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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도심 내 단절되어 있는 서식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생태통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로 서울시의 인왕산과 안산의 생물 종 분포를 예측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인왕산과 안산의 생물

종 분포는 출현자료만으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Maxent(Maximum Entropy Approach) 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Maxent 모형을 활용하여 종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출현자료는 포유류 23개 지점과

박새류(Parus major, P. palustris, P. varius) 3종 15개 지점을 활용하였다. Maxent 모형의 환경변수로

는 지형인자 4가지, 식생인자 4가지와 거리인자 2가지를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이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

분포를 예측한 결과, 포유류의 경우에는 수치표고자료(DEM)가 34%, 산림지역의 경계로부터 산림내부의

거리가 24.8%, 수종이 10% 순으로 종 분포 모형에 기여도가 높았다. 반면 박새류의 경우에는 수치표고자

료가 39.6%,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35.4%, 나무의 밀도가 8.2% 순으로 모형에 기여도가 높았다. 따라서

조류 및 포유류는 산림 내부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서식지 파편화, 종 분포, 포유류, 박새류, 목표종

Abstract : In this study, we predicted species distributions in Mt. Inwang and Mt. An as preceding

research to build ecological corridor by considering connectivity of habitats which have been

fragmented in the city. We analyzed species distributions by using Maxent (Maximum Entropy

Approach) model with species presence. We used 23 points of mammals and 15 points of Titmouse

(Parus major, P. palustris, P. varius) as target species from appearance points of specie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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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시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는 자연의 상태와

달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인 계획과 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

으로 도시 위주의 개발을 한 까닭에 도시 속 자연과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생물들

의 서식처의 파편화가 진행되었다. 서식처의 파편화

는 서식지의 면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생물들의

이동을 막고 고립시켜 근친교배와 질병의 위험을 증

가시키고 종 다양성과 함께 개체군 크기를 감소시킨

다(Wilcove et al. 1986).

특히, 도로와 같은 선형 구조물은 많은 생물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파괴적인 요소로서, 이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2).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는 단

절된 서식지를 연결함으로써 로드킬 및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생태통로는 예

산절감 및 건설의 편의를 위해 최단거리에 설치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Kim 2005; Lee & Lee 2006).

정부는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분석하여 생

태통로를 설치하였지만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률

은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위치선정 때문

이다(Forman 1995; Fleury & Brown 1997; Jeong

2011). 그러므로 생태통로는 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동물의 출현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

다. 적절한 위치선정은 주변 서식지 내 동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직 국내는 생

물 분포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

분포 및 서식지 분석 연구는 미흡하다(Kim et al.

2012).

국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통계적 기법과

종 분포 모형(GAM, MARS 등)이 생물종의 서식지

분포 파악을 위해(Lee & Song 2008)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Maxent(Maximum Entrophy Approach)

란 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Franklin, 2009). 국

내는 생물 종의 출현, 비출현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현자료만 이용하는 Maxent 모형이 더

높은 모형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Elith et al. 2006;

Seo et al. 2008; Kim et al. 2012). 국내 사례로는

Maxent 모형을 통해 고라니(Hydropotes inermis)

의 이동을 파악하여 생태통로 적지를 선정한 것이 있

다(Jeong et al. 2015). 또한, 특정 종 대상으로 서식

지 잠재력 평가를 수행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Lee &

Kim 2010; Kim et al. 2012; Song 2015).

본 연구는 과거 서울시 연구보고서에서 조사된 서

울시 서북부지역의 생물분포 자료를 사용하였다

(Seoul Green Environment Center 2014). 단절되

어 있는 인왕산과 안산 지역의 생태네트워크 구축하

기 위한 선행연구로 Maxent 모형을 이용하여 인왕

산과 안산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서식처를 파악하였

다. 또한, 해당 종의 인왕산과 안산 내 서식지 잠재력

이 높은 곳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다른 지역의 보전방안 수립에 활용이 가

능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급속한 성장과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 및 녹지가 많

이 훼손된 서울 도심의 녹지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

서새별·이민지·김재주·전승훈·이상돈 / Maxent 모형을 활용한 인왕산-안산 서식지 분포 예측    433

We build 4 geography factors, 4 vegetation factors, and 2 distance factors as model variables In case

of mammals, factors that affected species distribution model was Digital Elevation Model(DEM,

34%) followed by Distance from edge forest to interior (24.8%) and Species of tree (10%).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Parus species, factors that affected species distribution model were DEM

(39.6%) followed by distance from road (35.4%) and Density-class (8.2%). Therefore, birds and

mammals prefer interior of mountain, and this area needs to be protected.

Keywords : Habitat Fragmentation, Species Distribution, Mammals, Parus species, Target species



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인왕산과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으로 설정

하였다(Figure 1). 인왕산과 안산은 서울시 서북부지

역의 대표적인 산림지역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 속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인왕산과 안산은 북

한산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를 구성하는 중요한 생

태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으로

남산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의

핵심기능이 가능한 도심 내부의 녹지라 볼 수 있다.

인왕산은 해발 340m로 0.258km2의 면적이 생태경

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산은 해발

295.5m로 인왕산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무악

재를 이루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하지만 현재 인왕산과 안산은 연결된 녹지가 없고,

도로로 인해 단절된 상태이다.

2. 연구재료

1) 연구 대상지 선행연구 문헌

본 연구 대상지를 조사한 ‘서울시 도시 숲 생태계

조사 학술연구’(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에 따르면 인왕산 일대의 포유류는 족제비

(Mustela sibirica), 청설모(Sciurus vulgaris) 2종

으로 보고되었다. 조류는 38종 282개체로 보고되었

고 멸종위기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등의 법정보호종

은 없었다. 인왕산 일대의 양서·파충류는 3종으로

계곡산개구리(Rana huanrensis), 북방산개구리(R.

dybowskii), 도롱뇽(Hynobius leechi) 등이며 파충

류는 보고되지 않았다.

2) 종 출현좌표

인왕산과 안산의 종 서식지 예측 모형을 위해 사용

된 생물종 조사는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각

분류군별 시행이 되었고, 조사시기는 2014년 4월

5~6일, 5월 23~24일, 9월 22~23일로 총 3차에 걸

쳐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동물상 조사는 야생 동물의

서식범위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하

천과 주변지역을 설정하였으며, 그 중, 육상동물상에

대한 조사지역은 크게 인왕산, 안산 2개 지역으로 구

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포유류

는 탐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역

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서식흔적, 족적, 배설물 등을

확인하고, 조류는 조사지역을 이동하면서 정점센서

스(Point census)와 선조사법(Line census)에 의하

여 쌍안경(Nikon 10×40 5.9, 8×32 10°)을 사용하

여 관찰하거나, 울음소리로 서식조류를 확인하였고,

원거리에 관찰되는 조류는 필드스코프(Swarovski,

20×60)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Seoul Green

Environment Center 2014).

현지 조사 결과 인왕산은 두더지(Mogera wogura),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족제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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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of Mt. An and Mt. InWang presented in shade areas(left) and map of South Korea.



sibirica), 청설모(Sciurus vulgaris), 등줄쥐(Apodemus

agrarius) 5종이 확인되었고, 안산은 두더지, 청설

모, 다람쥐(Tamias sibiricus), 등줄쥐 4종이 확인

되었다. 도시숲 생태계 조사 연구(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와 마찬가지로 법정보호종은 분

포하지 않았다. 인왕산 현지 조사결과, 서울시 도시

숲 생태계 조사 연구의 결과에 비하여 3종의 포유류

가 더 관찰되었다. 인왕산의 조류는 13종 75개체, 안

산의 조류는 13종 105개체로 조사되었다. 인왕산의

양서류는 4종, 파충류는 2종의 총 6종이 확인되었고

청개구리 1종만 청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5종

은 성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양서류 1종과 파충

류 2종을 포함한 총 3종의 양서·파충류가 더 확인

되었다. 그 중 1종은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으로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이었다. 안산의 양

서류는 3종, 파충류는 1종이 확인되었으며, 양서류의

청개구리(Hyla japonica) 1종만 청음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3종은 성체를 확인하였다. 인왕산과 안산 모

두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의 법정보호종

은 분포하지 않았으며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붉은귀

거북이 확인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흐름의 다음과 같다. 기존에 조사된 종

출현자료를 이용하여 종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Maxent 모형을 선택하였다. Maxent

모형의 입력요소 구축과정에서는 종 분포 예측 대상

종을 선택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요소를 구축하

였다. 각각 입력요소를 형성한 후 Maxent 모형을 실

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1) Maxent(Maximum Entropy Approach) 모형

Maxent 모형은 비선형 모형으로서 출현자료와 환

경요인으로 생물의 분포를 예측하는 통계적 분포 모

형이다. 이 모형은 기계식 학습 모형 중 하나로 종 출

현, 비출현 등의 자료가 매우 제한되거나 통상적 통

계적 추론방법으로 확률분포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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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distribution data of Mammals and Parus Birds in Mt. Inwang and Mt. An



(Kim & Kwon 2000; Cho et al. 2015). 출현자료와

비출현자료를 사용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만 국내에서는 비출현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런 이

유로 Maxent는 국내 생물종 분포 연구에 적합하다

(Ju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종의 출현정보만을 이용하여 서식

지 예측을 할 때 유용한 Maxent 모형을 이용하였다

(Phillips et al. 2006; Elith et al. 2006; Lee & Kim

2010). 종속변수로는 종의 출현정보와 독립변수로는

대상 지역의 환경변수를 각각 입력하면 된다(Lee &

Kim 2010). 모형의 결과는 변수의 모형기여도,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래프,

변수의 반응곡선, 종 분포 확률지도 등으로 나타난다

(Kwon et al. 2012). 모형의 설명력 검증은 ROC 곡

선의 AUC(Area Under the Curve) 값을 통해 알 수

있고, AUC값은 0.5~1 사이의 값이다. 모형의 신뢰

성 검증은 5회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3.3e버전의 Maxent

software를 사용하였다.

2) 대상 종 선정

Maxent 모형에 적용할 대상 종은 생태조사에서

획득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출현정보를 바

탕으로 포유류 및 조류로 선정 하였다. 양서류는 물

이 고이거나 습윤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를 대표

하는 환경변수자료가 없으므로 대상 종에서 배제되

었다. 또한, 파충류는 출현 종 자료의 한계로 생물분

포 모델 모형에 적용할 수 없어 배제하였다.

Maxent 모형의 생물종 서식지 예측모형은 출현자

료가 최소 7개 이상 이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다(Elith et al. 2006; Kwon et al. 2012; Shin 2013).

하지만 포유류 6종(두더지, 너구리, 족제비, 청설모,

다람쥐, 등줄쥐)은 출현자료가 적어 각각 분석하기

어려워, 모두 중소형 포유류로 서식지 면적이 좁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구분 없이 총 23개의 출현자료를

사용하였다(Figure 4). 조류의 경우에는 산림에서 흔

히 관찰되는 박새류인 박새(Parus major), 쇠박새

(P. palustris), 곤줄박이(P. varius)의 총 15개 출현

지점을 적용하였다(Figure 2). 박새, 쇠박새, 곤줄박

이는 서로 다른 종끼리 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의존

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 그룹으로 묶어 서식지를 파

악하였다(Jablonski & Lee 2002). 대상 종인 다람

쥐, 너구리, 쇠박새, 박새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

한 목표종 선정에 관한 연구(Choi et al. 2008)에서

1등급에 해당되고, 족제비, 두더지, 청설모, 곤줄박

이는 2등급에 해당되어 본 연구에서의 인왕산과 안

산의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종 분포 연구 대상으

로도 의미가 있다.

3) 모형변수 구축

기존의 서식지 관련 연구 및 대상종과 관련한 문헌

에서 포유류와 조류는 지형(경사, 향, 표고, 암반), 식

생(식생유형, 피복유형), 거리(도로로부터의 거리,

수계로부터의 거리)등의 인자가 서식지 이용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Maxent 모형의

독립변수는 지형, 식생, 거리 3가지로 분류하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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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atial factors related to inhabitation of target species
Classification Variable Description Data Type Source

Topography

DEM Digital Elevation Model Continuous
Digital topographic map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1)

Slope Gradient Continuous
Hillshade A shaded relief raster Continuous
Aspect A topographic slope faces(compass direction) Continuous

Vegetation

Age Age-class from forest map Categorical

Forest map
(Korea Forest Service) (2009~‘14)

Diameter Diameter-class from forest map Categorical
Density Density-class from forest map Categorical
Group Species of tree Categorical

Distance
Forest Edge Distance from edge forest to interior Continuous Land cover map 

(Ministry of Environment) (2014)Road Distance from Road Continuous



항목을 설정하였다(Table 1). 인왕산과 안산의 공간

적 규모는 서울특별시 서북부지역의 일부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기후요소가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여 기후요소를 모형변수로 설정

하지 않았다. 모형변수 구축에 사용된 지형인자는 수

치지형도에서 고도변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한 후 음영기복도(Hillshade) 및 향

(Aspect)을 구축하였다. 식생인자는 임상도에서 영

급(Yung), 경급(Kung), 밀도(Denstiy) 및 수종

(Group)을 생성하였다. 거리인자는 토지피복도의 산

림지역과 도로를 이용하여 산림지역의 경계로부터

산림내부의 거리 및 도로로부터의 거리 변수를 생성

하였다. 모든 모형변수는 ESRI사의 ArcGIS 10.3.1

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이때 인왕산과 안산과 같이

소규모를 대상으로 한 종분포 예측이기 때문에 인왕

산과 안산 내부 서식처 변수의 격자크기는 공간정보

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20m × 20m

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Maxent 모형 적용 결과

1) 포유류 서식지 예측

포유류의 분포 예측에 관한 변수의 기여도와 모형

의 검증력을 나타내는 ROC 곡선의 AUC 값을 나타

내었다(Table 2). AUC값이 0.7이상일 때, 모형의 설

명력이 적절하다고 본다(Phillips & Dudik 2008).

본 연구에서 포유류 서식지 예측을 위한 모형의 AUC

값은 0.817이므로 모형결과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

5회의 교차검증을 사용한 Jeong et al.(2015)의 연구

에서 고라니의 서식지적합성 AUC값은 0.79, 0.67였

으며, Cho et al.(2015)의 참매(Accipiter gentilis)

서식지 예측의 AUC값은 0.653로 해당 연구에서

0.653란 값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Shin

et al.(2015)의 연구에서 종풍도의 5cv-AUC값은

0.798~0.9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총 10개의 환경변수 모두 서식지예측에 기여를 하

고 있었으며, 수치표고자료이 가장 기여도가 높게 나

타났고, 다음으로 산림지역의 경계로부터 산림내부

의 거리, 수종 순으로 기여도가 높다. 경사도와 영급

의 기여도는 각각 2.9%, 0.4%로 낮았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Table 2). 포유류의 경

우 지형의 높이(표고)에 따른 산림지역과 산림의 경

계와 먼 내부 서식지를 선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서식하려는 특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인다.

Maxent 모형 결과 포유류 서식지 예측 도면을 아

래에 나타내었다(Figure 3). 인왕산과 안산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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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edicted potential geographic distributions for
mammals. Maxent produces a continuous
prediction with values ranging from 0 to 1.

Table 2.  Contribution of 10 variables and Area Under the
Curve(AUC) of Maxent model of mammals

Species Variable Contribution(%) AUC[0-1]

Mammals

DEM 34.0

0.817

Forest Edge 24.8
Group 10.0
Diameter 6.4
Aspect 5.6
Hillshade 5.5
Road 5.4
Density 5.1
Slope 2.9
Age 0.4
Total 100



배경인 시가화 지역은 대체로 출현확률이 ‘0’에 가깝

게 나타났다. 대체로 산림지역인 인왕산과 안산의 내

부일수록 서식확률이 ‘1’에 가까웠다. 하지만 완전 고

도가 높은 지역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낮은 산림에도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종이 아닌 다양한 생태

적 특성을 지닌 포유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실제

로 너구리의 경우에는 깊지 않은 산림을 선호하는 특

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Choi & Park 2006).

결국 한 종이 아닌 5종의 포유류 분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종의 생태적인 특징을 고려한 잠재적

인 서식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가화 지역이

아닌, 인왕산과 안산의 내부가 포유류 생물의 주요

서식지임을 알 수 있다.

2) 박새그룹 서식지 예측

박새그룹의 AUC값은 0.886로 포유류그룹과 마찬

가지로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한 결과를 가진다.

박새그룹의 경우에도 10개의 환경변수 모두 박새류

서식지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 수치표고자료, 도로로

부터의 거리 순으로 서식지예측에 기여를 하고 있었

으며, 특히 경급, 향, 음영기복도 및 산림지역의 경계

로부터 산림내부의 거리는 기여도가 1%보다 낮다

(Table 3).

이는 지형의 높이(표고)에 따른 산림지역에 대한

선호도와 도로의 유무가 서식 분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박새류는 산림에서 흔히 발견되는 새이

지만 산림내의 고도가 박새류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Maxent 모형 결과와 고도 차이에 의한 기

온변화가 박새류의 번식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Kim & Oh 20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Maxent 모형에 따른 박새그룹의 결과 도면은 다

음 아래와 같다(Figure 4). 산림지역인 안산과 인왕

산의 내부일수록 서식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1’에 가

까웠다. 특히 포유류 보다 박새류의 경우 안쪽으로

갈수록 규칙적으로 더 뚜렷하게 서식확률이 높아지

고 있다. 이는 박새류가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종임을

나타내주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새그룹의 서식지는 산림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변 서식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교적 낮은 산림에 분포하는 포유류의 서식지와 달

리, 매우 규칙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박새의 서식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림지역 내에서

도 박새류가 출현하는 빈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Maxent 모형 예측 결과, 포유류와 박새류 모두 산

의 외부보다는 내부에 출현확률이 높았다. 산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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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redicted potential geographic distributions for
Birds. Maxent produces a continuous prediction
with values ranging from 0 to 1. Value ‘1’
indicated high probability of habitat use.

Table 3.  Contribution of 10 variables and Area Under the
Curve(AUC) of Maxent model of Birds

Species Variable Contribution(%) AUC[0-1]

Birds

DEM 39.6

0.886

Road 35.4
Density 8.2
Group 7.5
Age 5.5
Slope 2.4
Diameter 0.8
Aspect 0.5
Hillshade 0.1
Forest Edge 0.14
Total 100



에서는 포유류와 박새류의 은신처 및 먹이가 지형적

인 요인 및 거리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왕산과 안산 사이의 도로와 시가화 지역의 포유류

및 박새류 출현은 거의 ‘0’에 가깝게 예측되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가까운 산림이지만, 생물 종 이동이 거의

없는 매우 단절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므로 단절된 인왕산과 안산의 녹지축을 연결함으로

써 생물 종의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종 분포 모델링을 위해 사용된 생물종

조사의 출현자료의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

므로 Maxent 모형을 이용한 종 분포 모델링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서울 도심에서의 생물종의

출현, 비출현자료가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연

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종 구분 없이 한꺼번에

Maxent 모형을 돌린 결과, 각 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지 선호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행연

구와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새류는 일

반적으로 산림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화지역에서도

서식함으로 박새류 분포 예측에도 한계점이 있지만

산림내부의 서식처를 예측하는데는 적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 속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도

심 내 산림의 종 분포 연구를 시행했다는 점이 의의

가 있다. 이러한 생물 종 분포 연구는, 앞으로 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인간 중심이 아닌, 생물 종들

의 잠재 서식지를 파악하여 그들의 서식지가 단절되

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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