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As endangered species are gradually increasing due to land development by humans,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protected areas (PAs) proactively. Therefore, this study checked priority conservation areas to select 

candidate PAs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f land development. We determined the conservation priorities 

by analyzing four scenarios based on existing conservation areas and reflecting the development impact using 

MARXAN, the decision-making support software for the conservation plan. The development impact was 

derived using the developed area ratio, population density, road network system, and traffic volume. The 

conservation areas of endangered species were derived using the data of the appearance points of birds, 

mammals, and herptiles from the 3rd National Ecosystem Survey. These two factors were used as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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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개발로 점차 멸종위기 생물종이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보호지역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개발영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보호지역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보전 우선순위지역을 확인하였다. 보전 

우선순위 도출은 보전계획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인 MARXAN을 이용하여 기존 보호지역 포함 여부와 개발영향 반영여

부를 기준으로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로 분석하였다. 개발영향은 개발면적 비율, 인구밀도, 도로망 체계, 교통량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생물종 보전 대상 지역은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의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의 출현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서식적합지역을 이용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입력 자료로 기계학습 기반 최적화방법론을 이용하여 보전 우선순위 

지역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멸종위기 생물종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  기존 보호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다수 나타났으며, 개발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보전우선순위 지역이 파편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개발영

향과 기존보호지역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도 기존 보호지역 주변으로 이미 도로개발이 많이 이뤄져 기존 보호지역과는 떨어진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영향을 고려하여 멸종위기종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지역 주변 이외의 

지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보전 우선순위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인간의 영향, 멸종위기종, 보호지역, MARXAN, 체계적인 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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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p conservation priority areas with the machine learning-based optimization methodology. The result 

identified many non-PAs areas that we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conserving endangered species. 

When considering the land development impact, it was found that the areas with priority for conservation were 

fragmented. Even when both the development impact and existing PAs were considered, the priority was higher 

in areas from the current PAs because many road developments had already been completed around the current 

P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reas other than the current PA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and 

seek alternative measures to fragmented conservation priority areas.

KEY WORDS: ANTHROPOGENIC DISTURBANCE, THREATENED SPECIES, PROTECTED AREA, 

MARXAN, SYSTEMATIC CONSERVATION PLANNING

서 론

인간의 개발로 인하여 전례가 없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발생

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생물종들을 보호하는 가

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

한 보호지역(Protected Areas, PAs) 확보가 중요하다(Naoe 

et al., 2015; Hong et al., 2017). 보호지역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겠지만, 제한된 예산 그리고 개발계획과 같은 다양한 제한요인

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보다 중요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찾고, 인간

의 개발의 영향을 고려한 보전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보전계획은 이러한 보호지역 선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전 우선순위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MARXAN, Zonation, 

C-Plan 등 체계적인 보전 계획을 위해 다양한 보전 우선순위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왔다(Pouzols and Moilanen, 2014). 

체계적인 보전계획은 정량적인 보전목표 설정과 경제 개발, 예

산, 개발영향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보전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요소가 적절

하게 고려되지 못한다면 보전목표를 달성하는데 토지이용 간 

충돌을 야기하며, 효율적인 보전목표가 어려울 수 있다(Wu 

et al., 2014).

정량적인 보전목표를 도출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생물종 조

사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으로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개체수로 설정하거나 생물종 분포 정보가 부족한 지역

에서는 종분포 모델(Species Distribution Models, SDMs)를 

이용하여 서식적합지역 면적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Lessmann et al., 2014;Naoe et al., 2015;Dunn et al., 

2016). 각 생물종별 IUCN 멸종위기 등급에 따라 보전목표를 

달리함으로써 보전중요도가 높은 종은 더 높은 보전목표를 설

정하기도 한다(Arponen et al., 2005;Farjardo et al., 2014).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경우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보호

지역을 지정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Kim, 2012). 우리나

라의 경우 다양한 보호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보호지역은 생물종 관점에서는 야

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 관점에서는 습지보호지역만 해당 된

다. 특히,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총 395개의 보호지역이 평균 

면적 2.3㎢으로 파편화되어 선정이 되어 있어(Ministry of 

Environment, 2018),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

을지 불분명하다.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분포에 대해 전국자연

환경조사와 같이 출현지점 정보만 제공될 뿐 서식지에 대한 

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보호지역과 같은 면적인 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

로 인간의 활동, 개발 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Theobald et al., 2012; Naoe et al., 20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산림의 파편화, 서식지 파

괴 등 개발압력이 크다. 따라서 개발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인간의 

개발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야생성(Wildness)”이나 

“인간발자국(Human footprint)”과 같은 지수가 개발되기도 

하였다(Fajardo et al., 2014; Wu et al., 2014). 그리고 개발영

향을 나타내는 지수들을 도출하기 위한 변수로 개발면적, 인구

밀도, 인구총생산, 도로밀도, 교통량 등 개발 또는 인간의 활동

정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이용되고 있다(Theobald,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내 멸종위

기종의 출현정보로 종분포 모형을 통해서 서식적합지역을 도출

하여 정량적인 보전목표를 수립하고, 인간의 개발영향 변수를 

이용한 개발영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의 보전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보전목표의 타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보호지역을 전제하지 않고 보전 우선

순위를 선정한 결과와 기존 보호지역을 전제하고 도출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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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지역 간의 Gap분석을 하고자한다. 그리고 정량적인 

보전목표와 개발영향을 함께 반영했을 때의 보전 우선순위지역

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대한민국 중부지역의 충청북도, 세종특

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일대이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위도 

상 중간지역에 해당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고속

도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기존 보호지역의 특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일부와 야생생물보호구역 1곳을 제외하고

는 모두 작은 규모의 보호지역들만이 지정이 되어있다는 점이

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압력이 주변지역으로 미칠 가

능성이 큰 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한 

지역이다(Lee and Lim, 2014).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는 보호지역을 육상, 해양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본 지역은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바다를 포함하지 않는 지역으로 육상보호

지역을 연구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단위(Planning unit)는 대상지역

의 규모 또는 입력 자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자료의 공간해상도를 고려하여 1㎢ 격자를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보전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Mo 

et al., 2013).  

Figure 1. Study site 

2. 개발영향

보호지역 선정에 있어 개발영향, 인간 발자국(Human 

footprint), 인간에 의한 교란(Human Disturbance) 등은 현실

적인 실현가능성이 높은 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Lessmann et al., 2014; Wu et al., 2014). 개발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발면적 비율, 인구밀도, 도로망 체

계, 교통량 영향을 이용하였다(Theobald et al., 2012). 이들 

요소에 의한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Theobald(2010)을 주로 참고하였다(Eq. 1).

  max    Eq.(1)

c는 개발면적 비율, h는 인구밀도, r은 도로등급에 따른 물리

적 영향, t는 교통량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변수

들은 0-1로 표준화하여 최댓값을 도출하였다. 

개발면적 비율(c)은 환경부(2009)에서 제공하는 5m 해상도

(1:5000)의 중분류 토지피복도 중 개발이 되어 야생동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가화 지역, 하우스, 기타초지, 골프초

지, 기타나지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계획단위 내 개발지역 

면적 비율을 0-1로 도출하였다(Theobald et al., 2012). 인구밀

도(h)는 국토지리정보원(2015) 오픈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1km 격자단위의 인구밀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격자단위

로 인구밀도를 구할 때, 동시에 서로 인접한 격자 두 개에 포함

된 경우에는 건물면적 비율을 가지고 인구수를 구분하였다고 

한다. 인구밀도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 인구밀도인 503명/㎢을 

기준으로 503명보다 크면 1.0, 작으면 0-1의 값을 갖도록 하였

다. 연구대상지의 인구밀도는 2014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가 

2,866명/㎢, 세종특별자치시가 288.4명/㎢, 그리고 충청북도

가 210명/㎢이다(Statistics Korea Homepage).  

도로에 의한 물리적 영향은 도로의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계획단위별로 포함하고 있는 도로

등급에 따라 0-1값을 산출하였다. 고속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계획단위는 1.0, 일반국도는 0.5, 국지도 및 지방도는 0.3으로 

정하였다(Theobald, 2010). 도로망지도는 국가교통정보센터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속국도 등급부터 시군구 등급까지의 체

계를 가진 전국도로망체계를 이용하였다. 도로에 의한 직접적

인 영향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정도도 생물종에 미치는 

주요한 인위적 영향중 하나이다(Alexander et al., 2005). 따라

서 교통량의 정도에 따른 주변 영향을 평가하였다(Jaeger et 

al., 2005). 교통량 자료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도, 지

방도 384개 지점(2014년 기준)에서 상시 또는 수시 조사된 

자료 중 연평균 차량 통행량(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교통량에 의한 영향은 도로로부

터 1km 거리까지 Kernel density를 이용한 내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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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n and Alexander, 1998). 거리에 따른 교통량 영향의 

감소를 도출한 식은 (Eq. 2)와 같다. 예를 들어, AADT가 

10,000보다 크면 t는 1.0의 값을 가지고, 100이면 0.1의 값을 

가지게 된다.

  min     Eq.(2)

3. 보전목표 설정

보전목표 설정을 위하여 전국을 1:25,000 도엽크기의 격자

로 나누어 균등한 강도로 생물종 조사를 실시한 제 3차 전국자

연환경조사자료(2006-2012) 중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의 멸종위기종 출현자료를 이용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이 지역에서 출현한 종은 새매, 붉은배

새매, 단비, 수달, 산양 등 총 28종이다. 그러나 생물종 별로 

출현조사 지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전대상을 설정하

는데 다른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분포 모형인 Maximum Entropy Model 

(MaxEnt 3.3.3k)를 이용하여 멸종위기종의 서식적합지역을 

도출하였다. 다만, 15개 지점 미만의 출현지점을 나타내는 조

류 13종, 포유류 2종, 양서파충류 4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분석이 어려워 출현지점이 포함된 모든 계획단위를 보전대상으

(a) Land-cover (b) Population density

(c) Road system (d) Traffic information 

Figure 2. Variables for calculating the development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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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es Occurrences (b) Elevation

(c) Distance from the developed areas (d) Topographic Wetness Index

(e) Slope (f) Distance from water

Figure 3. Species Occurrence Points (a) and Environmental Variables ((b)-(f)) used in mapping the 
habitat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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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고, 15개 지점 이상 출현정보를 가진 조류 5종, 

포유류 4종(Table. 1)을 대상으로 MaxEnt를 이용하여 서식적

합성을 도출하였다. 서식적합성 산출계산에 이용된 환경변수

에는 고도, 경사,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와 개발지로부터 거리, 수계로부터의 거리가 있다. 그리

고 MaxEnt로 도출된 결과에서 서식적합성이 높은 지역을 대

상으로, 서식범위 및 이동거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able. 1), 서식범위 면적 이상의 지역을 서식적합지역으로 

설정하였다. 

4. 보전 우선순위 지역 도출

본 연구에서는 추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찾기 위하여, 상

대적인 보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 때 MARXAN(v.2.0.2)

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MARXAN은 보전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

적해를 찾기 위해 모의담금질기법(Simulated Annealing, SA)

이라는 기계학습기반 최적화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소프트

웨어이다(Ardon et al., 2010). 보전이 필요한 모든 특성 또는 

생물종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15개 지점미만 출현한 종은 모

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5개 지점이상 출현한 종은 도출

된 서식적합지역 중 30%의 면적이 보전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 

하였다. 30% 보전목표는 Lessmann et al.(2014)에서 설정한 

멸종위기동식물과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생물종의 보전목표를 

차용하였다.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시나리오는 총 네 가지로 설정하

였다. 기존 보호지역 포함 여부와 개발영향 반영여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분하였다. MARXAN을 구

동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보호지역을 포함한 계획단위를 

‘lock-in’ 설정을 통해서 우선순위 분석에서 반드시 보전이 되

도록 설정할 수 있다(Adron et al., 2010). 따라서 기존 보호지

역 포함여부에 따라 보전 우선순위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았을 때 기존 보호지역이 보전 우선순위가 

높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개발영향은 생물종 보호에 중요성

만으로 추가 보호지역을 찾는 것과 실제 개발영향을 반영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MARXAN의 설정에 관해서는, MARXAN은 모

의담금질 기법이라는 최적화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총 

1,000,000번 모델링하여 가장 좋은 해를 도출해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 작업을 100번 반복하여 더 좋은 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학습 방법은 정답이 아닌 최적해를 찾기 

때문에 반복함으로써 더 좋은 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Lessmann et al., 2014). 100번 실행한 결과를 중

첩하여 가장 많은 횟수로 선택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보전 우선

순위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을 

보전함으로써 대체 보전하기 어려운 중요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MARXAN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의 

응집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경계거리 조절 변수(Boundary 

Taxon Korean Name Scientific Name Home range References

Avian

참매 Accipiter gentilis

863ha Rutz, 2006

2,674ha
Boal et al., 2001

2,498ha

새매 Accipiter nisus
9.2㎢

Selas and Rafoss, 1999
12.3㎢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4.62ha

Choi et al., 2012
22.57ha

새호리기 Falco subbuteo 16.6㎢ Clements and Everett, 2012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600㎡ Thai National Park, 2020

Mammal

담비 Martes flavigula
7.2㎢ Grassman et al., 2005

22.3-59.1㎢ NIER, 2012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13.2㎢ Grassman et al., 2005

0.3-15㎢ Oh et al., 2010

수달 Lutra lutra 38.5㎢ Erlinge, 1967

하늘

다람쥐
Pteromys volans

59.9ha Hanski et al., 2000

8.3ha Selonen et al., 2012

Table 1. Home range and movement of the endangered species that were observed at the over 15 points in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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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Modifier, BLM)를 0.01로 설정하였다(Lessmann et 

al., 2014). MARXAN의 목적함수는 (Eq. 3)과 같다.     




  


  


×

Eq.(3)

연구결과

1. 개발영향

개발영향은 개발면적 비율, 인구밀도, 도로등급, 연평균교통

량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개발면적은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

난 대전광역시과 청주시 지역이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4(a)). 연평균 교통량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와 세종

시가 위치한 서쪽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b)). 이를 종합하여 도출된 개발영향 도면 결과를 해석

하면, 개발영향이 낮은 지역이 자연성이 더 큰 지역으로 보호할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과인 개발영향 도면(Development Impacts)을 보면 

교통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도로는 생물

종의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그 영향이 물리적인 

단절도 있으며, 차량이동으로 이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Jaeger et al., 2005). 따라서 보호지역을 

선정할 때, 주요한 고려요소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a) Developed Areas (b)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

(c) Development Impacts

Figure 4. Variables for calculating the development impacts (a, b) and the development impacts (Max
human influenc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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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radrius placidus (b) Pteromys volans

Figure 5. Habitat suitability maps of (a) Charadrius placidus and (b) Pteromys volans

(a) Not consider both of development impacts and the present PAs (b) No development impacts and consider the present PAs

(c) Consider development impacts and not consider the present PAs (d) Consider both of development impacts and the present PAs

Figure 6. Conservation prioritie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impacts and the present protec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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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영향과 서식적합성을 고려한 보전 우선순위 선정

우선 서식적합성을 도출한 조류 5종, 포유류 4종의 결과는 

AUC(Area Under Curve)값과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를 통하여 모형의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대부분 

0.8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로 활용하였다. 흰목

물떼새와 같이 서식특성이 분명한 생물종은 상대적으로 정확도

가 높게 나타났다. 흰목물떼새의 서식적합지역은 주로 토지피

복 중 하천, 저수지 등지로 나타났다(Fig. 5(a)).    

본 연구에서는 MaxEnt에서 제시하는 출현/비출현의 기준이 

되는 임계값 중 Maximum training sensitivity plus 

specificity값을 기준으로,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만 추출하여 서식범위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하천의 자갈

밭이나 하중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Kim et al., 2009)와 큰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수달(Lutra lutra, Kim et al., 2015)과 같이 서식지

의 특성이 분명한 생물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식범위 이

상의 패치개수가 적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좁은 서식범위와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의 경우에는 서식적합성이 높은 지역이 많아, 서식범위 

이상의 패치를 이룬 지역들이 다수 도출 되었다(Fig. 5(b)). 

서식적합성 평가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종 출현/비출현 

조사, 모니터링 조사 등이 시간, 비용문제로 인하여 제한이 있

기 때문에, 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Fajardo 

et al., 2014).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한 서식적합성이 공통

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보전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Lessmanne et al., 2014). 하지만 출현

지점의 수나 위치에 따라 편의(Biased) 된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Fourcade et al., 2014).

개발영향과 기존 보호지역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네 

가지 시나리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개발영향을 고려

하지 않은 결과, Fig. 6(a)와 6(b)를 비교하면 멸종위기 생물종

을 대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보호

지역 내 일부지역은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선수위가 낮은 지역들도 다수 나타났다. 이는 제 3차 전국자

연환경조사 자료가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작용된 것도 있다. 그러나 기존 보호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 많은 멸종위기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또한 포유류와 양서파충류 출현지점의 경우

에 도로와 밀접한 지역에서 출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사과

정에서 도로주변으로 조사함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많은 

생물종 조사 자료들이 이와 같은 편의를 가지고 있어,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Fourcade et al., 2014). 

두 번째, 기존보호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개발영향을 고

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Fig. 6(c)와 6(a)를 비교하면, 개발영

향을 고려했을 때, 기존 보호지역에 상관없이 보전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알 수 있다. Fig. 6(c)를 보면, Fig. 6(a)에 비하여 

기존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보호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영향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Fig. 6(a)에서는 생물종 출현지점들이 밀집되어 있

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들이 다소 큰 

패치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으나, 개발영향을 고려하게 되면 기

존 보호지역 주변 외에는 보전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들이 매우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발영향이 전체 대상지

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영향이 낮으면서 

멸종위기종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큰 패치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간의 개발영향을 고려한다

면, 보호지역을 확대할 때, 파편화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기존 보호지역을 고려하면서 개발영향을 고려하거

나 고려하지 않은 Fig. 6(b)와 6(d)를 보면, 개발영향을 고려하

지 않은 Fig. 6(b)에서는 기존 보호지역 주변으로 보전 우선순

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ARXAN에 내제

되어 있는 기본 개념인 크고 뭉쳐있는 패치가 더 보전효율이 

더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Ardon et al., 2010). 

그러나 개발영향을 고려한 Fig. 6(d)를 살펴보면, 기존 보호지

역 주변이 아닌 지역들이 산발적으로 우선순위가 다소 높은 

지역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보호지역 주변이 

확대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개발영향이 보호지역에 근접해 있는 

지역까지도 높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관통하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

로와 그 주변 도로분포를 보면 예상할 수가 있다. 도로가 생물

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보호지역은 도로 노선과 충분히 이격되도록 선정될 필요

가 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개발영향을 고려했을 때의 보전 우선순위 지

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보호지역의 중요도를 확인하고, 

개발영향을 고려했을 때의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보전 

목표가 되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적합도를 평가함으로써 잠재서

식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개발에 의한 영향도 함께 고려함으로

써 실질적인 보전계획을 수립에 기여가능성을 나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 서식적합성을 도출

할 때 각각의 종에 대한 서식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변수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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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두 동일한 변수를 적용하였다. 

서식적합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생물종의 서식에 

미치는 환경변수를 이용해야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단

순히 파편화된 보전 우선순위 지역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지만 

파편화된 형태에 따라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 각 생물종별 서식범위와 선호서식환경이 있

기 때문에 파편화된 지역이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지 확

인하지 못했다. 세 번째, 개발영향의 변수인 교통량에 대한 정

보가 전체 도로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과대평가가 일부 있을 

수 있다. 현재 교통량 조사는 주요 도로의 통행량 파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 보호지역 주변 또는 추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구축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도로로 인한 로드킬 문제, 도로가 

직접적으로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개발영향의 구체적

인 특성을 포함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보전 우선순위 지역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발영향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개발영향인 토지이용 변화 예측과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종분포 변화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선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을 탐색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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