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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

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이를 관리하기위해 용도지구(제 18조)가 지정되

어 있다. 그러나 용도지구 설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공원자연보존지구 경계설정 시 

생태계 현황 및 가치를 고려되지 않아 산림 저지대 계곡에 

대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배병호

(2001)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시 기초 자연환경조사의 

부재로 인한 용도지구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녹지

자연도를 활용한 현존식생파악을 통하여 용도지구의 재설

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녹지자연도는 1/25,000의 

소축척지도로서 세부자연현황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 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Mesh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010년부터 국립공원관

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 

일부 국립공원에 대하여 비오톱현황과 야생조류출현현황

을 종합한 자연생태지도를 작성한 바 있으며 향 후, 국립공

원 전 지역에 대하여 확대 작성 할 계획이다. 최진우(2009)
는 비오톱지도의 적용 목적으로서 생물종 및 서식처 보호 

측면의 생물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가치등급화를 통하여 

1) 본 연구는 2010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자원

생태계 보전 종합계획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보존지역과 복원지역 설정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보전지

역설정을 위한 공간화 방법으로는 지형을 고려하지 못하는 

Mesh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역권 설정을 통한 공간관리

를 제안하였으며 서창완(2000)은 야생동물 관리 및 서식 

최소면적인 10ha를 고려하여 적정 유역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악형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지도를 작성하여 생

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유역권단위 기반의 

보전지역을 설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1970년 우리나라 5호 국립공원이자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면적은 398.539㎢ 이었다. 용도지구

현황으로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78.8%이었고 공원자연환

경지구 20.4%, 공원자연마을지구 0.1%, 공원밀집마을지구 

0.1%, 공원집단시설지구 0.6% 이었다.

2. 조사분석방법

비오톱조사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조사하였

으며 야생동물 출현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원모니터

링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조사 하였다.
비오톱현황은 하천, 호소 및 습지, 산림, 역사문화지,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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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비율(%)
등급 Ⅰ 54,976,461 13.85
등급 Ⅱ 332,807,179 84.04 
등급 Ⅲ 5,688,124 1.44 
등급 Ⅳ 789,097 0.20 
등급 Ⅴ 1,878,659 0.47 
총합계 396,139,519 100.00  

표 1. 설악산국립공원 비오톱유형 평가 면   비율

지, 시설물 및 시가지 등 6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였고 중분류 

및 소분류로 유형화 하였다. 분석 및 평가방법으로서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유형분류의 속성에 기반하여 간단명료하게 

분석되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모형(최진우, 2009)
을 이용하였으며 희귀성을 우선지표로 하여 자연성과 다양

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문헌조사된 야생동물 출현현

황은 Bessel지오이드 TM좌표로 전환하여 공간자료를 구축

과 함께 서식이 집중된 지역을 추출하였다. 공간설정을 위한 

유역권 분석은 상류의 수원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류로 갈

수록 차수가 높아지는 방법인 Horton-Strahler(1945)의 하천

차수 설정방법을 이용하였으며 ArcGIS 9.3의 Hydrology 
tool을 활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자연생태 현황

1) 비오톱유형화

하천은 하반림을 포함한 자연계곡이 전체면적의 0.71%를 

차지하였고, 정비된 계곡은 기슭막이, 바닥막이, 보, 사방댐 

등 인공구조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0.48%를 차지하였

다. 호소 및 습지유형에서는 가마소골 지역에 위치한 저층산

지습원유형을 포함하여 자연습지가 0.03%인 123,576㎡, 인
공습지가 12,039㎡로 소규모 분포하였다. 산림지역은 신갈

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낙엽활엽수의 비율

이 전체 면적의 49.15%로 높게 분포하였으며 소나무와 고

지대의 잣나무 등 침엽수림은 16.16%로 분포하였다. 험한 

산지형으로 깊은 계곡부가 많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계곡 식

생이 생육하고 있으며 특히, 저항령 계곡부의 황철나무 군락

지는 31,046㎡로서 넓은 분포면적을 나타내었고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피나무, 까치박달, 거제수나무 등 21 우점종 군

락이 분포하였다. 설악산 해발 1,200m이상 지역부터 시작되

는 아고산식생은 침엽수로서 주요종은 잣나무, 분비나무, 전
나무 등 이었고 전체면적의 0.38%를 차지하였다. 신선봉지

역의 경우,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해발 700m 이상 지역부터 

아고산 식생 분포하였다. 암벽식생은 서북능선에 주로분포

하는 너덜지대가 0.28%를 차지하였으며 암반부에 기초하여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신갈나무 등 암반 식생지 및 암반부

의 면적은 전체의 3.22%로 나타났다.

2) 야생동물 출현현황

자연자원조사(2001)를 통하여 설악산국립공원에 분포하

는 포유동물은 총 6목 16과 44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이 포함되었다. 야생조류의 경우, 번식기

와 비번식기를 통하여 박새, 쇠딱따구리 등 109종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양서파충류는 까치살모사, 물두꺼비 등 총 28
종이 출현하였다.

2. 평가 및 분석

1) 비오톱평가

비오톱 유형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연성, 희귀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비오톱유형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천에

서는 자연계곡에 위치한 하반림과 한계천 구간의 여울, 소가 

형성된 계곡부 지역, 가마솥골 지역에 위치한 저층산지습원 

등이 등급 Ⅰ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지역에서는 자연성

과 희귀성이 높은 아고산식생대의 잣나무, 분비나무의 침엽

수림과 사스래나무, 신갈나무 등 낙엽활엽수, 눈측백, 눈잣

나무, 털진달래 등의 관목림, 그리고 저항령 계곡 등 계곡부 

퇴적지형에 대면적으로 분포하는 황철나무 군락 등이 등급 

Ⅰ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희귀한 지형자원인 귀때기청

봉일대의 너덜지대와 암반 봉우리, 암벽식생등도 등급 Ⅰ지

역으로 구분되었으며, 비오톱 등급 Ⅰ지역의 면적은 전체지

역대비 13.85%로 분포하였다. 비오톱 등급 Ⅱ지역은 호소 

및 습지유형에서 생태적으로 잠재성이 높은 인공습지와 수

량이 부족한 암반 하상의 자연계곡 등이 포함되었고 산림유

형에서는 물푸레나무림와 버드나무림, 층층나무림 등의 계

곡림, 상수리나무, 박달나무, 당단풍 등의 낙엽활엽수 등이 

등급 Ⅱ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비오톱 등급 Ⅲ지역은 기슭막

이, 바닥막이, 사방댐 등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과 일본

잎갈나무, 은사시나무 등의 식재림, 산불발생지, 산사태발생

지 등 산림 훼손지 등의 유형이 포함되었고 전체면적의 

1.44%를 차지하였다. 비오톱 등급 Ⅳ지역은 과수원,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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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악산국립공원 보 지역 설정도

묘포장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전체면적 0.20%로 분포하였다. 
비오톱 Ⅴ지역은 단독주거지 등 건축지를 포함한 야영장, 
주차장, 체육시설 유형을 포함하는 시설물 및 시가화 지역으

로서 전체면적의 0.47%로 분포하였다.

2) 보호종 출현현황 분석

보호야생동물 출현현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인 까막

딱다구리 등 조류 3종, 산양 등 포유류 4종, 멸종위기야생동

물 Ⅱ급인 긴점박이올빼미 등 조류 3종,  담비 등 포유류 

2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천연기념물 현황으로서, 까막딱

다구리는 흘림골과 장수대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되었고, 수
리부엉이는 싸리재, 원앙은 저항령계곡에서 관찰되었다(국
립공원관리공단, 2009).

귀때기골에서는 사향노루와 산양은 주로 귀때기골, 백운

동계곡, 저항령계곡, 흑선동계곡 등 급경사지가 많이 분포하

는 깊은 계곡부에서 서식하였다. 수달은 마장터와 비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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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비오톱 Ⅰ등급
▪ 각 유역권 블록면적 대비 30%이상 
  분포지역

야생동물(법적보호종) ▪ 이동경로가 파악가능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 주요 출현지역

백두대간 및 
정맥 마루금

▪ 백두대간 및 정맥 마루금에 연접된 
  유역권 블럭

표 2. 설악산국립공원 보 지역 설정기등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하늘다람쥐는 오목골과 곰배

골 등에 분포하였다. 멸종위기야생동물 현황으로서 조류는 

긴점박이올빼미가 한계령에서 확인되었고 말똥가리는 도둑

바위골 등에서 관찰되었다. 소형 초식동물이나 설치류, 파충

류, 나무열매를 주로 먹는 족제비과의 담비는 저항령계곡, 
흑선동계곡에서 관찰되었으며 삵은 흑선동계곡과 백담계곡 

등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3) 유역권 분석

유역권은 소유역권 601개, 중유역권 34개소이었으며 평균 유

역권의 면적은 소유역권이 660,482㎡, 중유역권이 11,614,778
㎡로 설정되었다. 특히, 중유역권은 저항령계곡, 흑선동계곡 

등 깊은 계곡부를 하나의 유역 단위로 설정하였다.

3. 보전관리지역 설정

1) 보전지역 설정 기준

보전관리지역 설정은 비오톱 등급 Ⅰ지역 중 각 소유역

권 면적대비 30%이상인 지역, 법정야생동물 중 이동경로 

파악이 용이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 주요 출현지역, 백두

대간 및 정맥 마루금에 연접된 유역권을 선정하였다.

2) 보전지역 설정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은 비오톱 평가 등급 Ⅰ지역, 보
호야생동물 출현현황, 백두대간 마루금 인접여부 등 3가지 

핵심지역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하였다.
자연성, 희귀성, 다양성 등의 가치평가를 통해 선정된 비

오톱 등급 Ⅰ지역은 개별 소유역권에 포함된 등급 Ⅰ지역이 

소유역권 면적대비 30%이상일 경우 핵심지역으로 선정하

였으며 소유역권은 90개 이었고 면적은 35,948,528㎡이었

다. 신선봉, 황철봉, 대청봉 일대 등의 유역권 등이 포함되었

다. 야생동물의 경우, 서식 루트와 이동반경 파악이 가능한 

산양, 삵, 담비 등 주요 포유류의 출현지를 설정하였으며 서

식 유역권은 저항령계곡, 흑선동계곡, 십이선녀탕계곡부에 

집중되어있었다. 백두대간 마루금 인접 유역권에 대한 기준

은 황철봉, 마등령, 대청봉을 지나가는 백두대간 마루금에 

인접한 유역권에 대하여 핵심유역권을 설정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의 총 면적은 205,672,142㎡로

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 313,798,936㎡의 65.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주로 서북능선에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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