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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ed zone is a map that describes the areas where plant material can be transferred with little

risk for properly adapting to a new location. The seed zone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studies based

on genetic data and studies based on climatic data. Can b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temporary domestic seed zone applicable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evaluate its possibility

based on the US climate-based seed zone establishment methodology. The temporary seed zone was

constructed in the same way as the US case by superimposing the data obtained by dividing the winter

minimum temperature into 12 grades and the data obtained by dividing the annual heat: moisture index

into 6 grad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65 temporary seed zones were formed throughout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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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and the areas of the seed zones representing the smallest and largest areas were 3.0km
2

and

29,423.0km2, respectivel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an average size of about 5,064.9km2.

Temporary seed zones applied in Korea show a pattern of changes in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relatively horizontal forest zon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rea where the Baekdu-daegan eco-

logical axis is located has a tendency to show lower dryness than other areas. This study applied the

US climate-based seed zone methodology in Korea as a pilot, and confirmed the climatic similarity

across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provide an optimal seed map that improves

the success rate of restoration in the future by revising the seed zone grade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possibility of seed adaptation to the

field survey and environmental space.

Key Words : Provisional seed zone, Land cover map, Climate variables, Genetic variation, Adaptation

traits, Ecosystem

I. 서 론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 생태계에 대한 인간

의 영향이 증가하여 산림생태계가 훼손되고, 자

연 서식지가 악화되었다(Mijnsbrugge et al.,

2010). 산림생태계는 생물군집 및 비생물환경이

공존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복합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반드시 생

태계의 건강성이 유지되어야 할 장소이다. 산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인위적인 조림으로

숲을 재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용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묘목을 식

재하여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기존의 방식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인

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국내산림복원사업에서사용되는종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연간 약 56톤이 수입 되고있다(Park and Lee,

2017; 국립생태원, 2019). 외래종을 통한 산림생

태계 복원은 오히려 지역생태계 내 교란 및 자생

종 감소, 생태 복원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Keller et al., 1999), 산림생태계의 효과적인 생태

복원을 위해 외래종 및 자생 종자 이동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Campbell, 1991).

과거 수십 년간 조경 설계자, 산림 복원 전문

가 및 연구자들은 산림생태계 내 자생종 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자생종 복원 관련 연

구가 제안되었다(Mortlock, 2000). 대표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재조림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종

자 수집을 안내하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고

(Ying et al., 2006), 남아프리카에서는 외래종의

유입으로 토착종이 감소함에 따라 외래종의 서

식분포와 토착종의 잠재 분포 지역을 묘사하였

다(Bezeng et al., 2017). 미국에서는 공공토지에

대한 교란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복원종자

의 이동 지침 구역을 구축하였고(Doherty et al.,

2017), 국내에서는 지형 및 기후 환경이 주요 수

종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종의 잠재 분포를 예측하였다

(Choi et al., 2014). 이처럼 국내ㆍ외에서는 효율

적인 산림 복원을 위해 종자가 이동 가능한 분포

지역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정종자이동구

역(Seed transfer zon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잠정종자이동구역은 식물 재료가 새로운 위치

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위험이 거의 없이 이전될

수 있는 영역을 묘사한 지도로서, 종자구역 내

상대적으로 기후가 유사한 영역을 나타내고 종

자 이동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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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식물재료의 복원율과 지역 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Bower et al., 2014). 잠정종자이동

구역은 산림 복원지역에 적합한 종자를 판별하

는 방법으로 종의 유전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도

를 구축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있다(Mijnsbrugge

et al., 2010). 자생종에 대한 유전적 자료 취득이

어려울 경우, 강수량 및 기온 등 기후 환경 요인

기반 잠정종자이동구역을 일차적으로 구축하여

산림생태계 복원 시 종자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화된 임시 종자구역(Generalized provi-

sional seed zone)을 활용하고 있다(Youtie et al.,

2012). 1930년대 미국 산림청이 조림지 확보 및

복원을 실패한 것에 대응하여 기후, 지형(토양,

경사 등) 인자를 활용한 최초의 잠정종자이동구

역 연구가 제안된 이래로 개념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Bower et al., 2014).

미국은 기후 환경 요인을 고려한 잠정종자이

동구역 구축을 위해 월간 및 연간 강수량과 기

온을 이용하여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지역

(Ecoregion)을 구축한 연구(Bailey, 1983), 연평

균 기온 및 강수랑과 연간 열 : 수분지수를 이용

하여 Whitebark pine (Pinus albicaulis Engelm.)

종자의 이동 지침을 제안한 연구(Bower, 2008),

연간 강수량과 연간 최고 기온을 이용하여

mountain brome(Bromus carinatus Hook. &

Arn.) 종자 이동 지역을 제안한 연구(Johnson et

al., 2010), 겨울철 최저온도와 연간ㆍ성장기 강

수량 지수를 이용하여 미국 동부의 종자 수집

구역을 묘사한 연구(Pike et al., 2020) 등 식물

생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온과 수분, 생태

적 환경 등을 고려한 기후 관련 잠정종자이동구

역이 제안되어 미국 산림청(USFS) 등 정책적으

로도 해당 잠정종자이동구역이 활용되고 있다

(Schubert et al., 1973; Bower et al., 2014).

국내에서는 자생종자 분포 확인을 위해 왕벚

나무(Prunus yedoensis Matsumura)의 유전적

변이를 규명할 수 있는 RAPD(Relative Afferent

Pupillary Defect) 분석 연구(Kim, 1998), 자작나

무속과 서어나무속 분포 규명을 위한 종간 유연

관계 분석 연구(Chang, 2000; Jeon and Chang,

2000), 민들레류의 자생종과 귀화종 분포 실태

파악을 위한 RAPD 분석 연구(An et al., 2003),

자생종과 재배종 고본의 성분함량 비교를 위해

고 속 액 체 크 로 마 토 그 래 피 ( H P L C ,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석

을 진행한 연구(Lee, 2008) 등 대부분 종자 간

유전적 거리 차이에 기반을 둔 분포 특성에 관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환경 및 기후변화

에 따른 산림 분포의 변화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Lee et al.(2005)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지형, 식생, 작물, 가옥 분포를 통해 상세

기후 지역을 구분하였다. 나아가 산림생태계 회

복력 증진 방안 모색과(Byun et al., 2010),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식생분포 변화를 확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et al., 2011; Koo et al.,

2016; Choi et al., 2019). Choi et al. (2017) 연구

에서는 기후 환경에 적합한 생물 기후 변수에

대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기후가 동일한 권역

별로 환경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한 지역의 지형 및 기후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정량적으

로 적용 가능한 기후 권역 분석기법을 찾는 과

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한

지역에 한정되어 대상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

에 분석결과를 한반도 범위로 확장하여 광범위

하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국내 특성을

반영한 동일한 기후 지역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

이 되어, 식생이 생육하는데 동일한 기후 권역

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진행된 미국의

잠정종자이동구역 도입 배경과 연구 동향에 대

해 살펴보고, 미국의 기후 및 수분 기반 잠정종

자이동구역 구축 방법을 국내에 시범 적용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시범적으로 구축된

잠정종자이동구역이 국내 산림생태계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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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 위한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생태복원

및 정책 분야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국

내용 잠정종자이동구역 구축을 위한 밑거름으

로 활용되고자 한다.

II. 미국 잠정종자이동구역의 연구 동향

생태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과 인

위적 요인 간의 상호관계는 공간적으로나 시간

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특정한 토지 자원의

품질 관계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및 기타모델

이 불특정 영역에 적용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Omernik, 1987).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생태계와 그 구성요소를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적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기 위해 생태지역지도(Ecoregion map)를 구축

하였다(Olson et al,. 2001). 생태지역지도는 주

요 토지 이용등급 및 지표면 형태, 잠재적 자연

식생 및 토양지도를 활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이

는 향후 잠정종자이동구역 구축 연구에서 기후

적으로 유사하나 생태학적으로 다른 지역을 식

별할 때 지도의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Omernik et al., 2000).

잠정종자이동구역 경계에 대한 정확도 분석

은 첫째, 기후 조건을 고려하는 방법, 둘째,

Omernik level Ⅲ 생태지도와 기후 조건을 병합

하는 방법, 셋째, 유전적 분석을 기반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의 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전적 분석을 기반으로 경계를 나눈 잠

정종자이동구역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는 기후 기반 잠정종자이동구역 내에서 종

자 구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Omernik level

Ⅲ 생태지역을 중첩하여 경계를 설정한 잠정종

자이동구역의 정확도가 높았다(Bower et al.,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잠정종자

이동구역의 경계를 보다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

해서 크게 유전적 분석을 기반으로한 잠정종자

이동구역과 기후 및 환경 변수를 기반으로한 잠

정종자이동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판단된다.

1. 기후 기반 잠정종자이동구역

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초지 및 대초원과 같은 광대한 영역은

종자의 종류가 많고 적응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Vogel et al.,

2005). 기후 기반 잠정종자이동구역은 유전적

변이의 혼란이나 지역 적응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영역을 묘사한 지도로서 종자의 유

전적 근거가 불충분할 때 지형, 기후 및 환경 요

인이 종자의 서식 지역을 판별하는데 적합한 지

표임을 확인하였다(Miller et al., 2011). Bower

et al.(2014)는 겨울철 최저기온과 연간 열 : 수

분지수(건조도, AH : M)를 활용하여 잠정종자

이동구역을 구축하였으며 연간 열 : 수분지수를

통해 따뜻하고 습한(low-moderate aridity), 춥고

습한(low aridity), 따뜻하고 건조한(high aridity),

춥고 건조한(moderate-high aridity) 지역으로 구

분하였다. 구축한 잠정종자이동구역은 기후적으

로 유사한 지역 내에서 생태학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Omernik level Ⅲ 생태지역(Omernik, 1987)지도

를 잠정종자이동구역과 중첩하여 기후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생태학적으로 다른 지역을 식

별하였다(Bower et al., 2014). Doherty et

al.(2017)는 기후 유사성 지수와 연 평균 기온

및 강수량 지표를 중심으로 복원 종자의 우선순

위를 확인하고 산림생태계 회복 속도를 증진시

키기 위한 종별이동지침을 구축하였다. 기후 유

사성 지수는 종자의 지역 적응 가능성을 예측하

는데 사용되는 지수로서 지역에 적합한 종자의

우선순위를 생성할 수 있다(Doherty et al.,

2017). Crow et al.(2018)는 연간 열 : 수분지수

와 연평균 강수량 및 여름 고도 지수를 바탕으

로 종분포모델(SDM, Specie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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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을 사용하여 alder leaf mountain ma-

hogany(Cercocarpus montanus)종 분포지도를

구축하였다. 종분포모델(SDM)은 종에 대한 기

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론으로서 alder

leaf mountain mahogany(Cercocarpus montanus)

종의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Crow

et al., 2018). Shryock et al.(2018)은 종자의 생

육에 적합한 기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후 거리를 바탕으로 복원을 위한 잠정 종자

이동구역을 구축하였다.

2. 유전학 기반 잠정종자이동구역

유전적 구조는 종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의

영향을완화할수 있는역할을하며종자의유전

자 변이를 통해 지리적ㆍ환경적 상관관계를 확

인할 수 있다(Heslop-Harrison, 1964). Clair et

al.(2005)는 Douglas fir(Pseudotsuga menziesii)종의

유전적 데이터와 지형 및 기후 데이터와 상관분

석을 통해 고도 및 위도, 겨울철 최저기온과 여

름철 건조도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 지도를 제작하

고 그 위에 Douglas fir(Pseudotsuga menziesii)의

종자 영역을 매핑하여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구축

하였다. Eckert et al.(2010)는 54개의 지역에서 lo-

blolly pine(Pinus taeda)종을 샘플링하여 유전적

분석을 실시한 후, 월간 및 연간 최고ㆍ최저 기

온과 강수량 지표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종자를 확인하고 이를 표시한 지도를 구축하였

다. Johnson et al.(2012)은 인도쌀풀(Achnatherum

hymenoides)의 유전적 다양성과 월간 및 연간 강

수량, 월 평균 온도, 월별 최고ㆍ최저 기온을 중

심으로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구축하였으며 지도

의 경계는 Omernik level Ⅲ 생태지역(Omernik,

1987)으로 제한하였다. Youtie et al.(2012)는 평균

일일 최대 생장기 온도(4월~9월)와 연간 강수량

지표를 사용하여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구축하였

으며 복원종으로 알려진 자생식물 dune pen-

stemon (Penstemon acuminatus), royal penstemon

(Penstemon speciosus), Douglas 'dustymaiden

(Chaenactis douglasii)의 개체군 분포를 잠정종자

이동구역위에 표시한후복원이가장필요한지

역을 정의하였다.

잠정종자이동구역 구축을 위한 유전적 분석

을 통해 종자의 기원이 유전적으로 멀어짐에 따

라 종자의 성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ller and Kollmann, 1999). 또한, 겨울철(12

월~2월) 월평균 기온이 종자 생장의 예측에 가

장 효과적이었으며 여름철 건조도 비율이 종자

의 생존을 가장 잘 예측하는 기후 변수임을 확

인하였다(Rehfeldt et al., 1999).

이처럼 기후ㆍ환경 변수 및 유전자 정보를 활

용한 잠정종자이동구역의 구축 방법이 종자 구

역을 판별하기 위한 조사에서 그 활용성이 인정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 종자의

유전적 거리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

나(Kim, 1998; Chang, 2000; Jeon and Chang;

2000; Lee, 2008), 국내 전역을 포함하는 유전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 연구가 유전적

차이를 규정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종자 구역

을 정의하는 연구는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를 토대로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정확성을

고려할 때, 유전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

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후 변수를

활용하여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종자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문헌 고찰을

통해 겨울철 최저 기온과 연간 열 : 수분지수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기후 변수를

활용한 선행연구로는 Bower et al.(2014)의 연구

가 있다. Bower et al.(2014)가 구축한 잠정종자

이동구역은 종자의 개발, 유전자 보존 및 자생

식물 복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종자 구역을 묘사

하는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Bower et al.(201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겨울

철 최저온도와 연간 열 : 수분지수의 적용은 잠

정종자이동구역을 정의하는데 효율적인 경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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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sual Example citation Seed transfer zone mapping data

Climate

Schubert, and Pitcher.

1973
Maximum temperature and humidity

Baily. 1983 Monthly and annual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Hamann and Wang. 2005

Monthly average temperature, monthly average minimum and average

maximum temperature, monthly precipitation, summer heat: moisture

index (SH: M), annual thermal moisture index (AH: M)

Bower 2008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nnual heat: moisture

index (AH: M)

Johnson et al. 2010 Annual precipitation, annual maximum temperature

Bower et al. 2014 Winter minimum temperature, annual heat: moisture index (AH: M)

Doherty et al. 2017 Climate similarity index,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Crow et al. 2018
Annual heat: moisture index,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summer

altitude index

Shryock et al. 2018 climate distance

Pike et al. 2020 Minimum winter temperature, annual and growing precipitation

Genetic

Keller and Kollmann,

1999

Cornflower(Centaurea cyanus), Chicory(Cichorium intybus), Wild

Carrot(Daucus carota), Perforate St John's-wort(Hypericum

perforatum), Oxeye daisy(Leucanthemum vulgare), Red

Poppy(Papaver rhoeas), White campion(Silene latifolia)

Rehfeldt et al. 1999 lodepole pine(pinus contorta)

Keller and Kollmann.

2000
Corncockle(Agrostemma githago), Common poppy(Papaver rhoeas)

Clair et al. 2005 Douglas fir(Pseudotsuga menziesii)

Ying et al. 2006 lodepole pine(pinus contorta)

Eckert et al. 2010 loblolly pine(Pinus taeda)

Miller. 2011

Oregon sunshine(Eriophyllum lanatum), denseflower

willowherb(Epilobium densiflorum), Slender cinquefoil(Potentilla

gracilis), Large-leaved lupine(Lupinus polyphyllus), Micranthes

oregana(Saxifraga oregana)

Johnson et al. 2012 Indian ricegrass(Achnatherum hymenoides)

Youtie et al. 2012
dune penstemon (Penstemon acuminatus), royal penstemon

(Penstemon speciosus), Douglas 'dustymaiden (Chaenactis douglasii)

Table 1. Seed transfer zone related research and used data

정을 가능케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의 잠

정종자이동구역에 적용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 판단된다.

Ⅲ.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잠정종자이동구역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모든 종자에 대한 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한반도 전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한반도는

동해, 남해 그리고 황해에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

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경계를 이

루고 있으며 면적은 약 22만 km
2
이다(33°06′4

5″~ 43°00′36″N, 124°10′47″ ~ 131°52′2

2″E). 지형적으로 S자형을 띄고 있어 동서가 좁

고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를 지니고 있다.



45미국 잠정종자이동구역(Seed transfer zone) 개념의 국내 적용 방안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있고 개

마고원이 함경산맥 북쪽에 위치해, 동쪽과 북쪽

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은 형상을 하고 있다.

기후적으로는 고도가 높고 대륙과 접해있는 북

쪽에 비해 남쪽은 고도가 낮고 바다와 접해있어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심하며, 연 강수량은 지

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고유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후를 고려한 종자 이동 지침의 시범적인 구축

을 위한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지의 기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WorldClim에서 제공하는 기온 및 강

수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WorldClim 기후 자료

는 미국 지질 조사국(USGS)에 의해 1895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개발되었으며 래스터(raster)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O’Donnell and Ignizio,

2012). WorldClim 기후 자료는 1970년~2000년

월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30″(~1km
2
)

에서 10′(~340km
2
) 사이의 4가지 해상도로 자

료가 정규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시계

열적인 기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WorldClim의 Historical climate data

에서 제공하는 WorldClim ver2.1은 최저, 평균

및 최고 기온, 강수량, 총강수량 및 일사량에 대

한 월간기후 데이터로 구분하여 구축되었으며

Bioclimate variables에서 제공하는 WorldClim

ver2.0은 연평균 기온, 연간 강수량, 가장 춥고

더운 날의 기온, 습한 달의 강수량 등을 포함한

19개의 생물 기후 변수로 구분하여 구축되었다

(O’Donnell and Ignizio, 2012). 본 연구에서는

잠정종자이동구역 구축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

해 종자의 생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겨울철

(12월~2월) 최저온도와 연간 열 : 수분지수 자료

를 사용하였다. 연간 열 : 수분지수는 건조의 척

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연평균 기온(℃)에서 양

수 값을 얻기 위해 15℃를 더하고 미터(m) 단위

의 연간 강수량으로 나누어 건조도 지수를 계산

할 수 있다(Hamann and Wang, 2005).

국내 겨울철 최저온도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Historical climate data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minimum temperature(℃)자료를 이용하였다.

minimum temperature(℃)자료는 한 해에 매월

하나씩 구축하여 12개의 GeoTiff파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제공되는 자료 중에서 가장 작은 해

상도인 30″(~1km
2
)의 해상도를 이용하였다.

WorldClim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전 세계 단위

로 DIVA-GIS에서 south korea와 north korea의

경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국내의 지도 경계

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ArcGIS 10.7의

Cell statics tool을 이용하여 겨울철 온도(℃) 데

이터에서 12월, 1월, 2월 자료의 월별 Mimimum

값을 추출한 후, Extract by Mask tool을 이용하

여 12월, 1월, 2월의 자료를 하나로 합쳐주었다

(Bower et al., 2014). WorldClim에서 제공하는

기온 데이터는 ℃단위이고 USDA plant hardi-

ness zone은 ℉단위 이므로 이를 통일하고자

raster calculater tool에 섭씨ㆍ화씨 변환공식을

입력하여 ℉단위로 통일시켜주었다.

이후, DIVA-GIS에서 다운로드한 각각의 south

korea와 north korea의 겅계 데이터를 ArcGIS 10.7

의 Extract by Mask tool을 이용하여 하나로 병합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국내의 경계를 통해

ArcGIS 10.7의 Clip tool을 이용하여 국내의 경계

에 맞는 온도 지도를 구축하였다. 이후 ArcGIS

10.7의 reclassify tool을 이용하여 <-15 - >35℉

(-26.1-1.6℃) 범위의 5℉(2.2℃) 대역으로 분류하

여 12개의등급으로이루어진국내의겨울철최저

온도 지도를 구축하였다(Figure 1).

다음으로, 국내 건조도(연간 열 : 수분지수) 지

도를 구축하기 위해 Bioclimate variables에서 제

공하는 자료 중 Annual Mean Temperature(℃)와

Annual Precipitation(mm)자료를 이용하였다.

Bioclimate variables 자료는 1970년~200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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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p of the lowest temperature in winter in Korea (b) Domestic drying (annual heat: moisture index) map

Figure 1. The climate map needed for the seed zone

평균자료이다. 제공되는 자료 중에서 가장 작은

30″(~1km
2
) 해상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전 세계

단위의 자료이므로 겨울철 최저온도 제작 시 사

용한 국내 경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건조도

제작 시 필요한 자료는 양수 값을 얻기 위해 1

5℃를 더해준 온도 데이터와 m 단위의 연간 강

수량 데이터가 필요하다(Hamann and Wang,

2005). ArcGIS 10.7의 raster calculator tool을 이

용하여 15℃를 더한 온도 데이터를 구축하였으

며 mm 단위의 강수량 데이터를 m 단위로 변환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기온 데이터를 강수량 데

이터로 나누어 전 세계 단위의 건조도 지도를 구

축하였다. 여기서 국내에만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겨울철 최저온도 지도 제작 시 구축한

국내 경계를 활용하였으며 ArcGIS 10.7의 Clip

tool을 이용하여 국내의 건조도 지수 지도를 구

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조도를 6개 척도

로 나누었으며 분류 간격은 각 클래스의 범위가

거의 동일한 수의 값을 가지며 간격 간의 변화가

일정하도록 하였다(Bower et al., 2014). 이에따

라 ArcGIS 10.7의 reclassify tool에서 nature

breaks를 이용하여 국내 건조도를 6개의 대역으

로 나누고 각 클래스의 범위가 거의 동일한 수의

값을 가진 건조 지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겨울철 최저온도 지도와 연간 열 : 수

분지수 지도를 병합하여 기후를 기반으로 하는

잠정종자이동구역(온도-건조)을 구축할 수 있으

며 이는, 지형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후대의 수와

평균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Bower et

al., 2014). 국내에 해당하는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구축하기 위해 ArcGIS 10.7의 raster calculator

tool을 이용하여 국내의 겨울철 최저온도 지도와

국내의 건조 지도를 중첩하여 국내용 기후 기반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잠정종자이동구역의 분류 정확성을 검

증하기 위해 잠정종자이동구역과 생태 지역지도

를 중첩하여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국내

의 경우 생태지역지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지형분포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대분

류 토지 피복 지도를 사용하여 생태지역지도를

대체하였다. 사용된 토지 피복지도는 대분류 토

지 피복지도로서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

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개 분류 항목

으로 구성되고 30m × 30m의 공간 해상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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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T Classification(℉) Area(Km
2
)

<~15 1,723.0

-15 ~ -10 23,565.0

-10 ~ -5 23,635.0

-5 ~ 0 22,349.0

0 ~ 5 28,371.0

5 ~ 10 45,914.0

10 ~ 15 58,821.0

15 ~ 20 68,015.0

20 ~ 25 41,592.0

25 ~ 30 11,871.0

30 ~ 35 2,660.0

> 35 701.0

Table 2. Area of winter minimum temperature(WMT)

classification and area

AH:M Classification

(℃/m precipitation)
Area(Km

2
)

<16 13,599.0

16 ~ 19 55,543.0

19 ~ 21 94,403.0

21 ~ 24 100,410.0

24 ~ 27 38,155.0

>27 27,107.0

Table 3. Area of annual heat : moisture(AH:M) index

classification and area

는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지역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추출하여 산림지역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

고 이를 잠정종자이동구역과 중첩하여 잠정종자

이동구역의 분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현재 토

지 피복 지도는 대상지를 남한 지역으로 제한하

여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남

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계만을 가지고 잠정종자

이동구역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 기후 권역을 분류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잠

정종자이동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생물기후 변수의 공간분포 특성

겨울철 최저온도 분포 자료는 12월, 1월, 2월

의 월별 데이터에서 최솟값을 추출한 후, 3개의

데이터를 중첩하고 이를 <-15 ~ >35℉(-26.1~1.

6℃) 범위의 5℉(2.2℃) 대역으로 분류함으로써

12개의 등급(<~15, -15~-10, -10~-5, -5~0, 0~5,

5~10, 10~15, 15~20, 20~25, 25~30, 30~35, >35)

으로 이루어진 국내의 겨울철 최저 온도 지도를

구축하였다(Figure 1). 이는 15~20℉ 범위에서

68,015.0km2의 면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

고 >35℉ 범위에서는 701.0km
2
의 면적으로 가

장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건조도 분포 자료는 연평균 기온(℃)에 15℃를

더한 후 미터 단위의 연간 강수량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이를 6개의 대역(<~16, 16~19, 19~21,

21~24, 24~27, >27)으로 나누어 건조도 자료를

제작하였다(Figure 1). 건조도는 21~24℃/m

Precipitation 범위에서 100,410.0km
2
로 가장 많

이 분포하고 있으며, >27℃/m Precipitation 범위

에서 27,107.0km
2
의 분포로 가장 적은 분포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겨울철 최

저온도의 분포는 수평적 삼림대에 따라 변화하

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건조도 분포는 백두대

간 생태축이 위치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남한의 경우, 위도 경

계를 기준으로 해안선 및 광역 생태축 일대에

잠정종자이동구역이 단조롭게 분포하였으며 북

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건조지수와 온도 지수

의 변화 폭이 커져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의 국

토보다 잠정종자이동구역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잠정종자이동구역 공간분포 특성

겨울철 최저온도 자료와 건조도 자료를 중첩

한 결과, 한반도 전역에 걸쳐 65개의 잠정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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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omestic provisional seed zone

이동구역이 형성 되었다(Figure 2). <~15℉와

16~19℃/m precipitation에 해당하는 잠정종자이

동구역은 3.0km
2
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15~20℉와 19~21℃/m precipitation에 해당하는

잠정종자이동구역의 면적이 29,423.0km
2
로 가

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65개의 잠정종자

이동구역은 평균적으로 5,064.9k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Table 4). 각 권역별 잠정종자이

동구역 면적은 Appendix 1과 같다. 잠정종자이

동구역은 위도 경계에 걸쳐 넓은 범위가 확인

되었으며, 이는 동서의 길이가 짧고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는 한반도 지형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작은 면적

에 비해 많은 잠정종자이동구역이 확인되어 밀

도 대비 잠정종자이동구역이 복잡한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이는 국내 산맥 및 제주도 기후대

(강수량 및 온도)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정의한 국내용

잠정종자이동구역이 기후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물기후

변수 및 잠정종자이동구역의 공간 분포 특성이

한반도 지형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나 지형적으로 상이

한 미국의 잠정종자이동구역 구축 기준을 국내

에 동일하게 적용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국내의 지형과 기후를 고려한 고

유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본다면 보다

정량적인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잠정종자이동구역 비교 및 검증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잠정종자이동구역을 산림

지역의분포특성과비교분석하기위해잠정종자

이동구역과 남한의 토지피복지도를 중첩하여 남

한의 산림지역을 32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3). 산림지역은 5~20℉와 19~21℃/m

precipitation 구역에서 17,874.0km2로 가장 많은

분포를, >35℉와 19~21℃/m precipitation 구역에

서 30km
2
로 가장 작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 각 권역별 산림지역 면적은 Appendix

2와같다. 대분류토지피복지도를통하여잠정종

자이동구역 내 산림지역 분포 특성을 확인함으로

써기후권역별산림이차지하는정도를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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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Max Mean

Area(Km
2
) 6.0 29,423.0 5,064.9

Table 4. Minimum, maximum, and mean area of Provisional seed zone

Figure 3. Forest area within provisional seed zone

으며, 이는 산림이 선호하는 기후의 특성을 나타

내는척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림

지역의 분포와 잠정종자이동구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림지역과 잠정종자이동구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권역이동일기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잠정종자이동구역의

경계가 생물이 선호하는 기후 권역을 적절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인 검증방법으로 남한 지역을 대상으

로 지형, 식생, 가옥 분포 활용하여 상세하게 기

후 권역을 분류하고 있는 Lee et al.(2005)의 상

세기후지도와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

후 변수를 활용하여 기후 권역을 분류하고 있는

Choi et al.(2017)의 생물기후권 권역 지도와 비

교 분석하였다. Lee et al.(2005)는 식생과 작물

분포의 한계를 이용하여 남한 기후를 4개로 1차

구분하고 1차 기후 지역 내에서의 식생, 작물,

가옥의 분포 및 지리적 특성에 따라 14개 기후

지역으로 2차 구분을 하였으며 3차로 남한의 기

후를 48개로 나누어 상세기후지도를 구축하였

다. 송악의 북한 한계를 기준으로 서해안과 동

해안의 해안지역과 내륙 지역을 구분하고, 월동

배추의 분포 한계를 기준으로 남해안 및 도서

지역과 남부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 구역은 본

연구의 25~30℉ 온도에 해당하는 잠정종자이동

구역의 경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난지형과

한지형 마늘 분포 경계선을 기준으로 중부 지역

중 충청내륙과 전라내륙 기후 지역, 경북 내륙

과 경남 내륙 기후 지역으로 내륙 지역의 기후

를 세분화한 구역을 통하여 본 연구의 내륙 지

역 경계가 Lee et al.(2005)에 비해 대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i et al.(2017)는 27개의 생물기후변수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진행하여

연평균 기온, 최한월의 최저기온, 온량지수, 최

저 강수 분기의 강수량, 온난 분기의 강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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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Max

Indivisual (℉, ℃/m precipitation) > 35, 19 ~ 21 15 ~ 20, 19 ~ 21

Area(Km
2
) 3.0 17,874.0

Table 5. Area of Forest area within provisional seed zone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고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여 남한 기후를 21개로 구분한 생물기후권 권

역 지도를 구축하였다. 남부 해안과 서부 평야

지역 및 제주도에 분포하는 온대 남해안형 권

역과 본 연구의 해안선 기준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백두대간의 일부 산맥과 제주도

의 한라산 등의 산악 지형을 포함하는 냉대 산

악권 권역의 경계와 본 연구에서 태백산맥이

위치한 기후 경계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기후 데이

터 및 분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내륙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부정확한 결과를 보였으나 산

맥 지역과 해안지역에 해당하는 경계는 유사한

형태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 방법이 아닌 정성적 방법을 통한 분석

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지형조건을 반영한 생태지역

지도(Ecoregion)를 잠정종자이동구역과 중첩하

여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생태지

역지도 대신에 지형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대분류 토지 피복 지도를 사용하여 정확성 평

가를 진행하였기에 신뢰성 높은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산림 분포 특성 및 선

행 연구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생태지역지도를

대체하여 국내 잠정종자이동구역의 경계 및 해

안지역 경계의 정확성을 확인한 바 있으나 북

한 지역의 분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국내용 잠정종자이동구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축한 잠정종자이동구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적용 가능한 생태지역지도

를 제작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생물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자연적 요인(고도, 향 등) 및 사회 환경적

요인(토지이용 등)을 추가하여 권역을 구분한다

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생태지역지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생태지역지도를 구축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잠정종자이동구역과 중첩한다면, 보다

정밀하게 기후 권역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잠정종자이동구역은 복

원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종자의 출현 지점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토양환경 데이터 수집이

제안될 수 있다. 생태지역지도를 활용한 잠정종

자이동구역의 고도화는 종자 구역을 보다 정확

하게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나아가 지역 단위에서의 자생종 관리를 위

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복원 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종자 이동 자료 수립 시 기본적인 척도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산림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의 악화는 생태계

의 효과적인 생태복원과 함께 외래종 및 자생종

자 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최저온도와 연간

열 : 수분지수를 활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65개의

잠정종자이동구역으로 구축하였다. 잠정종자이

동구역은 <~15℉와 16~19℃/m precipitation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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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3.0km
2
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15~20℉와 19~21℃/m precipitation구역의 면적

이 29,423.0km
2
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으

며 65개의 잠정종자이동구역은 평균적으로

5,064.9k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잠정종자이동구역의 경계 분류 정확성을 검

증하기 위해 대분류 토지 피복도의 산림지역 자

료만 추출하였다. 이후 잠정종자이동구역과 중

첩하여 잠정종자이동구역 내 산림지역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잠정종자이동

구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구역

과 산림지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구

역이 일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

해 산맥 및 해안지역의 경계 분류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내륙 지역의 경계는

대별 되어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다. 대분류 토지

피복 지도 자료의 경우,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 경계의 정확성을 입

증하지 못하였으며 선행연구 역시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지역 경계 분류 결과의

정확성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

는 기후 요소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차

원에서 제시한 선도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북

한 지역의 분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잠정종자이동구역을 국

내의 잠정종자이동구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오

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지형적 차이를 반영한 기후

대의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생태

지역지도와 연계하여 국내의 잠정종자이동구역

을 고도화하는 계획 수립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잠정종자이동구역을 정의하

고 유사한 기후대에서 서식하는 종자 구역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생태지역지도 연구와 연계된다면 보다 정확한

국내 잠정종자이동구역으로 고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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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sual

(℉, ℃/m precipitation)
Area(Km

2
)

Indivisual

(℉, ℃/m precipitation)
Area(Km

2
)

<~15, 16 ~ 19
1,235.0

10 ~ 15, 16 ~ 19 12,438.0

<~15, 19 ~ 21 466.0 10 ~ 15, 19 ~ 21 20,008.0

<~15, 21 ~ 24 22.0 10 ~ 15, 21 ~ 24 9,825.0

-15 ~ -10, <~16 7,242.0 10 ~ 15, 24 ~ 27 8,301.0

-15 ~ -10, 16 ~ 19 10,253.0 10 ~ 15, >27 7,611.0

-15 ~ -10, 19 ~ 21 3,625.0 15 ~ 20, <~16 404.0

-15 ~ -10, 21 ~ 24 2,326.0 15 ~ 20, 16 ~ 19 4,981.0

-15 ~ -10, 24 ~ 27 119.0 15 ~ 20, 19 ~ 21 29,423.0

-10 -5, <~16 1,236.0 15 ~ 20, 21 ~ 24 23,325.0

-10 -5, 16 ~ 19 6,449.0 15 ~ 20, 24 ~ 27 6,559.0

-10 -5, 19 ~ 21 6,547.0 15 ~ 20, >27 3,323.0

-10 -5, 21 ~ 24 7,393.0 20 ~ 25, <~16 84.0

-10 -5, 24 ~ 27 1,978.0 20 ~ 25, 16 ~ 19 2,844.0

-10 -5, >27 32.0 20 ~ 25, 19 ~ 21 13,058.0

-5 ~ 0, <~16 152.0 20 ~ 25, 21 ~ 24 19,583.0

-5 ~ 0, 16 ~ 19 2,858.0 20 ~ 25, 24 ~ 27 5,092.0

-5 ~ 0, 19 ~ 21 6,162.0 20 ~ 25, >27 931.0

-5 ~ 0, 21 ~ 24 7,666.0 25 ~ 30, <~16 322.0

-5 ~ 0, 24 ~ 27 2,248.0 25 ~ 30, 16 ~ 19 1,079.0

-5 ~ 0, >27 3,263.0 25 ~ 30, 19 ~ 21 4,809.0

0 ~ 5, <~16 356.0 25 ~ 30, 21 ~ 24 3,842.0

0 ~ 5, 16 ~ 19 2,963.0 25 ~ 30, 24 ~ 27 1,772.0

0 ~ 5, 19 ~ 21 4,235.0 25 ~ 30, >27 47.0

0 ~ 5, 21 ~ 24 12,144.0 30 ~ 35, <~16 815.0

0 ~ 5, 24 ~ 27 3,566.0 30 ~ 35, 16 ~ 19 822.0

0 ~ 5, >27 5,107.0 30 ~ 35, 19 ~ 21 279.0

5 ~ 10, <~16 1,115.0 30 ~ 35, 21 ~ 24 477.0

5 ~ 10, 16 ~ 19 9,729.0 30 ~ 35, 24 ~ 27 267.0

5 ~ 10, 19 ~ 21 6,224.0 > 35, 16 ~ 19 661.0

5 ~ 10, 21 ~ 24 13,806.0 > 35, 19 ~ 21 11.0

5 ~ 10, 24 ~ 27 8,247.0 > 35, 21 ~ 24 23.0

5 ~ 10, >27 6,793.0 > 35, 24 ~ 27 6.0

10 ~ 15, <~16 638.0

Appendix 1. Area of provisional seed zone for 65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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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sual

(℉, ℃/m precipitation)
Area(Km

2
)

Indivisual

(℉, ℃/m precipitation)
Area(Km

2
)

0 ~ 5, <~16 9.0 20 ~ 25, 24 ~ 27 2,489.0

5 ~ 10, <~16 898.0 20 ~ 25, >27 14.0

5 ~ 10, 16 ~ 19 2,173.0 25 ~ 30, <~16 285.0

10 ~ 15, <~16 630.0 25 ~ 30, 16 ~ 19 933.0

10 ~ 15, 16 ~ 19 10,226.0 25 ~ 30, 19 ~ 21 2,583.0

10 ~ 15, 19 ~ 21 8,688.0 25 ~ 30, 21 ~ 24 1,652.0

10 ~ 15, 21 ~ 24 102.0 25 ~ 30, 24 ~ 27 684.0

15 ~ 20, <~16 399.0 30 ~ 35, <~16 383.0

15 ~ 20, 16 ~ 19 4,577.0 30 ~ 35, 16 ~ 19 290.0

15 ~ 20, 19 ~ 21 17,874.0 30 ~ 35, 19 ~ 21 170.0

15 ~ 20, 21 ~ 24 11,052.0 30 ~ 35, 21 ~ 24 225.0

15 ~ 20, 24 ~ 27 1,427.0 30 ~ 35, 24 ~ 27 133.0

20 ~ 25, <~16 61.0 > 35, 16 ~ 19 82.0

20 ~ 25, 16 ~ 19 2,764.0 > 35, 19 ~ 21 3.0

20 ~ 25, 19 ~ 21 9,752.0 > 35, 21 ~ 24 10.0

20 ~ 25, 21 ~ 24 8,988.0 > 35, 24 ~ 27 4.0

Appendix 2.�Area of Forest zone for 32 zo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