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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importance of beta-diversity which is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speci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has become emphasized. However, given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species distribution and the accumulation of large amounts of data in the Republic of

Korea(ROK), research on the spatialization of beta-diversity using them is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ized Dissimilarity Modeling(GDM) to ROK,

which can predict and map the similarity of compositional turnover (beta-diversity) based on

environmental variables. A brief overview of the statistical description on using GDM was presented,

and a model was fitted using the flora distribution data(410,621points) from the National Ecosystem

Survey and various environmental spatial data including climate, soil, topography, and land cover.

Procedures and appropriated spatial units required to improv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ere

presen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eographical distance, temperature annual range, summer

temperature, winter precipitation, and soil factors affect the dissimilarity of the vegetation community

composi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predicting the similarity of vegetation composition across the

nation, and classifying them into 20 and 100 zones, the similarity was high mainly in the central 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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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and tends to decrease toward the mountainous areas, southern coastal regions, and island

including Jeju island, which means the composition of the vegetation community is unique and beta

diversity is high.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number of common species between zones

decreased as the geographic distance between zones increased. It classifi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lant community composition in a quantitative and objective way, but additional research and

verification are needed for practical application.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community-level

biodiversity modeling in the ROK will be conducted more actively based on this study.

Key Words : Vegetation community, Compositional turnover, Dissimilarity, Biodiversity spatialization,

Classification

I. 서 론

기후변화, 서식처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하는 생물 종들이 늘어남에 따

라 생물다양성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McVittie & Faccioli 2020; Choi et al.

2021). 생물다양성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서는 생물다양성의 분포 패턴과 영향 요인 및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McMahon et al. 2001; Fitzpatrick et

al. 2008; Choi et al. 2017). 이와 관련하여 멸종

위기종의 분포변화와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등

제한된 공간의 종 풍부도·다양도를 측정하는 알

파 다양성에 초점을 둔 연구와 관리방안들이 제

시되었다(Guisan and Thuiller, 2005; Elith and

Leathwick, 2009; Guisan et al., 2017; Ryu et al.

2018). 하지만 점차 알파 다양성뿐 아니라 환경

적 변화에 따른 종 조성의 변화율, 즉 베타 다양

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Tuomisto 2010a,

b; Anderson et al. 2011; Matthew et al. 2011).

베타 다양성은 지점 간 구성적 비유사성

(pairwise dissimilarity)을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지점 간 비유사성은 각 지점

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 차이와 연관성이 깊어,

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리 개입 효과 등을 정량적·과학적으

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Socolar

et al. 2016). 이에 따라 베타 다양성을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손실량의 정량화(Karp et al. 2012;

Di Marco et al. 2019), 보호지역의 배치(Gering

et al. 2003; Wiersma & Urban 2005), 외래종 침

입(Powell et al. 2013) 및 야생동물 친화적인 경

관설계(Gabiriel et al. 2006; Clough et al. 2007;

Edwards et al. 2014) 등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

행된 바 있다. 국내의 베타 다양성 연구로는 청

계천의 어류 군집 특성 분석(Kim et al. 2019),

강원도 계방산 식물 군집 특성 분석(Chun et al.

2019), 농업·산림생태계 유형별 대형나방 군집

다양성 분석(Lee & Choi 2021) 등이 수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일부 지역의 특성 파악을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다. Park et al.(2020)의 연구에

서는 보호지역 간 유사성 지수를 통해 상보성의

개념으로 보호지역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물 종 조사가 체

계적으로 수행되고, 많은 양의 자료가 축적된

것에 비해 이를 활용한 베타다양성의 공간화 연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 차원의 공간화된 정보는 생물 다양성 관

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생물 종 관

련 공간화 연구는 개별 생물 종 분포변화를 모

의하거나(Kim et al. 2012; Park et al. 2019; Yoo

et al. 2020), 생물 종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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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인을 바탕으로 생물지리구를 구분(Shin &

Kim 1996; Kim 2004; Lee et al. 2005; Choi et

al. 2017; Choi et al. 2018; Jung & Cho 2020)하

는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개별 종 분포 기반 연구의 경우, 미발견 종

이나 서식 정보가 부족한 분류군 혹은 조사 정

보가 부족한 종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역 전

반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존재한다(Fitzpatrick et al. 2011). 또한,

식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생물지리구역(식물

상 지역, 생태구역 등) 구분의 경우, 특정 생물

종의 분포나, 작성 편의성, 전문가 견해를 기반

으로 한 구분이 주로 이루어져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Jung & Cho 2020). 최근에는

축적된 생물 종 정보와 환경 공간정보 및 처리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Choi

et al. 2018; Jung & Cho 2020), 생물 다양성 관

리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가 제

공될 필요성이 있다.

여러베타다양성을모의하는방법론중호주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온 generalized

dissimilarity model(GDM)이 있다. GDM은 많은

수의 종 자료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고

구성적 변화(compositional turnover)의 공간적 패

턴 추정이 가능한 모형이다. GDM이 개발된 이후

(Ferrier, 2002; Ferrier et al., 2004, 2007), 다양한

분류군, 육상·해양 생태계, 지역·대륙·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지며 그 유용성을

입증받았다(Allnutt et al. 2008; Leathwick et al.

2010; Di Marco et al. 2019; Hoskins et al. 2020).

특히, GDM은 현황 파악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 예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생물다양

성관리시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우리나

라를 대상으로 Choi et al.(2021, 2022)이 GDM을

활용하여산림관리에따른식생다양성변화연구

를 수행한 바 있으나,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구동

시 한계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생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DM의 구동원리

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식물 종 자료 및

환경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GDM의 국내적용 가

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모형 구축 시 필요한

데이터 가공 및 군집화를 위한 적정 공간 단위

를 파악하고, 시범모형 구축을 통해 국내 식생

군집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을 분석하였다. 또한, 식생 군집의 유사성 지도

화 및 군집화를 통해 GDM의 유용성을 파악하

고,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론

1. Generalized Dissimilarity Model(GDM)

본 연구에서는 GDM 관련 선행연구(Ferrier et

al. 2004, 2007; Mokany et al. 2022)를 고찰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GDM 구동의 기본 원리를

요약하였다. GDM은 지역 간 환경적차이를 기반

으로 생물학적 차이를 모의하는 통계 모형이다.

지점 간 생물학적 차이를 생물학적 비유사성

(ecological dissimilarity)으로 정의하며, 이는 분

류학적, 계통학적, 유전적, 기능적 다양성 등 모든

수준에서 도출할 수 있다. GDM은 일정 정도까지

환경적 차이(거리)가 증가할수록생물학적 구성의

차이가증가한다는 것을전제로환경변수들로 ‘예

측된 생물학적 거리(predicted ecological distance)’

와생물학적비유사성간관계함수를구성한다(식

1). 즉, 종속변수(dij)는 지역간생물학적차이이며,

독립변수(xp)는 두 지역 간 기온, 지형 등 환경적

차이로모형이구성된다. 이때, 환경변수들은단조

증가 형태를 나타내는 I-spline 함수를 통해 각각

변형되어 환경적 거리로 치환되고, 지점(i와 j) 간

차이의 절댓값을 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거리

를 예측한다(식 2). mp는 구간별 활용하는 I-spline

함수의 개수를 의미하며, 기본값으로 3개를 적용

한다. 이러한환경변수별생물적종구성과의관계

함수는종구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환경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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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식 2)

GDM의 종속변수는 두 집합 간 차이를 나타

내는 Sorenson index, Bray-Curtis index 등 0-1

사이 값을 가지는 어떤 비유사성 지표로도 모의

할 수 있다. 비유사성 도출 시에는 동일한 방식

(조사 면적, 기간 등)의 조사를 통해 조사 지점

간 비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출현자료만을 활용

해서도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 GDM의 환경변

수는 종 조사를 시행한 지점의 환경정보를 이용

하거나, 격자 형태의 환경변수를 활용할 수 있

다. 종 조사 지점의 환경 측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간 비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며, 격

자 형태의 환경변수의 경우, 조사되지 않은 지

점의 예측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비유

사성 분포 패턴·생물다양성의 공간적 차이를 예

측하고 보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 소프트웨어인 R의 ‘gdm’

package를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Fitzpat-

rick et al. 2021).

2. GDM의 적용

1) 자료가공 및 모형적합(Model fitting) 

모형 구동 시 가장 중요한 입력자료는 신뢰성

높은 생물종 조사자료이다. 일반적으로표준화된

형태의군집조사자료가모형구동에가장적합하

나, 넓은지역을대상으로충분한수의조사자료가

구축된경우가많지않다(Amano et al., 2016). 이에

따라 종의 출현 좌표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동

시, 생물종이관찰되지않은지점은비출현지점으

로간주하여지점간군집구성의차이를모의한다.

우리나라의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의경우, 전국

의 방대한 식물 목록 및 위치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조사지침상조사지역내에생육하는모든

야생 관속식물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높고, 군집구성을 추정하기

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16,154개의 위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제3차

조사자료(2006~2013)와 194,467개의 제4차(2014

~2018) 전국자연환경조사 식물상 자료를 통합하

여총 410,621개의식물종 위치 자료를 활용하였

다. 두 시기의 조사자료를 융합하면서 식물 종별

종 코드를 부여하고, 환경변수와 동일한 좌표계

(Korean central belt 2010)로 변환하였다. 지점 간

유사성은식물종의 풍부도를반영할 수있는 Bray

-Curtis 지수를 활용하였다(Park et al. 2020).

GDM은지역간생물군집의비유사성을측정해

야 하므로 개별 관측자료가 군집화되는 공간적

단위설정이필요하다. 공간적단위에따라종합되

는관측자료의범위가달라져군집구성이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공간 단위의 설정이 모형 적합

시중요한부분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1km

격자, 1:25,000 도엽 및 1:50,000 도엽 단위로 공간

적범위를확장하며모형적합을시도하였다. 1km

격자 단위를 모형에 반영 시, 각 조사자료의 원

조사지점 자체의 위치좌표를반영한결과와 1km

격자 내 종 자료들을 하나의지점(point)으로 융합

하여위치정보를해당격자의중심점으로변형하

여 적용한 결과를 각각 구축하여 비교하였다. 또

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시 전국을 산줄기,

하천분포, 지역 크기 등을 고려하여 구분해놓은

217개의 소권역과소권역을조사 면적에따라 4-7

개로나누어구분한 794개평가단위자료도활용하

였다(Figure 1).

거시적인 측면에서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생물기후변수를 기

반으로 1차 구동한 GDM 결과로 변형된

(transformed) 환경변수들로 군집화한 자료로 모

형적합을시도하였다. 군집화시에는 ISODATA

(the 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를 적용하였으며, 전국을 가장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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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ational ecosystem survey data(3rd, 4th) and various spatial units applied for clustering

할 수 있는 8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Supplemantary Figure 1). 각공간적단위를반영하

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 deviance explained,

R-square)을비교하여가장 설명력이 높은모형을

적합한공간단위로간주하여최종모형을구축하

였다.

모형 적합 시, 군집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종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격자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최소 종 수를 임계값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반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측지점별

종 풍부도를 각 조사 지점의 가중치로 적용하였

다. 적합한 공간 단위 설정 시에는 설명변수로

생물기후변수만을 적용하였으며, 최종 공간 단

위가 선정된 후, 환경변수들을 다양화하여 최종

모형을 구축하였다.

2) 환경변수의 선정

GDM을 이용한 분류군별 군집 분포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변수로는 기후, 지형, 토지피복

도, 토양, 두 지점 간 지리적 거리를 활용하였다

(Supplementary table 1). 기후변수로는 기상청

에서 제공하는 2000~2019년 MK-PRISM ver

2.1 격자(1km)의 월 평균 기온·강수량자료를 바

탕으로 19가지 생물기후변수(bio 1~19)를 생성

하여 활용하였다. 지형 자료로는 고도, 경사, 향

자료를 활용하였다. 토지피복의 경우, 중분류 토

지피복도(2013)를 기반으로 한 범주형 변수 자

체와 GDM 모형이 연속형 변수에 더 적합하게

구축되는 모형임을 고려하여 비 산림지역으로

부터의 거리 변수와 산림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변수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입력변수로 적용

하였다. 토양자료의 경우, 심토토성, 유효토심,

배수등급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 변

수들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식생 구성에 대

한 영향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정확한 해석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지점 간의 거리는 식

생 종 분포 지점의 위경도 좌표를 기반으로

Euclidean distance를 통해 산정된다.

최적 변수 선정을 위해 후진 제거법을 적용하

고자 했으나, 모든 조사지점(site-pairs) 간 비유

사성을 계산하여 구축되는 GDM은 많은 시간과

높은 컴퓨터 연산능력이 필요하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Williams et al. 2010; Ferrier et al.

2012)에서는 I-spline 계수의 합과 설명력

(deviance explained)을 기준으로 환경변수를 선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변수 조합을 통해

모형을 적합하고,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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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해 환경변수를 선정하였다. 구축한 전

체 환경변수를 활용하여 적합하였을 때 가장 높

은 계수(summed coefficient)를 나타낸 기후변수

와 토양, 지형, 토지피복 변수와의 조합을 통해

총 6개의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중 설명력이 가

장 높고,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가

장 낮은 모형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모형에서 I-spline 함수 계수의 총합이 0 이상인

환경변수들만을 추출하여 각 환경변수가 식생

군집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변수들 간 상관성이 모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일반적인 회귀모형

의 경우, 예측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형 적합 시

독립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GDM의 경우 단순히 변수 간 상관성이 아닌 지

점 간 환경변수들의 차이의 상관성이 모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예측 변수 간

상관성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나(Mokany et al. 2022), 변수간

상관성이 모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규

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수

들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상관성이

0.7 이상인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대표

변수만을 선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상관성

분석을 통해 선정된 변수로 구축한 모형결과와

전체 변수를 모두 활용하여 구축한 모형결과를

비교하였다.

3. 식물군집 유사성 지도화(similarity map) 및

군집화(classification)

GDM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유지도

(biodiversity persistence) 변화, 서식처 손실 및

복원에 따른 영향 및 우선보호·복원 지역 도출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Allnutt et al. 2008;

Leathwick et al. 2010; Di Marco et al. 2019;

Hoskins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GDM 활용

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군집의

유사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군집화를

진행하였다. 군집화는 우선 보전지역 선정, 보호

전략 수립 등 보전계획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생태지역, 생물기후권역 등을 구분하는 목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기존 접근

과는 달리 GDM 기반 군집화는 예측된 생물학적

(비)유사성을 기반으로 권역화 수행하며, 이용

가능한 생물학적 자료가 환경변수 변형 시 가중

치로서 적용되므로, 실제 생물학적 패턴을 잘 반

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errier et al. 2007).

구축된 모형을 기반으로 각 환경변수를 spline

함수를 통해 변환 후, 식 1에 적용하여 각 격자가

다른 지역과 생물군집 구성이 유사한 정도를 정

량화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각 격자와 나머지 모

든 격자 간 생물학적 유사도를 측정한 후 평균값

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9만 개 이상

의 격자를 대상으로 모든 격자 쌍 간 비유사성

계산은 컴퓨터 연산능력의 한계로 수행이 어려

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0.5% 지역을 임의의 참조 격자로 선택하여 모든

격자와 참조 격자 간 유사성 평균으로 유사성 지

도(similarity map)를 구축하였다.

환경변수들을 기반으로 예측된 생태적 거리를

이용하여 권역을 분류하였다. 4000개의 샘플 격

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모든 격자와 샘플 격자 간

비유사성을 모의한 후, 계층적 군집분석인 ward

연결법을 통해 임의로 100개, 20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각 격자를 가장 유사한 권역

으로 배정하였다. 구분한 권역 간 유사도 정도를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권역 간 유사도가 높을수

록 유사한 색상으로 구분되도록 하여 전국의 식

생 군집 유형의 분포 패턴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군집화 공간단위에 따른 모형 결과 비교

다양한공간단위에서모형을구동한결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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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grid (original

coordinates)

1km

grid (transformed

coordinates)

1:25,000 1:50,000
Small survey

regions

Evaluation

Units

The 81

zones

%

deviance

explained

2.294 2.416 24.924 40.665 12.099 15.099 47.822

Table 1. Percentage deviance explained according to various spatial units

별 설명력(% deviance explained)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조사 지점 좌표를 1km 격자 단위로

군집화 시 각 조사 지점의 기존 좌표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2.294%를, 1km 격자의 중심점

을 대표점으로 생성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2.416%

로 나타났다. 대표점을 생성하였을 때가 기존 자

료를 그대로 활용할 때보다는 모형의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2% 수준은 모형이 군집

간비유사성을거의설명하지못하는것을의미한

다. 너무 상세한 격자 단위로 인해 개별 지점별

군집 구성이 모두 다르게 인식되어 비유사성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나 환경변수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25,000 도엽 단위를 적용한 경우에는

24.924%로 나타났으며, 1:50,000 도엽 단위를

적용한 경우에는 40.665%로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식생의 군집조성 패턴이

보다 거시적인 공간 범위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지점이 융합되는 공간적 범위를 조사 소권

역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12.09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오히려 소권역을 세분화한 평가단

위를 적용하였을 때는 15.099%로 3%의 증가했

다. 이는 권역 크기뿐 아니라 각 권역의 환경 특

성이 잘 구분될 때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사한 생물기후 환경을 81개 권역으로 군집

화하여 적용하였을 때는 설명력이 47.822%까지

상승하였다. 81개 권역의 평균적인 면적은 1,192

㎢로 도엽 단위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GDM을 다양한 지역·분류군

에 적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20～50%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Mokany et al.

2022)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모형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분포

하는 식생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을 때

군집 구성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이처럼 동일한 조사자료와 환경변수를

사용하였음에도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달라지므

로, 군집 구성의 적절한 공간적 범위 설정이 군

집 분포 모형에서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식생의 군집 구성은 환경적 요인 뿐 아

니라, 역사적 요인과 식물 간 경쟁 및 상호작용,

산불·산사태 등 인위적 교란 요인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Yun et

al. 2011), 단일 종 분포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측면이 존재한다. 낮은 설명력

에도 불구하고, 식물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

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

확한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하여 입력변수를 다양

화·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2. 식생군집구성에영향을미치는환경요인분석

19개의 생물기후변수로 모형을 구동하였을

때 최대 설명력은 위의 결과에서 언급했듯

47.8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모형에 다양

한 환경변수들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향상할 수

있는 변수 조합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 Table 2

와 같다. 기후변수에 토양변수 추가 시 48.64%,

지형변수 추가 시 48.346%로, 토양변수를 추가

한 경우에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기후, 토

양, 지형 변수를 모두 추가한 경우에는 48.475%

로 오히려 토양변수만을 추가했을 때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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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variables used for model-fitting % deviance explained

Climate factors 47.822

Climate, Soil factors 48.64

Climate, Topographic factors 48.346

Climate, Soil, Topographic factors 48.475

Climate, Soil, Artificial factors 48.64

Climate, Soil, Topographic, Artificial factors 48.475

Continuous variables (bio 1~19, altitude, aspect, slope, distance

from forest, and distance from Non-forest)
48.349

Selected climate variables (bio 3, 7, 8, 13, 14) accro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Soil factors
48.246

Table 2. Percentage deviance explained for each combina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variables

력이 낮아져 지형 변수가 모형 설명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 토양변수에 토지피복 변수를 추가한 결

과는 토양변수만을 반영했을 때와 동일한 설명

력을 나타냈다. 이는 토지피복 변수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후, 토양, 지형, 토지피

복 모든 변수를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한 경우에

는 기후와 지형변수를 반영한 결과와 동일하게

48.475%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지형변수는

악영향을, 토지피복 변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한 상기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기

후, 토양변수 모형과 기후, 토양, 토지피복 모형

의 경우, 적은 변수로 동일한 설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후, 토양변수 조합이 낮은 AIC를 나

타냈다. 이에 따라 기후, 토양 변수를 설명변수

로 활용한 모형을 최종모형(이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한 편, GDM은 근본적으로 연속형 변수에 적

합하게 비유사성을 모의하게 설계되었기 때문

에 명목형 변수를 제외하고, 연속형 변수만을

이용한 모형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은

48.623%로 작은 차이긴 하나 토양변수를 반영

하였을 때보다 설명력이 낮아졌다. 명목형 변수

는 비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양이 식생 군집

구성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고려하여 토양변

수를 반영한 모형을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 상관성 분석 결과(Supplemen-

tary Table 2), 상관성이 0.7 이상인 변수를 제외하

고, 19개의 기후변수 중 bio 3, bio 7, bio 8, bio

13, bio14를 대표변수로 선정하여 5개의 기후변수

와 3개의 토양변수로 모형을 구축하고, 최종모형

과비교하였다. 그결과, 설명력은 48.246%로전체

기후변수를 모두 적용했을 때보다 설명력이 감소

하였다. 하지만변수의수가적어져 AIC 값이전체

변수를 활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성 분석을 통해 기후변수를 선정하여 구

축된 모형의 변수별 기여도를 최종모형 결과와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계수 값은 변화되었

으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순서나 I-spline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상관성 분석

으로 제외한 변수들 외에 동일하게 적용한 기후

변수의 경우, 상관성이 높은 변수가 제거되면서

계수가 증가하였고, 상관성이 높은 변수가 포함

되지 않았던 토양변수는 계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각 변수별 I-spline의 형태와

모형 구동 결과로 도출된 유사성 지도도 약간의

수치적 변화만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동일한

공간패턴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상관성이 높

은 변수가 동시에 입력변수로 활용된 경우, 각

변수의 중요도가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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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model
Model constructed by the selec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Summed coefficient Variables Summed coefficient

Geographic 0.556 Geographic 0.56

bio 7 0.115 bio 7 0.132

bio 8 0.057 bio 8 0.102

bio 5 0.056 bio 5 excluded

bio 2 0.033 bio 2 excluded

bio 14 0.03 bio 14 0.058

bio 19 0.027 bio 19 excluded

DEEPSOIL 0.024 DEEPSOIL 0.023

bio 6 0.019 bio 6 excluded

bio 12 0.018 bio 12 excluded

SOILDRA 0.014 SOILDRA 0.018

bio 3 0.006 bio 3 0.027

VLDSOILDEP 0.003 VLDSOILDEP 0.003

Table 3. Comparison of summed coefficients of I-spline between model using all climate variables and model

constructed using variables sele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지만, 모형 결과에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

다. 한편, 상관성은 높지만 의미가 다른 두 변수

각각의 I-spline함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체 기후변수를 모두 활용한 최종모형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변수별 I-spline 함수 그래프는 최댓값이 클수

록 비유사성(베타다양성) 분포 패턴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기울기는 값이 클수

록 환경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비유사성이 빠르

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

한 모형은 위·경도 차이로 계산되는 지리적 거

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bio 7(연교차, 최난월 최고기온과

최한월 최저기온의 차)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점 간 거리가 멀고, 연교차의 차

이가 클수록 식생군집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

다는 것이다. 지리적 거리의 경우, 거리가 멀수

록 비유사성이 수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도에 따라 태

양 복사 에너지 양과 낮의 길이 차이로 인해 식

생분포가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한다(Cho et al.

2020). 반면, bio 7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점차

감소하다가 일정 지점 이후에는 0의 값으로 수

렴하는데, 이는 연교차의 차이가 비유사성을 증

가시키다가 약 35℃ 부근에서는 더 이상의 차

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교차

는 대륙성,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차이가 발

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성 기후가 나타

나는 남해 연안과 제주도 지역에서 내륙지역과

는 다른 식물상이 분포하며, 식물 다양성이 높

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Jung & Cho

2020).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bio 8(최습윤 분기의

평균기온)과 bio 5(최난월의 최고기온)는 비슷

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최습윤 분기와 최난월이 모두 여름

철이므로, 여름철 기온이 식생 군집 분포 패턴

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bio 8

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

면 bio 5의 경우에는 30℃ 이상에서 급격히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름철 평균

기온 증가할수록 비유사성은 점진적으로 증가

하지만, 최고기온은 30℃ 이상에서는 급격한 차

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

산·아고산 식생들은 여름철 고온에 민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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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DM spline functions for each predictor variable

2005; Lee & Kim 2007) 하기 때문에 식생 종

구성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산 아고산 식생들이 취약하

다는 선행 연구(Lee & Kim 2007; Kim & Lee

2013; Park et al. 2014; Koo et al. 2016)와 함께

앞으로 기온상승 시 식생 군집의 구성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수량의 경우, bio 14(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

량), bio 19(가장 추운 분기의 강수량)로 겨울철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종 구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건조한 한

달의 강수량의 경우,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수량이 많을수록 급격한 변화

를 나타내나, 겨울철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완

만한 기울기로 일정 강수 수준이 되면 영향이

적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연평균 강수량

인 bio 12의 경우 1,500mm 이전에 급격하게 증

가하다 일정해지는 형태를 나타내 연평균 강수

량은 적은 차이도 식생의 분포 패턴에는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물기후

변수 중 bio 2(평균 일교차), bio 6(최한월의 최

저기온), bio 12(연평균 강수량), bio 3(등온성)

도 크진 않지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인자 중에서는 심토토성, 배수등급, 유효

토심의 깊이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토양변수의 경우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

에 정량적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하

지만 토양요인들의 차이가 식생 군집 분포에 분

명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식물군집 유사성 지도화(similarity map) 및

군집화(classification)

격자별 유사성 정도의 평균을 정량화하여 도

출한 전국의 유사성 지도는 Figure 3a와 같다.

유사성은 0.48-0.73 값의 범위로, 평균 0.68의 유

사성을 나타냈다. 유사성은 1에 가까울수록 유

사한 종 조성을 나타내는 환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과는 구별

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종 구성으로 이루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치가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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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The predicted similarity of each location. Areas with lower average similarity to the region are more

unique. b) The distribution of bio 7(Temperature Annual Range)

베타다양성이 높고,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를 포함하

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유사성이 가장 높고 백

두대간 인접 산지와 해안, 도서 지역으로 갈수

록 유사성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동쪽 산지로 갈수록 아고산·고산 식생

이, 남부 해안의 경우 난대·아열대림이 분포하

므로, 산지와 해안지역은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지역과 식생 종 구성이 다른 특성을 반영

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내륙과 구분되는 독

특한 환경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 내에서의 상세한 구분에 따르면 한라산

정상부근과 서남쪽 해안 인근이 가장 독특한 식

생 군집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성 기후와 화산암으로 구성된 모재 등 다른

공간들과 구별되는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며, 제

주도 북부와 남부 차이의 경우, 농업 활동이나

도시화 정도 등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Jung & Cho 2020).

또한, 내륙지역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

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유사성

이 낮게 나타났다. 토지피복이 반영되지 않았음

에도 이러한 도시지역이 구분되는 이유는 모형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교

차(bio 7)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내륙지역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해양

지역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분포를 보인다

(Figure 3b).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 열섬현상

으로 인해 여름철 기온도 높은 편이지만, 겨울

철에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연교차 및 월간

기온 변동성이 적다(Suh et al. 2009). 이러한 기

후적 특성이 식생 군집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전지역 등 모든

도시의 유사성이 낮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간 거리가 기온 변수보다 유사성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 구성의 변화는 뚜렷한 경계선으로 구분

되지 않고, 추이대 지역을 거쳐 연속적으로 이

어지며, GDM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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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redicted ecological types divided into a) 100 classes and b) 20 classes. Classes that are more similar

have more similar colour. a1) and a2) enlarged the Baekdudaegan and Jirisan regions, respectively.

집 구성의 연속적인 변이를 측정·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조사나 관리 등

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권역화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생물군집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전국을 100개로 구분한 권

역도는 다음 Figure 4a와 같다. 권역별 색상은

권역 간 유사도가 높을수록 유사한 색상을 나타

내도록 설정하여 중부에서 남부로 내려갈수록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군

집된 권역의 경계를 살펴보면, 백두대간 산지에

서는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설정된 백두대간 보

호지역의 경계와 권역의 구분 경계가 유사하게

설정되었으며, 산지와 동해안 지역의 권역이 구

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a1). 또한, 지

리산 산지 지역이 주변 지역과는 구분되는 하나

의 권역으로 설정되었다(Figure 4a2).

세분된 권역을 20개의 권역으로 종합하면

Figure 4b와 같다. 동쪽 산지와 서쪽 평야지역,

남쪽 해안지역, 제주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구분된 권역별 차이의 검증을 위하여 20개의 권

역에 임의로 1~20의 번호를 부여한 후, 각 권역

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생물 종 수를 산출하였

다. 전반적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유사 권역과

는 공통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간 거리가 멀수록 공유하는 종의 수가 적게 나

타났다. 대표적으로 1번, 20번 권역과 다른 권역

간 공통 생물 종 수를 나타내면 다음 Figure 5와

같다.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기된 1번 권역

의 수치는 1번 권역 내 분포하는 전체 종의 수

를 의미하며, 나머지 번호와는 공통으로 분포하

는 종의 수를 나타낸다. 변동성은 있지만, 1번

권역과 지리적으로 먼 권역일수록 점차 공통종

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

번 권역도 마찬가지로 거리상 가장 인접한 남해

전라남도 지역의 16번 권역과 가장 높은 유사성

을 나타내며, 내륙으로 갈수록 공통으로 포함하

는 종 수가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권역은 조사된 모든 관속

식물의 분포와 개체 수를 활용하여 군집 구성이

유사한 지역을 모의한 후 상세한 해상도에서 분

류한 결과로, 기존 연구에서 기후자료를 기반으

로 한 권역 구분이나(Choi et al. 2017; Choi et

al. 2018), 생태지역(Shin & Kim 1996) 등과 직

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DM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샘플링을 통해 시범적으로 권역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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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number of common species between Zone 1(green) and 20(yellow) and other Zones.

개, 20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다른 지역

과 공유하는 식물종 수가 많은 지역보다는 공유

하는 식물종 수가 적은 지역(베타 다양성이 높

은 지역)이 독특한 환경으로 보전하는 것이 필

요하다. Park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이를 상

보성의 개념으로 보호지역을 평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을 전국 1km 격자 단위

로 설정하여 모든 다른 격자와의 유사성을 평가

한 것으로, 유사성이 낮게 도출된 지역이 보호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 보호지

역의 대표성 분석, 효과성이 높은 추가 보호지

역 제시 및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추가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베타 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축적된 생

물 종 자료와 고도화된 처리기술을 통한 공간화

연구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공간화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식생 군집 구성의 유사성(베타 다양성)을 환경

변수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지도화할 수 있는

GDM의 국내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수년간

축적된 방대한 양(410,621개의 식물상 출현자

료)의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와 상세한 환경 공

간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모형을 구축하

였다.

모형 구축 시, 생물 종의 위치 자료를 격자의

중심점으로 융합·가공하고, 군집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이 유사한 지역으로 권역화된

지역을 군집 구성의 단위로 활용하였을 때 모형

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변수들 간 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GDM의 변수별 중요도에 영향

을 미치나 전체 모형 결과에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모형 구동 결과, 지리적 거리와 연교

차, 여름철 기온, 겨울철 강수량 등 기후요인이

식생 군집 구성의 비유사성에 주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식생

군집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식생

군집의 유사성을 지도화하고, 20개, 100개 권역

으로 군집화한 결과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를

포함하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유사성이 높고,

백두대간 인접 산지와 해안, 도서 지역으로 갈

수록 유사성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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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주도는 내륙과 구분되는 독특한 식생 군집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공통으

로 포함하는 식물 종 수를 파악한 결과, 지리적

위치가 멀어질수록 공통종 수가 줄어드는 경향

성을 확인하여 각 권역이 식물 종 군집 구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식물군집 구성

의 공간적 분포를 구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

만, 샘플링을 통해 시범 적용한 것으로, 향후 샘

플 수 및 샘플링 위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를 통해 군집화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식물 종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권역별 환경 특성과 권역 내 분포하는

식물 종 및 군집 구성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GDM은 기후변화와 서

식처 손실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및 서식처

보호·복원 우선지역 도출 등 활발히 응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적

용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기반

으로 우리나라의 군집 단위 모델링 및 생물 다

양성 변화 예측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 생

물 다양성 유지·관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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