였으며 이끼도롱뇽은
곤충강(개미류)을 선호하였다.

3. 도롱뇽 개체군 풍부도는 기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꼬리치레도롱뇽 개체군 풍부도는 강수량, 일사량에 영향을
받았다. 이끼도롱뇽 개체군 풍부도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미목 양서류들의 형태적 특성은 번식기와 환
경적 변화가 큰 시기에 크게 변화하였다.

4. 이끼도롱뇽의 유전적 다양성은 nucleotide diversity (π)가
0.00857-0.01305, haplotype diversity (Hd)가 0.88-0.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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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서식하는

집단은

haplotype 기준으로 평창-정선-삼척-보은, 보은-공주, 공주대전, 제천, 진안, 정읍, 합천, 광양 등 8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양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유전적 거리는 가까운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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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bitat characteristics of three salamanders
(Caudata: Amphibia) in forests and
genetic diversity of Karsenia koreana
Jung, Ji-hwa
Program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mphibian populations are rapidly declining due to diverse threats to their
stimulus-sensitive characteristics. Salamanders (order Caudata) may play an
intermediate role in trophic levels an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cosystem
services and energy flow. In the Republic of Korea, salamander species mainly
inhabit forests; therefore, research about this taxon can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Korean forest ecosystem.
This study had four aims: to understand the preferred environmental
variables of three salamander species (Hynobius leechii, Onychodactylus
koreanus, Karsenia koreana) using habitat suitability models, to document the
use of prey resources in terms of the ecological niche and niche partition, to
describe temporal changes in population abundances and the salamander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 determine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Karsenia koreana using mtDNA. For the ecological studies, 17 transects,
including 102 survey plots, were selected and monitored at five forested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hile genetic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1
localities in Korea includ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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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inhabitation of the three salamander species in
forested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ere as follows. The occurrence
of H. leechii was related to a variety of vegetation coverage, coarse woody
debris (diameter: 5-10 cm), the ratio of substrates (diameter: 4-64 mm), soil pH,
and leaf litter depth. The preferred habitat of O. koreanus was related to
vegetation coverage of the midstory, the ratio of substrates (diameter: 4-64 mm),
soil pH, type of water, water temperature, dissolved oxygen, and width of water
body. The occupancy of K. koreana was related to coarse woody debris
(diameter: 5-10 cm), variety of ratio of substrates, soil pH, leaf litter depth, and
width of water body. Generally, dense vegetation coverage created a humid
environment and affected soil environments. Coarse woody debris, ratio of
substrates, and leaf litter depth seemed to provide shelters and feeding areas.
Soil pH possibly caused physiologically unfavorable conditions to some
salamander species, and water environmental factors (type of water, water
temperature, dissolved oxygen, and width of water body) might influence the
respiration and survival strategies of the salamanders.
In the forested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trophic level—
estimated by stable isotope analysis of tissues—was highest in O. koreanus,
while H. leechii and K. koreana had similar but lower levels. K. koreana had a
wider range of niche width than the other two species. Salamander species in
forested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seemed to avoid niche overlaps
and to exhibit niche partitions by using prey of different trophic levels and
niches.
Meteor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temporal changes in population
abundances were temperature for H. leechii and precipitation and solar
radiation quantity for O. koreanus. On the other hand, the population
abundances of K. koreana was not clearly related to meteorological factors.
This is probably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breeding season by species and
environmental changes by periods.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lamanders, which dramatically changed during their breeding seasons, appear
to be closely related to their breeding phenology. Based on thi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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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reeding season of K. koreana, previously unknown,
is from September to April.
Measurements of the genetic diversity of K. koreana based on mtDNA
(CO1 and Cyt b) found that nucleotide diversity (π) ranged from 0.00857 to
0.01305 and haplotype diversity (Hd) ranged from 0.88 to 0.95. The populations
from Gangwon Province (Pyeongchang, Jeongseon, Samcheok) and Boeun
were clustered in one group, although some of the Boeun population was
clustered with the Gongju and Daejeon population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Boeun population was a hub or bridge of divergence between the
populations in Chungcheong and Gangwon Provinces. The Jecheon, Jinan,
Jeongeup, Hapcheon, and Gwangyang populations were grouped with each
other. Notably, the Gwangyang population had the highest degree of
differentiation. Overall, K. koreana populations in Korea differentiated
relatively recently, and the Gwangyang population differed significantly from
other popu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ferred habitat factors, diet use, and
population abundances of three salamander species in forested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described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K. koreana in
Korea. This study provides basic knowledge for future research that will
contribute to the sound habitat management of Korean forests focusing on the
salamander species. The ecological and genetic information gather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in many ways: predict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hanges on the habitats and prey items of salamanders, identifying conservation
units, establishing management intensities, improving monitoring protocols
such as the timing of surveys, developing conservation plans, and increasing
the diversity of salamanders in Korean forest ecosystems.

Keywords: Caudata, genetic diversity, habitat suitability model, population
abundance, stable 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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