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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류는 복잡한 생태계의 상태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생물 지표종으로써, 서식지 관리를 통한 효

율적인 보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창원시를 대상으로 산림성 조류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

는 서식지 변수를 GIS기법으로 추출하여 서식지 예측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35지점에 출현한 산림성 조류는 총 5목 15과 26종 922개체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를 종속변수, 서식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서식지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식생지수’, ‘계곡으로부터의 거리’, ‘혼효림으로부터의 거리’, ‘밭 면적’ 등 4개의 변수가 유의성을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상관계수 0.735, 절대평균오차비율(MAPE) 20.7%로 비교적 합리적인 예측으로 판단되었으며,

구축된 모형을 활용하여 서식지 예측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현장조사를 근거로 조사되지

않은 지역의 종다양도를 예측 할 수 있어 향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전략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주요어 : 종다양도, 서식지 모델링, 예측지도

ABSTRACT

A bird is needed efficient conservation through habitat management, as the representative of

an organism to evaluate the steady of complex ecosystem. So, this study will offer the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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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data for preserving habitat from now on, as presenting a estimating model with the GIS

program which selected factors effecting the habitat of a forest-dwelling bird in Changwon.

As the resort of the survey, the number of forest-dwelling birds living in the 135 survey

sites were 5 order, 15 family, 26 species and 922 individual. Also, as the result of making

habitat analysis into a predict model, ‘NDVI’, ‘Distance to valley’, ‘Distance to mixed forest’

and ‘Area of field’ were significant and they had R-squares of 51.3%. Next, as the resort of

researching the accuracy of Model, it was a reasonable prediction, 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0.735 and MAPE is 20.7%, and a predict map of habitat was made with the model. This

map could predict species diversity of no investigated areas and could be an useful basic data

for preserving habitat, as an on-the-spot survey.

KEYWORDS : Species Diversity, Habitat Modeling, Prediction Map 

서  론

생물다양성은 좁은 의미로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의미하

며, 넓은 의미로는 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각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이 살

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

다. 세계자연보호재단(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수백만 여종

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

양한 생태계 등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

의 풍요로움’ 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생물다양성은 오늘날 생태계를 유지시

키고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

이 부각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주

목받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요소인 생

물은 식량, 의약품, 목재 등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생태계를 안정하

게 유지하는 기반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

물은 인류의 환경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현재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가

장 큰 원인은 생물종 서식지의 훼손이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체군 차원의 보호가 아니라 서식지 관리 차

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김진수 등,

2000), 남아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

은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종 위

기에 처한 종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실패하

였다. 이러한 실패요인은 보전 정책의 대상이

이미 멸종의 한계에 이른 종으로 계획되었으

며, 근본적 문제인 위협 종의 서식처 손실에

관하여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장우영,

2003). 따라서 멸종 위기 종이나 보호 대상 종

이 아닌 일반종의 실질적인 분포와 이들의 서

식지 관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식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정 생물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특히 복잡한 생

태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조

류가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부적절한 농약의

사용, 수질 오염, 산림, 농경지의 변화 등에 관

한 연구에 있어 적절한 대상이 되어 왔으며

조류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Tucker, 1997).

조류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산림의 엽층다양성과 조

류의 종다양성 관계를 연구한 MacArthur and

MacArthur(1961)를 비롯하여 엽층 및 수종에

따른 종다양성을 설명하는 서식지 연구가 주

를 이루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이우신과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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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대상지 

열(1995)의 연구와 같이 식생 구조를 통한 조

류 서식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

늘날에는 통계 모형을 사용하여 서식지 적합

성 모형을 찾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류 종의 분포를 도

면화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Swetnam et al.,

1998; 차수영과 박종화, 1999; 김수경 등,

2008).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GIS 적용과 서식지

분포 예측능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조류의 생태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서식지

보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우영,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창원시를 대상으로 산림성

조류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서식지 변수

를 추출하고 서식지 예측 모형을 제시함으로

써 향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경상남도 창

원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창원시는 중앙

동, 상남동 등 12개의 행정동과 북면, 대산면

등 2개의 행정면, 1개의 읍인 동읍으로 행정구

역이 분류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용도지역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중앙동과 웅남동의 경우 공업지역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상남동의 경우 상업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의 자연지형은 서북쪽의 첨산과 동쪽

의 정병산, 남동쪽의 불모산, 남쪽의 장복산과

팔용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서쪽의 웅남동

은 해안과 접하고 있어,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

유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 측면에서도 양적

으로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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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녹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창원시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

유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개발과 도시 성장에

따른 녹지 면적의 축소, 녹지의 단편화 및 고

립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홍석환 등, 2009).

2. 연구과정 및 방법

연구의 전체적인 수행과정은 그림 2에 제시

한 바와 같다. 먼저, 현장조사는 1차, 2차 조사

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는 2009년 5

월 11일부터 13일, 28일 등 총 4일 동안 105지

점, 2차 조사는 2009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 동안 84지점을 정점 조사(point count)

하였다1). 정점 조사는 한 지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관찰되는 조류를 기록하는 조사방법으로

FIGURE 2. 연구수행과정

(최창용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를 중

심으로 반경 30m의 면적(약 0.3ha) 내부에 출

현하는 종과 개체수를 10분간 조사하였다. 조

사지 내에서 조류의 관찰에는 기본적으로 쌍안

경을 사용하였으며, 관찰이 되지 않는 종은 소

리로 판별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조류조사 이

외에 모델링에 사용할 서식지 변수의 기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GPS를 활용하여 조사지점의

위치 자료 값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총 189

지점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숲의 내부

에 의존하는 산림성 조류만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부리도요, 왜가리 등 수계에 의존하

는 수변성 조류와 출현율의 변동이 심한 야행

성 조류만 출현한 54지점은 제외하고 최종 135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3).
 

FIGURE 3. 조사지점

다음으로 조류관련 도감과 선행연구 등 문

헌 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성 조류의 생태적인

특성과 서식지 예측모형에 관한 분석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산림성 조류의 서식

지를 예측하기 위한 서식지 변수를 추출하되

GIS상의 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추출 가능한 항

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류의 서식 가능

성은 주변의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으므로 본 서식지 모형에 사용된 서식지 변수

는 거리변수와 주변변수로 구분하여 서식처,

수환경, 먹이, 도시취락 관련 총 20개의 변수

가 채택되었다. 주변변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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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종 주서식지
합  계 출현지점

비율(%)개체수 비율(%)

Parus varius 곤줄박이 박새과 혼효림 3 0.3 1.48
Corvus corone 까마귀 까마귀과 혼효림 1 0.1 0.74
Pica pica 까치 까마귀과 인가, 논, 경작지 73 7.9 23.7
Oriolus chinensis 꾀꼬리 까마귀과 혼효림 12 1.3 5.93
Phasianus colchicus 꿩 꿩과 산, 초지, 개활지 9 1.0 4.44
Zosterops japonicus 동박새 동박새과 혼효림 2 0.2 0.74
Phoenicurus auroreus 딱새 딱새과 인가 24 2.6 8.15
Lanius bucephalus 때까치 때까치과 산, 초지, 개활지 10 1.1 6.67
Streptopelia orientalis 멧비둘기 비둘기과 산, 초지, 개활지 126 13.7 43.7
Emberiza cioides 멧새 되새과 혼효림 1 0.1 0.74
Cyanopica cyana 물까치 까마귀과 혼효림 2 0.2 0.74
Parus major 박새 박새과 혼효림 93 10.1 30.4
Cardueli sinica 방울새 되새과 혼효림 5 0.5 1.48
Paradoxornis webbianus 붉은머리오목눈이 딱새과 관목림, 개활지 189 20.5 20.7
Dendrocoposkizuki 쇠딱다구리 딱다구리과 혼효림 13 1.4 8.15
Parus palustris 쇠박새 박새과 혼효림 4 0.4 0.74
Garrulus glandarius 어치 까마귀과 혼효림 25 2.7 14.1
Aegithalos caudatus 오목눈이 오목눈이과 혼효림 15 1.6 1.48
Hirundo rustica 제비 제비과 인가, 논 11 1.2 3.7
Hypsipetes amaurotis 직박구리 직박구리과 혼효림 224 24.3 68.1
Passer montanus 참새 참새과 인가, 논, 경작지 40 4.3 5.93
Picuscanus              청딱따구리 딱다구리과 혼효림 3 0.3 2.22
Corvus macrorhynchos 큰부리까마귀 까마귀과 혼효림 32 3.5 16.3
Dendrocopos leucotos 큰오색딱따구리 딱다구리과 혼효림 1 0.1 0.74
Eurystomus orientalis 파랑새 파랑새과 혼효림 3 0.3 1.48
Cettia diphone 휘파람새 휘파람새과 관목림, 개활지 1 0.1 0.74
합계 922 100 100

TABLE 1. 출현종 현황

면적이 1ha-10ha에서 조류의 종다양성이 뚜렷

하게 변화한다는 선행연구(채진확 등, 2004)를

바탕으로 반경 100m을 기준범위로 설정하였

다. 또한 서식지 예측모형의 종속변수는 조사

된 종수와 개체수를 바탕으로 Shannon-Wiener

의 종다양도 지수(H')를 사용하였다(Shannon,

1949). 종다양도 지수는 각 조사지의 종 구성

상태의 다양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식 1과

같이 나타내며, s는 종수, pi는 i번째 종의 개

체수를 총 개체수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 
  



 log  (1)

서식지 예측모형 단계에서는 분석 가능한

135지점의 약 70%인 89지점을 무작위 표본추

출 하였으며,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를 종속

변수, 서식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계

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구축에 활용한 89지점을 제외한

46지점을 대상으로 절대평균오차비율(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값을 산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산림성 조류 종다양도 지도제작

단계에서는 앞에서 구축한 모형을 창원시 전

체에 적용한 후, 종다양도를 토지적성평가의

등급부여 방식을 기준으로 등급화 하여 서식

지 적합성 예측지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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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출현종 현황

총 135 조사지점에서 관찰된 산림성 조류는

총 5목 15과 26종 922개체로 나타났으며, 환경

부 지정 특정종인 꾀꼬리가 출현하였다. 과별

종수를 살펴보면, 까마귀과가 6종(23.0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박새과, 딱따구리과가 3종

씩(11.54%), 딱새과, 되새과가 2종씩(7.69%)이

었으며, 그 외에는 1종씩(3.85%) 나타났다. 각

과에 해당되는 개체수를 살펴보면, 직박구리과

가 224개체(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딱새과 213개체(23.1%), 까마귀과 145개체

(15.73%), 비둘기과 126개체(13.67%), 박새과

100개체(10.8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50개체 이하로 조사되었다.

최우점종은 직박구리로 224개체(24.3%)이며,

우점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 189개체(20.5%),

멧비둘기 126개체(13.7%), 박새 93개체(10.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5% 이상 우점하는

종은 까치 73개체(7.9%)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을 합하면 705개체(76.4%)로 과반수를 넘었다.

조류종 출현지점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지점

의 30% 이상의 지점에서 출현한 종은 직박구

리, 멧비둘기, 박새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박

구리는 50% 이상의 지점에서 출현하여 창원

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서식지 변수 선정 및 구축

선정된 서식지 변수들은 크게 자연적인 환

경요인과 인위적인 환경요인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자연적인 환경요인에는 서식처와 수환경

관련 변수 12개, 인위적인 환경요인에는 먹이

와 인간의 영향에 관한 변수 8개로 총 20개의

변수를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먼저 서식처 관련 변수에 있어서 수관의 수

직적 층위가 다양하고 관목층이 잘 발달한 숲

에서 조류의 관찰빈도가 높아지므로(이우신과

박찬열, 1995) 식물의 생체량, 생산량, 식물피

복비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표로 식생

지수(NDVI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선정하였다. 또한 산림의 식생구조는

조류의 번식지 및 채식지의 질과 양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식지 예측의 주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식생구조를 혼

효림, 활엽수림, 침엽수림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 거리와 주변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산림

성 조류의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우한정과 김

상욱, 1988)에서 보면 수원에 관한 서식지의

요구조건으로 물이 충분히 흐를 것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물은 생물이 생존하기 위한 필

수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류 서식지를

위한 수환경 요소로 Beven과 Kirkby(1979)의

지형습윤지수(TWI: Topographical Wetness

Index)와 저수지, 하천 등을 포함한 수원과 계

곡을 서식지 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조류의 생활에 필수적인 먹이를

제공하는 밭, 과수원 등 경작지와 인간의 이용

정도 및 간섭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도시취락

지역의 면적과 거리 등을 고려하였다. 도시취

락 변수는 도로, 건물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변수로 인공시설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으로

부터 발생되는 배기가스 및 소음, 진동 등은

조류에게 심각한 간섭 및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임신재 등, 2007).

선정된 서식지 변수들의 구축과정을 살펴보

면, 각 지점의 주변 환경여건을 반영한 식생

활력도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3일에

촬영한 Landsat TM 위성영상자료를 토대로

반경 100m내의 식생지수의 평균값을 구축하였

다. 또한 2006년 가을부터 2007년 11월까지 촬

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구축한 현존식생도

를 활용하여 산림의 식생유형을 혼효림, 활엽

수림, 침엽수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리변수

와 반경 100m이내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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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효림으로부터의 거리(m) (b) 활엽수림로부터의 거리(m) (c) 침엽수림로부터의 거리(m) (d) 수원으로부터의 거리(m)

(e) 계곡으로부터의 거리(m) (f) 밭으로부터의 거리(m) (g) 과수원으로부터의 거리(m) (h) 논으로부터의 거리(m)

(i) 도시취락으로부터의 거리(m) (j) 식생지수 (k) 혼효림 면적(m2) (l) 활엽수림 면적(m2)

(m) 침엽수림 면적(m2) (n) 지형습윤지수 (o) 수원 면적(m2) (p) 계곡 면적 (m2)

(q) 밭 면적(m2) (r) 과수원 면적(m2) (s) 논 면적(m2) (t) 도시취락 면적 (m2)

FIGURE 4. 서식지 변수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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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    리 주변 (100m)

자연적
환경요인

서식처
혼효림부터의 거리
활엽수림부터의 거리
침엽수림부터의 거리

식생지수
혼효림 면적
활엽수림 면적
침엽수림 면적

수환경
수원으로부터의 거리
계곡으로부터의 거리

지형습윤지수
수원 면적
계곡 면적

인위적
환경요인

먹이
밭으로부터의 거리
과수원부터의 거리
논으로부터의 거리

밭 면적
과수원 면적
논 면적

도시취락 도시취락으로부터의 거리 도시취락 면적

TABLE 2. 산림성 조류의 서식지 관련 변수

다음으로 생물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수환경요소로 반경 100m에 대한 평균 지형습

윤지수(TWI)와 하천, 저수로, 호소, 저수지 등

을 포함한 수원과 산림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수환경인 계곡의 면적과 거리를 각각 구축하

였다. 여기서, 지형습윤지수는 어느 한 지점에

대한 습윤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그

지점의 경사와 그 점을 통과해서 흐르는 물의

면적과 상류 배수면적의 값을 사용해서 계산

한다. 지형습윤지수를 Wi, 상류 배수면적을 A,

표면경사를 B라고 할 때 Wi = ln(A/tanB)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 밖에 먹이관련 변수는 토지피복도를 바

탕으로 밭, 과수원, 논을 각각 추출하여 반경

100m이내의 면적과 조사지점으로부터의 거리

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취락 관련 변

수에 있어서는 도로, 건물 등 인간의 영향을

나타내는 도시취락 면적과 거리를 먹이관련

변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축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구축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3. 서식지 예측모형 및 정확도 검증

종다양도 예측모형 단계에서는 산림성 조류

의 종다양도를 종속변수, 20개의 서식지 변수

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계적(stepwise)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일반

적으로 분산 팽창인자(VIF)가 10을 넘거나 공

차한계값이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

고 판단한다(장세웅 등, 2009).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가장 큰 분산 팽창인자는 2.205, 공차한

계의 가장 작은 값은 0.454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식생지수, 계곡으로

부터의 거리, 혼효림으로부터의 거리, 밭 면적

등 총 4개의 변수들이 유의한 지표로 선정되

었다. 구축된 예측모형의 결정계수(R2)는 0.513

으로 산림성 조류의 서식지 예측을 약 51.3%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본 연구의 서식지 관련 변수로 선정된 항목

을 살펴보면, 식생지수와 밭 면적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각각 0.001, 0.00003으로 종속변수

인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와 양의 관계로 분

석되었다. 식생지수가 종속변수와 양의 관계로

나타난 것은 서식지 주변 녹지면적이 넓고, 이

녹지를 구성하고 있는 식생의 활력도 및 피복

도가 높아질수록 조류의 종다양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박찬열, 1994; 이우신과 박

찬열, 1995). 밭 면적에 있어서는 밭에서 곡식

과 과실류를 섭식하기 위해서 많은 종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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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결정계수 유의확률

상수 0.470 - 2.836 0.006

0.513 0.000
식생지수 0.001 0.407 3.600 0.001
계곡으로부터의 거리 -0.0003 0.211 -2.186 0.032
혼효림부터의 거리 -0.0001 0.286 -3.064 0.003
밭 면적 0.00003 0.195 2.324 0.023

TABLE 3. 서식지 예측모형

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계곡으로부터의 거리, 혼효림으로부터

의 거리는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와 음의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곡과

혼효림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산림성

조류의 출현빈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계곡은

산림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수환경 요소로 산

림성 조류의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우한정과

김상욱, 1988)에서 보면 수원에 관한 서식지의

요구조건으로 물이 충분히 흐를 것을 제시하

고 있다. 계곡의 경우 물이 흐르고 주변으로

잡초와 관목림이 무성하여 조류가 서식 또는

번식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곡까지의 거리

가 가까울수록 종다양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혼효림은 활엽수림이나 침

엽수림과 같은 단순림보다 더 많은 먹이와 은

신처를 제공함으로 인해 혼효림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종다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이도한 등, 2008).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Y)를 종속변수로

하고 식생지수(X1), 계곡으로부터의 거리(X2),

혼효림부터의 거리(X3), 밭 면적(X4) 등 4개의

서식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축

하면 식 2와 같다.





(2)

이와 같이 구축된 예측모형의 정확도 검증

을 위해서 총 135 조사지점 중 모형구축에 활

용한 89지점을 제외한 46지점을 사용하였다.

이 지점들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구축한 종

다양도 값과 예측모형에 의해 산정된 예측값

을 상관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35로 나타

나 예측 정확도가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그

림 5).

FIGURE 5. 실제값과 예측값의 산점도

 

정확한 예측 정확도는 예측오차(Forecast

error)에 의하여 결정되며, 오차가 작으면 작을

수록 정확도는 높아진다.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오차제곱합(SSE: Sum of Square

Error), 오차제곱평균(MSE: Mean Square Error),

평균오차제곱근(RMSE: Root Mean Square

Error), 절대평균오차비율(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테일계수(Theil-U cofficient)

등이 있다. 이 중 절대평균오차비율(MAPE)2)

은 계량적 모형 간에 예측오차의 비교가 용이

하고, 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Burger et. al., 2001). 총 135 조사지점 중

46지점을 대상으로 절대평균오차비율(MAPE)

값을 산출한 결과 20.7%로 나타났으며, 이는

Lewis(1982)의 기준3)으로 볼 때 비교적 합리

적인 예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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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제 1등급 제 2등급 제 3등급 제 4등급 제 5등급 합   계

표준화 값 Zi≥0.9 0.3≤Zi<0.9 -0.3≤Zi<0.3 -0.9≤Zi<-0.3 Zi<-0.9 -
면적(km2) 45.48 113.20 36.83 41.50 58.32 294.83
비율(%) 15.4 38.4 12.4 14.1 19.7 100

TABLE 4. 종다양도 등급

4. 종다양도 예측지도 제작

산림성 조류 종다양도 지도제작 단계에서는

앞에서 구축한 모형을 창원시 전체에 적용하

여 종다양도 값을 산출한 후, 이 종다양도 값

을 등급화 하여 예측지도를 제작하였다. 등급

화 방식에 있어서는 토지적성평가의 등급부여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토지적성평가에 의

한 현행 지침에 제시된 지표들 이외에 생물다

양성 등 보전성 지표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영숙, 2003).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은 먼저, 평가지점의 종다양도

값을 표준화4)한 후, 표준화 된 값들을 표 4와

같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종다양도 값을 표준화 값으로 변환함으

로써 등급화 기준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으

며, 창원시 내에 종다양도의 높고 낮음을 상대

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측지도 분석 결과 그림 6과 같이 구축되

었으며, 종다양도 등급별 면적을 살펴보면(표

4), 제 1등급은 창원시 전체 면적의 약 15.4%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2등급은

약 38.4%로 비교적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 3등급은 약 12.4%,

제 4등급은 약 14.1%, 제 5등급은 약 19.7%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웅남동 및 중앙동의 공

업지역과 상남동 및 반송동의 주거 상업지역

은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가 4등급에서 5등

급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도시화

지역으로 녹지가 거의 없으며, 중앙동의 일부

공업지역에는 10차선의 창원대로가 관통하고

있어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 일반상업지역인 상남동은 공원녹

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고(정성관

과 이우성, 2008), 불투수 비율이 높아 서식지

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도로변이나 건물주변에 자

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자연적인 구조를 가진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대산면 지역 역시 대부분 5등급으로 조류

의 종다양도 등급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

변에 산림이 거의 분포하지 않으며, 대부분 비

닐하우스 등 시설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인

간의 간섭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한편, 북면, 대산읍, 사파동, 성주동 등 면적

이 큰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나타나 산림성 조류 서식지로서의 보존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등급으로 나타

난 불모산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인간

의 간섭이 적어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멸종위기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주요 이동통로가

되는 지역,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다

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에

는 환경부 보호야생조류인 솔개, 말똥가리, 새

흘리기, 오색딱다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지

역으로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식지를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림재해로 인

해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환경부, 1999).

이 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6), A지역은 행정구역

상 북면에 속하며, 현재 창원시 주거단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으로 종다양도 등급

이 대부분 2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

역은 주거단지개발계획 시 추가적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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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종다양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개발지

역과 보존지역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반송동과 퇴촌동 일원의 도

심지역 중앙에 입지해 있는 반송근린공원은

(그림 6, A지역) 종다양도가 1등급 및 2등급

지역으로서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시

녹지는 조류의 이동시 은신처 역할을 하므로

고립된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면

조류 종다양성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된다(차

수영과 박종화, 1999).

FIGURE 6. 산림성 조류의 서식지 예측지도

결  론

본 연구는 산림성 조류의 서식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서식지 변수를 파악하여 서식지 적

합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 생태계 관리를 위한 지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현장조사가 실시된

135지점에 출현한 산림성 조류는 환경부 지정

특정종인 꾀꼬리를 포함한 총 5목 15과 26종

922개체로 조사되었다. 최우점종은 직박구리로

224개체(24.3%)이며, 우점종은 붉은머리오목눈

이 189개체(20.5%), 멧비둘기 126개체(13.7%),

박새 93개체(10.1%)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성 조류의 서식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는 혼효림, 활엽수림 및 침엽수림으

로부터의 거리 등 서식처 요인, 지형습윤지수

등 수환경 요인 밭, 과수원 등 먹이 요인, 도

시취락 요인 등 총 20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서식지 예측모형에서는 식생지수, 계곡으로

부터의 거리, 혼효림으로부터의 거리, 밭 면적

등 4개의 변수가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예상값과 실제값의 절대평균오차

비율(MAPE)은 20.7%로 나타나 비교적 합리

적인 예측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조

사되지 않은 지역의 종다양도를 예측할 수 있

어 창원시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비슷한

녹지 규모인 타 지역의 조류 서식지를 예측하

고자 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다양도 1등급 지역은 창원시 전체 면적의

약 15.4%, 2등급은 약 38.4%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창원시에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

한 지역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산림이 위

치한 북면, 대산읍, 불모산 지역은 대부분 1등

급 및 2등급에 해당되어 지속적인 보전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불모산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조류 서식지로서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자원 및 다양성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중앙동의 공업지역과 상남동 및 반송동의

주거ㆍ상업지역은 산림성 조류의 종다양도가

대부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석되었으며, 대

산면의 시설농경지 지역 또한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산림이나 공원녹지 비율이 다른 지

역보다 낮고 인간의 간섭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자생

식물 식재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고립된

녹지의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조류의 종다

양성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예측지도는 서식지 보호를 위

한 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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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회복과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서식

처의 모양, 식생의 밀도 등 세부적인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구축한다면 모형의 정확도가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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