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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특산식물이고, IUCN Red List의 EN(위기종) 등급에 속하는 개느삼을 대상으로 자생지 분포, 자생지 

분포 예측을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개느삼의 자생지 분포 조사 결과 ,강원도 양구군 13곳, 인제군 3곳, 춘천시 2곳, 홍천군 

1곳 총 19곳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 자생지는 양구군 임당리, 동쪽 인제군 한계리, 서쪽 

춘천시 지내리, 남쪽 홍천군 성동리로 각각 확인되었다. 개느삼 자생지의 해발고도는 169-711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해발고도는 375m로 조사되었다. 개느삼 자생지의 면적은 8,000-734,000㎡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평균 202,789㎡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개느삼 자생지는 간벌, 가지치기 등과 같은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곳으로 조사되었다. 개느삼 잠재 

분포지 분석을 Max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 AUC값은 0.9762로 분석되었다. 분포예측 자생지는 강원도 양구

군,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지 분포예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연간강수량, 토양탄소함유량, 최한월 기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느삼은 광량이 풍부하고 능선부에 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본 연구결과의 자생지 정보를 토대로 개느삼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한 보호지역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희귀식물, 콩과, MaxEnt, 자생지,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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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sent the habitat distribution status and the habitat distribution prediction 

of Sophora koreensis, which is the Korean Endemic Plant included in the EN (Endangered) class of the IUCN 

Red List. The habit distribution survey of Sophora koreensis confirmed 19 habitats in Gangwon Province, 

including 13 habitats in Yanggu-gun, 3 habitats in Inje-gun, 2 habitats in Chuncheon-si, and 1 habitat in 

Hongcheon-gun. The northernmost habitat of Sophora koreensis in Korea was in Imdang-ri, Yanggu-gun; the 

easternmost habitat in Hangye-ri, Inje-gun; the westernmost habitat in Jinae-ri, Chuncheon-si; and the 

southernmost habitat in Sungdong-ri, Hongcheon-gun. The altitude of the Sophora koreensis habitats ranged 

from 169 to 711 m, with an average altitude of 375m. The area of   the habitats was 8,000-734,000 ㎡, with an 

average area of 202,789 ㎡. Most habitats were the managed forests, such as thinning and pruning forests. The 

MaxEnt program analysis for the potential habitat of Sophora koreensis showed the AUC value of 0.9762. The 

predictive habitat distribution was Yanggu-gun, Inje-gun, Hwacheon-gun, and Chuncheon-si in Gangwon 

Provinc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prediction of the habitat distribution were the annual precipitation, 

soil carbon content, and maximum monthly temperature. This study confirmed that habitats of Sophora 

koreensis were mostly found in the ridge area with rich light intensity.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of Sophora koreensis habitat.

KEY WORDS: RARE PLANTS, FABACEAE, MAXENT, HABITAT, YANGGU-GUN

서 론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반도 국가이고, 국토면적

의 63%가 산지이며, 서남부지역에는 평야지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기후적으로는 남부지방의 온난대 기후대에서부터 북한

의 한대 및 고산 기후대까지 나타나고 있어 국토면적에 비해 

매우 다양한 식물들이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2). 

한반도는 백두대간을 축으로 산악지역 생태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12),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상과 식생은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지만 

식물종 구성, 분포 특성, 외관형, 기온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적은 편이다(Kong, 2002). 식물의 분포는 생태적 

연구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 군락의 상관관계, 우점종, 

특징적인 식물 분포 등을 규명할 수 있으며, 수평적·수직적 분

포, 고도나 위·경도의 증가에 따른 환경요인 변화에 의한 식물 

군락의 특성과 구성 종에 대한 분포를 밝힐 수 있다(Byun, 

2013).

개느삼은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건조한 산지 능선부 및 초지

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꽃은 4~5월에 새가지 끝에서 

나온 원추꽃차례에 황색의 양성화가 모여달린다. 낙엽 관목이

며, 높이 40-100cm정도로 자라고 수피는 적갈색이며 표면에 

피목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어린 가지는 암갈색이고 갈색 털이 

밀생하고, 지하줄기가 길게 뻗는 것이 특징이다(Kim and 

Kim, 2011). 개느삼은 정태현과 Ishidoya에 의해 함경남도 

북청에서 처음 채집되어 고삼속(Sophora)의 한국특산식물로 

발표되었다가(Nakai, 1923) 지하경 번식과 황금색의 꽃이 피

고 열매 꼬투리에 4개의 날개가 있는 특징에 의해 한국 특산속

식물로 승격되었다(Nakai, 1923; Cheon, 2010). 그리고 특산

식물의 최근 연구(Chung et al., 2017)에도 한국 특산식물로 

지정되어 있고, Ministry of Environment(2018)에 의해 한국

의 고유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Korea National 

Arboretum(2010)에서 기후변화 취약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특산식물(고유식물, Endemic plants)이란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서식하는 식물을 일컫고, 여러 환경요인과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 격리된 종을 말한다. 특산식물은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지만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분포 범위가 

좁아지게 된 잔존 고유종이거나, 새로운 국지적 종 분화에 의해 

형성된 신 고유종이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가 축소되는 경향

을 보인다(Pi et al., 2016). 그리고 개느삼은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 2018)에서 IUCN Red List의 EN(위기종) 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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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어 있고, Korea National Arboretum(2009)에서 희

귀식물 EN(위기종)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느삼을 대상으로 문헌 및 표본정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광량이 풍부한 능선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헌 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북한의 북부, 평남 맹산, 함남 신흥, 

북청, 황북, 평양시(대성구역 고방산), 강원도 판교, 성천 등의 

메마른 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Do et al., 1958; 

Im et al., 1976; Im, 1998a; 1998b; 1998c; Im, 200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Juche 

93, 2004;, Son, 2005; La et al., 2015). Cheon(2010)에 의하

면 개느삼은 강원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철원 지역을 대상으

로 총 14개 지역에 분포를 확인하였다. 개느삼의 자생지 분포 

고도는 해발고도 100-300m(Im et al., 1976), 285-570m(Lee, 

1992), 250-560m(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5), 192m-626m(Cheon, 2010), 100-200m(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8) 에 분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개느삼 자생지는 북한에 일부 자생지

가 분포하고 남한에는 강원도 양구, 인제, 춘천 등의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자생지에 대한 연구(Cheon, 

2010; Oh et al., 2009)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그리고 개느삼 

자생지에 대한 정확한 분포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자생지

에 대한 자생지 예측분석과 같은 연구는 수행된바가 없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개느삼 자생지와 추가로 밝혀진 

자생지에 대한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느삼의 정확한 분포 특성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개느삼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정보 구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자생지 분포 조사

현장조사는 개느삼의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해 잎이 개엽 한 

후인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다. 문헌정보를 토대로 

강원 양구, 춘천, 인제, 홍천, 철원 지역을 대상으로 총 25개의 

자생지를 조사하였다(Figure 1). 그 결과 총 19개의 자생지(강

원 양구, 춘천, 인제, 홍천)에 개느삼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개느삼의 분포지점을 대상으로 분포지점을 조사한 길이, 

면적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GPS(Oregon 550, Garmin)

를 이용하여 개느삼이 분포하는 지점의 좌표를 연속적으로 기

록하였다. 그리고 개체군의 분포지를 확인한 후 추가확인을 위

해 자생지를 중심으로 근처 능선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사

를 실시하였다. 개느삼 개체군의 분포지도 작성은 

MapSource(Garmin) 프로그램에서 조사경로 및 분포지점의 

좌표를 추출하여 QGIS Desktop 2.0.1(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201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2. 잠재 분포지 분석

생물종 서식지 예측모형은 종분포모델(Species Distribution 

Model; SDM)이라고 하며 종의 조사정보와 종의 서식지에 영

향을 주는 환경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한 예측방법 중 하나

이다(Flanklin 2009; Shin 2013). MaxEnt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생물종의 출현 위치 표본을 입력해주면 컴퓨터 스스로 

출현 위치의 환경 특성을 학습하여, 대상종의 출현 여부를 모르

Figure 1. The map of investigated habitats analys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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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의 출현 확률을 추정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의 하나이다(Phillips et al., 2006; 2008; Seo et al., 

2008, Lee 2017).

개느삼의 분포서식 가능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 접경지

역 일대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접경

지역 시군구 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조사대상지를 설

정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화

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고성군 전역을 포함하여 설정하

였다(https://www.law.go.kr/법령/접경지역지원특별법

/(17520,20201020); Figure 1).

개느삼 자생지의 서식 가능지역 예측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종 분포모형의 예측 모델 중 가장 대중적(Merow et al., 2013)

이며,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Maximum entropy 

(MaxEnt)(Philips and Dudík, 2008)을 사용하였다. MaxEnt 

분석은 여타 예측 모형과 같이 생물종이 출현한 지점과 환경변

수와 생물종 출현 여부를 모르는 지점의 환경변수를 비교하여, 

그 종의 분포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지 내 모든 

지점의 환경변수를 측정한 데이터를 모형에 입력해야 한다. 본 

연구대상지의 특성상 습득할 수 있는 환경변수가 제한적으로 

특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획득한 환경변수는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통해 획득한 자료,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을 통

해 추정한 자료 등 연구대상지의 환경변수를 최대한 수집하여 

MaxEnt의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MaxEnt 모형의 예

측 적합도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의 

Figure 2. Distribution of Sophora koreensis in Korean peninsula

Division Input Variables Data source

Topography Altitude, Slope ASTER 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GDEM)

Climate

Sunshine amount of the year

WorldClim v2.0

Sunshine amount of the coldest month

Mean temperature of the warm month

Mean temperature of the growth period

Annual precipitation

Growth period Precipitation

Vegetation NDVI, SAVI USGS Landsat OLI Surface reflectance data

Table 1. The input variables for Max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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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area under curve)로 평가하였다. AUC란 임의의 임계

확률에 대해 계산한 값이며, 0.5에서 1사이의 값에서 0.7-0.9의 

값은 유용한 값이고, 0.9 이상의 값은 우수한 차별성을 가진 

모델로 구분되어(Elith, 2002)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예측 정

확도가 높다는 뜻이다(Phillips et al., 2006)(Table 1).

1) 지형

미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과 일본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가 제작한 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GDEM)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GDEM 데이터는 위 

두 기관이 공동 개발·운영 중인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ASTER) 위

성센서로 촬영한 stereo 영상을 입체 사진측량기법을 통해 제

작한 데이터로, 데이터의 공간해상도는 30m이다. 본 연구에서

는 GDEM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상지 내 표고와 경사, 연간 

일조량, 생장기(4-10월) 일조량을 추출하였다. 일조량은 

ArcGIS Solar Radiation을 이용하여 대상지내 각 레스터 셀별

로 산정하였다.

2) 기후

기후분석은 Fick Hijimans(2017)이 제작한 WorldClim 

Version 2.0 자료를 활용하였고, WorldClim Version 2.0 데

이터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기후평년값 자료를 전

지구 표면에 걸쳐 추정한 데이터로 기후 요소별로 월간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자료를 30초(약 1㎢)의 공간해상도로 추정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개느삼의 생장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최한월(1월) 평균기온, 최난월(8월) 평균기온, 

생장기(4-10월) 평균기온, 연간 강수량, 생장기(4-10월) 강수

량 데이터를 환경변수로 활용하였다.

3) 현존 식생

현존식생 분석은 미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USGS)가 개발·운영하는 Landsat 8 위성에 탑재된 

Operational Land Imager(OLI) 센서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상은 2015년 5월 26일 

(path/row=115/34)과 2016년 5월 19일(path/row=116/34)에 

촬영된 영상을 USGS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대기보정

(Atmospheric correction)한 표본반사율(Surface reflectance)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가 동서방향으로 

넓어 두 개의 Landsat 궤도(115, 116번 궤도)에서 촬영한 영상

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위성영상을 활용한 식생분석 

결과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궤도의 촬영날짜가 

최대한 비슷한 영상을 선정하였다. 두 영상 모두 대상지 상공에 

구름이 없는 시점에 촬영되었고 현존식생은 Landsat OLI 4번

(red) 밴드와 5번(near infrared: NIR) 밴드를 조합하여 산정한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와 토양보정식생지수(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SAVI)) 식생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MaxEnt 분석은 

모든 환경변수가 같은 공간해상도로 측정되어야만 분석되므로, 

위의 모든 변수들은 공간해상도 30m의 레스터 데이터로 변환

하였다.

Figure 3. Distribution by altitude of Sophora koreensis with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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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연구 결과

한국 특산식물 개느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한 결과 남한에는 강원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지역을 대상

으로 총 19곳에서 개느삼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2, Table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 자생지는 양구 임당리, 

동쪽 인제 한계리, 서쪽 춘천 지내리, 남쪽 홍천 성동리로 각각 

확인되었다. Cheon(2010)에 의하면 개느삼은 강원 양구, 인

제, 춘천, 홍천, 철원 지역을 대상으로 총 14개 지역에 개느삼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Cheon(2010)에 의해 보고된 인제 신월리, 

철원 도창리 지역은 정연리를 중심으로 분포조사를 실시하였지

만 본 연구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느삼은 기존에 

보고된 자생지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느삼의 자생지 분포 조사 결과 개느삼은 대부분 소나무림, 

신갈나무림, 굴참나무림, 떡갈나무림 등의 능선부 식생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느삼의 자생지는 대부분

이 간벌지역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제 한계리, 

인제 남전리, 춘천 조교리 등의 지역에서 산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느삼은 대부분 낮은 산지의 완만한 능선부

에 주로 분포하고(Cheon, 2010), 산불, 간벌 등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수관열림도가 높은 지역의 능선부에 집중분포를 

이루며 자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개느삼의 서식

지의 생태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개느삼은 주로 

해발고도 192-626m의 범위와 자생지면적 150-6,500㎡으로 

생육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Cheon, 2010). 본 연구에서 확인

한 개느삼의 자생지 해발고도는 주로 169-711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해발고도는 300-399m의 범위

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평균 해발고도 375m로 확인되

었다. 지역별 고도 분포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구, 홍천 지역은 

400-499m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인제, 춘천 지역은 

300-399m에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느삼 

자생지의 면적은 8,000-734,000㎡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평균 

202,78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 Table 2).

No.
Locatio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A B C

1

Yanggu-gun

Gaojak-ri,  Nam-myeon 0.63 327-556 16,000

2 Godae-ri, Yanggu-eup 1.33 222-352 88,000

3 Gullyang-ri, Yanggu-eup 2.25 183-483 309,000

4 Dosa-ri, Yanggu-eup 1.78 287-383 24,000

5 Myeonggot-ri, Nam-myeon 6.21 604-711 410,000

6 Sangmuryong-ri, Yanggu-eup 4.08 371-629 669,000

7 Yongha-ri, Nam-myeon 3.01 289-386 392,000

8 Woongjin-ri, Yanggu-eup 0.64 232-347 21,000

9 Wolmyeong-ri, Yanggu-eup 3.66 258-533 528,000

10 Imdang-ri, Dong-myeon 1.80 306-465 236,000

11 Jukgok-ri, Yanggu-eup 3.54 225-458 734,000

12 Chang-ri, Nam-myeon 2.75 347-498 46,000

13 Hanjeon-ri, Yanggu-eup 1.19 218-440 77,000

14

In-je-gun

Namjeon-ri, Nam-myeon 1.78 209-458 51,000

15 Bupyeong-ri, Nam-myeon 0.75 269-397 50,000

16 Hangye-ri, Buk-myeon 1.51 343-457 13,000

17
Chuncheon-si

Jogyo-ri, Buksan-myeon 3.67 251-561 57,000

18 Jinae-ri, Dong-myeon 1.55 169-230 124,000

19 Hongcheon-gun Sungdong-ri, Bukbang-myeon 3.43 361-424 8,000

Table 2. Habitats area and survey distance, area of Sophora koreensis

*A: Survey path(km), B: Altitude of distribution(m), C: Area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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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생지 분포역 예측 분석

(1) 개느삼 출현 지역 범위

개느삼 현지조사 결과, 출현지역의 해발고도는 169-711m이

며, 평균 해발고도는 375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느삼의 위

치는 남 37° 45′ 127° 50′ - 북 38° 12′ 128° 2′, 서 

37° 54′ 127° 46′ - 동 38° 7′ 128° 15′로 나타났다.

(2) 잠재 분포지 분석

현지조사를 통한 개느삼 자생지 정보 좌표값(25,766개)을 

이용하여 Max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MaxEnt 모형의 예측 

적합도는 AUC(Area under curve)로 평가하였다. 개느삼의 

잠재 분포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AUC값은 0.9762로 분석되었

다(Figure 4). 개느삼 자생지 분포 예측 결과 자생지 대부분이 

강원 양구, 인제, 춘천, 화천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느삼 자생지 분포 예측을 위한 WorldClim의 16가지 입지

환경 및 기상인자 변수들의 상대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백분

율 기여도와 무작위 중요도를 검증하였다(Table 3). 변수들의 

중요도 분석결과, 백분율 기여도는 연간 강수량이 29.8%로 개

느삼 자생지의 분포 예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토양 탄소 함유량이 25%, 최한월 기온이 18.2%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식물의 생장기(4월-10월) 광량, 토양보

정식생지수(SAVI: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연간 

광량, 생장기 온도는 자생지 분포 예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작위 중요도는 연강강수량이 31, 토양 탄

소 함유량 30.5%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식물생장

기 강수량 12.2%, 토양 용적이 8.7%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토양 pH와 식물의 생장기(4월 - 10월) 광량, 토양보정식생지수

(SAVI: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연간 광량, 생장기 

온도는 자생지 분포 예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종합 고찰

개느삼의 자생지 분포는 남한에서 주로 강원 양구, 춘천, 인

제, 홍천, 철원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eon, 

2010). 본 연구에서는 DMZ 민통선 내에 위치한 모든 자생지

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자생지 보다 양구 지역에 집중 분포하

는 것을 확인하였고, 춘천, 인제 지역에 추가적인 자생지를 더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개느삼을 대상으로 집단별 유전다양성

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 각 자생지별 현지내 보전 전략 수립과 

같은 추가 연구가 수행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철원 도창리 

지역은 Cheon(2010)에 의하면 자생지 대부분이 파괴되어 극

히 소수의 개체만이 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철원 지역은 철원 도창리 일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부대 철책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간벌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개체군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방문한 개느삼 자생지는 대부분의 자생지가 간벌

과 같은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곳이었으며, 인제 한계리, 남전

리, 조교리 등의 자생지에서는 산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개느삼은 산불이 발생하고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자

연 간벌과 같은 영향으로 인해 자생지가 확장되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면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생지는 숲가꾸기로 인해 충분한 광량

이 확보되는 것을 봤을 때 개느삼의 생장은 광량과의 상관관계

Figure 4.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Sophora koreensis predicted by Max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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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개느삼 자생지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분포지역 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느삼은 

대부분 강원 양구, 인제, 춘천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개느삼 자생지 중 기존에 보고된 철원의 자생지

(Cheon, 2010)는 예측분석에서 다소 낮은 가능성으로 나타났

지만 분포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xEnt 분석결과 모형 예측 정확도인 AUC 값은 0.9762으

로 매우 높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분포예측 모형의 설명력

과 분포예측지의 분포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화천 지역은 기존 연구에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분포예

측가능 지역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개느삼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양구군과 인접해있고, 유사한 산지 지형, 같은 수계

(파로호)의 이유로 높은 분포예측가능 지역으로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개느삼의 분포가 밝혀지지 않은 지역이지

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생지를 방문하여 추가 자생지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느삼 자생지의 특성은 대부분 광량

이 비교적 풍부하고, 능선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분포예측에 사용된 환경변수 중 식물의 생장기 

광량, 연간광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본 연구의 분포예측 

분석은 셀크기 30초(약 1km)인 저해상도 데이터를 토대로 분

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량, 상층수목의 차광 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현지점에서 측정한 미소 규모의 

환경특성과 지형도, 토양도와 같은 데이터가 향후 구축되어 보

다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ng et al., 

2018). 최근 자생지 예측 분석 연구 중, 금강초롱꽃을 대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값은 해발고도, 연간 강수량, 생장기 평균 강

수량, 최한월 평균 기온이 금강초롱꽃 출현확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ng et al., 2018). 그리고 단풍잎돼지

풀을 대상으로 잠재 분포 예측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여도의 

가장 높은 변수는 해발고도, 경사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

되었다(Park et al., 2017). 기존 연구 결과 식물 분포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간강수량, 해발고도의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고, 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다른 

식물 분포 예측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종의 현재 분포는 기후, 토양, 수문, 종간경쟁, 개체군 

고립, 서식지 이용가능성, 분포능력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생물기후변수 및 기타환경 

변수를 고려한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Lee et al., 2012)

하여 기후변화에 의해 자생지의 위협을 받는 종들의 자생지 

분포를 예측하는 것은 식물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보전 방안

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포예측된 

자생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자생지 분포

정보 확보 및 현지내 보전전략 수립과 같은 보전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No. Variable Percent contribution Permutation importance

1 Precipitation year 29.8 31

2 Soil; carbon 25 30.5

3 Temperature(Jan.) 18.2 4.1

4 Precipitation(Apr.-Oct.) 8.3 12.2

5 DEM 6.4 4.2

6 Soil; bulk 4 8.7

7 Soil; clay 3.4 0.9

8 Soil; CEC 3 2.6

9 Slope 1 0.7

10 Temperature(Aug.) 0.6 3.2

11 Soil; sand 0.2 1.7

12 Soil; pH 0.1 0

13 Solar(Apr.-Oct.) 0 0

14 SAVI 0 0

15 Solar year 0 0

16 Temperature(Apr.-Oct.) 0 0

Table 3. Percent contribution and permutation importance for each environment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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