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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ovement and home range of the Mongolian racerunner, Eremias argus in Taeanhaean National 

Park, we conducted a capture-recapture study between May 2008 to June 2009. We captured 164 individuals and recaptured 28 
individuals. The moved distance of E. argus during the study period was 20.9 ± 52.1 m (male 44.8 ± 110.2 m, female 14.1 ± 12.3 
m), and the home range of four lizards were estimated as 4 m2, 7 m2, 34 m2 and 84m2 (31.5 ± 37.8 m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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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구증가로 인해 토지이용률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결과적

으로 인간과 공유하는 파충류의 서식지가 감소되고

사라지고 있다 (Pough et al. 2004). 최근 들어 파충

류 서식지 보호 노력에 의해 파충류가 증가되고 있

으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파충류의 이동 거리, 

서식지 이용, 세력권 같은 생태 정보를 파악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연구를 위해

대형 도마뱀의 경우 무선추적법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Neilson et al. 2006; Schorr and

Lambert 2006), 소형 도마뱀에서는 체중에 따른

발신기 무게의 한계성 때문에 무선추적법을 이용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도마뱀류는 열대 지역에

서부터 온대지역까지 넓게 분포하여 약 3,000여종

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Goin et al. 1978),

  

카멜레온과 (Family Chamaeleontidae), 도마뱀부치과

(Family Gekkonidae), 도마뱀과 (Family Scincidae),

장지뱀과 (Family Lacertidae)를 포함하여 많은 과

(Family)로 구성되어 있다 (강과 윤 1975). 이중

장지뱀과는 약 25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rris et al. 1998).  

또한, 국내에 서식하는 장지뱀과의 장지뱀은 총

3종으로,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아무르

장지뱀 (T. amurensis), 표범장지뱀 (Eremais ar-

gus)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 등,

2006), 이중 표범장지뱀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범장지뱀은 충청 남도에

위치한 태안해안의 모래사구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 2005), 낙동강 사구지대, 설악산, 지리

산을 비롯하여 서울시 인근지역에서도 소수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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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자연보전협회 2001, 송 2007). 

그러나 최근 들어 표범장지뱀의 분포지역은 점점 축 

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서식하는 표범장지뱀의 연구는 

강과 윤 (1975), 환경처 (1991), 심과 이 (2002), 장 

등 (2006), 송 (2007) 등에 의한 분포연구, 정과 송 

(2009)에 의한 먹이원분석 및 김 (2010)에 의한 생 

태특성 및 증식기술개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이동거리, 행동권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대에 서식하는 표범 

장지뱀을 대상으로 이동거리 및 행동권을 파악하여, 

향후 멸종위기 Ⅱ급인 표범장지뱀의 보전전략을 수 

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개황 

본 연구 대상지인 바람아래해수욕장 내 할미섬 

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포함되어있으며, 행정구 역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곡리 (N 36° 24′, E 126°  

22′)에 위치하고 있다 (Fig. 1).  

 

 

Fig. 1. A satellite image showing the study site of Balamarae-Halmi Islet belt 
in Taeanhaean National Park.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1.8°C, 연평균 강수 

량은 1,232 mm로 나타났으며, 6월과 9월 월평균 강수 

량은 100 mm이상, 월 평균기온은 1, 2월에 영하로 

내려간다. 이 지역의 식물상은 갯그령 (Elymus mollis), 

갯쇠보리 (Ischaemum anthephoroides) 갯잔디 (Zo- 

ysia sinica), 갯완두 (Lathyrus japonicus),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갯질경 (Limonium tetragonum), 

갯메꽃 (Calystegia soldanella), 갯씀바귀 (Ixeris re- 

pens), 통보리사초 (Carex kobomugi), 좀보리사초 

(Carex pumila) 등 10 분류군과 외래식물인 소리 

쟁이 (Rumex crispus), 달맞이꽃 (Oenothera odorata), 

실망초 (Erigeron bonariensis) 등의 3 분류군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뻘과 모래가 혼합된 입지에는 

비짜루 (Asparagus schoberioides), 해홍나물 (Sua- 

eda maritima), 비쑥 (Artemisia scoparia)이 식재 

하여있고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갈퀴덩굴 (Ga- 

lium spurium), 꼭두서니 (Rubia akane), 개여뀌 (Per- 

sicaria longiseta), 도깨비바늘 (Bidens bipinnata), 

왕고들빼기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주름조 

개풀 (Oplismenus undulatifolius), 닭의장풀 (Com- 

melina communis) 등이 곰솔군락 (Pinus thunbergii) 

내부와 주변부에 분포하고 있다.  
 

2. 이동거리 및 행동권 

표범장지뱀의 이동거리 및 행동권분석을 위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월 6월까지 조사를 실시 

하였다. 대부분 주간에 활동하는 개체를 직접 채집 

하였으며, 발가락 절단법 (Toe clipping method)을 

이용하여 개체별로 번호를 부여한 후, 다시 방사하 

는 포획-재포획 (Capture-recapture method) 방 

법을 이용하였다 (Halliday 1996). 이 방법은 날카 

로운 가위나 절단기로 개체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발가락의 일부를 잘라내어 개체에 특정번호를 부여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번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체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nkle 1967; Me- 

dica et al. 1971). 또한 절단부위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상처부위에 연고를 도말한 후 방사하였으며, 

절단된 발가락은 10% 중성포르말린에 보관하여 향후 

표범장지뱀의 연령분석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현장에서 표범장지뱀이 포획되면 해당지점에 1 m 

높이의 번호가 표시된 막대기 (Pole)를 설치하고 휴 

대용 GPS (GPSmap 60CSx, Garmin)를 이용해 

발견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였다. 채집된 

개체는 현장에서 반음경 유무를 통해 암·수를 구분 

하였고, 체장, 두장, 두폭, 꼬리길이, 팔길이, 다리길이 

를 Digital caliper를 이용하여 0.1 mm 단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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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and home range of Eremais argus 

Table 1. The moved distance and home range of Eremias argus during the study period in Taeanhaean National Park 

No. Sex 
Capture 

Date 

(1st) 

Recapture 

Date 

(2nd) 

Recapture 

Date 

(3rd) 

Moved 

distance 

(m) 

Home 

range 

(m2) 

 

No. Sex 
Capture

Date 

(1st) 

Recapture 

Date 

(2nd) 

Recapture 

Date 

(3rd) 

Moved 

Distance

(m) 

Home 

range 

(m2) 

8 M 08.06.03 08.09.18  20   39 F 08.06.03 08.07.10 08.09.18 11, 16, 19 84 

10 F 08.06.03 08.07.10 08.09.18 8, 14, 22 4  41 F 08.07.10 08.09.17  6  

12 M 08.06.03 08.09.19  4   43 F 08.07.10 08.09.17  0  

14 F 08.06.03 08.07.10  6   46 F 08.07.10 08.09.17 09.06.11 3, 9, 14 7 

15 F 08.06.03 08.07.10  8   47 F 08.07.10 09.06.11  37  

18 M 08.06.03 08.07.10  13   71 F 08.09.17 08.09.18  37  

20 M 08.06.03 08.07.10  0   84 F 08.09.17 09.06.11  11  

25 F 08.06.03 08.07.10  5   97 M 08.09.17 09.06.11  0  

28 F 08.06.03 08.07.10  8   99 M 08.09.17 09.06.11  0  

29 F 08.06.03 08.07.10  4   100 F 08.09.17 08.09.19  6  

30 M 08.06.03 08.09.19  317   103 F 08.09.17 09.06.11  8  

31 F 08.06.03 08.09.18  8   104 F 08.09.17 08.09.19  8  

32 F 08.06.03 08.07.10  4   133 F 08.09.18 08.09.19  49  

34 F 08.06.03 08.07.10 09.06.11 12, 22, 39 34  136 M 08.09.18 09.06.11  4  

 

측정한 후, 각 개체가 포획된 위치에 다시 방사하였다.  
 

3. 자료분석 

표범장지뱀의 이동거리는 발견된 지점별로 거리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행동권 분석은 MCP (Mini- 

mum Convex Polygon method)법을 이용하여 면 

적을 계산하였다 (Anderson 1982; Worton 1989). 

MCP 분석을 위해 Arcview GIS 3.2, Animal Move- 

ment Analysis Extension software를 이용하였다 

(Hooge and Eichenlaub 1997). 성별과 개체크기에 

따른 이동거리의 차이는 Kruskal-Wallis test로 분석 

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2.0)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08년 5월부터 2009월 6월까지 총 16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 중 재 포획된 개체는 암컷 20마리, 

수컷 8마리였으며, 재 포획률은 17.1%로 나타났다. 

이는 Rutherford and Gregory (2003)의 연구에서 

25-27%의 재포획률 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포획  

 

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포획했다는 점에서 다른 

도마뱀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재포획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포획률이 높은 이유는 연구에 

이용한 대부분의 표범장지뱀이 개방형 서식지에서 

서식하여 쉽게 조사자에게 관찰되고, 번식기의 암컷은 

몸 속에 알을 가지고 있어 몸무게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재 

포획된 28마리의 평균 이동거리는 20.9 ± 52.1 m 

(n=28, 범위: 0-317)로 나타났으며, 최소 0 m에서 

최대 317 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컷은 

평균 44.8 ± 110.2 m (n = 8, 범위: 0 - 317), 암컷은 

평균 14.1 ± 12.3 m (n = 20, 범위: 0 - 49)를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 서식 

하는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의 경우도 일반 

적으로 50 m내외의 이동거리를 갖는 것과 일치한다 

(Personal observation).  

이번 조사에서 암·수간의 이동거리에서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Kruskal-Wallis test, 

P > 0.05), 보통 도마뱀류의 수컷은 수컷간의 경쟁 및 

번식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암컷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urner et al. 1969).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번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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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포획된 수컷 개체 수 (n = 8)가 적었던 점과 수컷 

개체간의 이동거리 편차가 심하다는 점 (0 - 317 m)을 

고려한다면 암·수 간의 이동거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3회 이상 재 포획된 암컷 4마리를 대상 

으로 MCP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각각 4 m2, 7 

m2, 34 m2, 84 m2의 행동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 31.5 ± 37.8 m2의 행동권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1).   

종합해 보면 표범장지뱀은 다른 도마뱀류와 비 

슷하게 평균 50 m 내외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최대 이동거리는 300 m이상, 그리고 행동권 

은 84 m2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멸종위기 Ⅱ 

급인 표범장지뱀 보호방안에서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서 최소 300 m 이상, 최소 84 m2 이상 

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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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적요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서식하는 표범장지뱀 (Ere- 

mias argus)의 이동거리와 행동권을 분석하기 위하 

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164마리를 

대상으로 포획 후 재 방사하였다. 그 결과 28마리를 

재포획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평균 20.9 ± 52.1 m

를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컷은 평균 44.8 

± 110.2 m, 암컷은 평균 14.1 ± 12.3 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권분석에서 총 4마리가 3회 

이상 포획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4 m2, 7 m2, 34 m2, 

84 m2의 범위에서 서식하고, 평균 31.5 ± 37.8 m2의 

행동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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