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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pose the site selection plan for the restoration of the target Reeve’s 

turtle (Maunemys reevesii) habitat and has developed the AHP model to select the optimal site for 

Reeve’s turtle habitat restoration on the basis of the Reeve’s turtle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items (factors and variables). The assessment areas were established by the Reeve’s turtle HSI factors 

such as breeding space, feed, cover, water, threatening factors and others and the sub-assessment items 

by each assessment area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Reeve’s turtle HSI variables. The weighting 

values of the assessment areas and items were calculated by the developed AHP method. The 

weighting values of the 5 assessment areas were arranged in order as breeding space(0.293), 

food(0.273), water(0.217), cover(0.113), and threatening factor(0.104). The final weighting values of 

the 17 assessment items were arranged in order of height as all kind of food(0.222),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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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0.096), altitude of spawning ground(0.093). The scoring criteria according to the assessment 

items and factors were marked and applied by equal intervals considering the criteria by HSI items 

of the Reeve’s turtle and finally the scoring criteria diagram as been proposed for the optimal site 

selection of the Reeve’s turtle habitat restoration.

Key Words：Endangered Species, Reptiles, Freshwater Turtle, Ecological Restoration,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I.서  론

남생이(Maunemys revesii)는 충강(Reptilia) 

거북목(Testudines) 남생이과(Geoemydidae)에 속

하는 민물거북으로 과거 우리나라 역에 분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간의 무분별한 개

발로 서식지가 괴되거나 단 되어 재 자연

에서 그 개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바다거북을 제외한, 남생이와 자라

(Pelodiscus maacki) 등 2종의 토종 민물거북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도입된 Trachemys속

의 종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

다(NIBR, 2012).

남생이 개체군의 감소 원인으로는 서식지 

괴와 남획 이외에도 남생이와 유사한 서식지를 

이용하는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과 

노랑배거북(T. scripta scripta), 보석거북(Ocadia 

sinensis) 등의 외래종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무

차별 으로 방사되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NIBR, 2012). 남생

이는  세계 으로 야생상태에서 멸종 험이 

높은 종으로 IUCN 색목록 멸종 기종(EN, 

Endangered)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http://www.iucnredlist.org), 우리나라에는 환경

부 지정 멸종 기Ⅱ 이자 문화재청 지정 천연

기념물 제453호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Jo, 

2014). 

남생이는 생태계 구성원  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류군으로 수생생태계와 육상생태

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해서 반드시 리가 필

요한 종이다(Shim et al., 2015). 남생이와 같은 

생물종의 서식지는 유형화하여 지도화 할 수 있

으며, 서식지 합성 지수(HSI)를 활용하여 보

호가치가 높은 서식지를 도출할 수도 있다(Kim 

et al., 2013).

서식지 합성 지수를 이용한 생물종별 서식

지 합성 평가 측 모형 개발은 이미 1980년

 후반부터 미국과 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

국에서는 개발 사업에 있어 생물종별 서식지 유

형분류  분포를 조사하여 도면화하여 활용하

고 있다(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80). 

환경 향평가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수질, 

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분야의 황조사 

 향 측을 한 모델이 크게 발 한 반면, 

개발로 인한 동식물상의 서식지 괴  생태

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개발은 거의 이

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선진국과 달리 생물

종  서식지에 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생물종에 해서만 서식지 

분포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13).

서식지 합성 지수(HSI)란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의 질을 정량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1)로 구성요소와 변수에 따른 기  도

출을 통해 특정 생물종의 서식을 한 요구조건

을 제시할 수 있다(Shim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남생이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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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 남생이 서식지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도출할 수 있는 각 항목별 평가 기 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여 남생이 서식지 

복원 상지로 보호가치가 높은 서식지를 도출

할 수 있는 평가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남생이의 서식지 복원을 한 상

지 선정 기  마련을 하여 Saaty(2001, 2008, 

2012)에 의해 개발된 다기 의사결정방법의 하

나인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상지 선정 기 을 마련하

다. 한 이를 활용한 남생이 서식지 모형 개발

은 1) 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 AHP 

구조 모형의 개발, 2) 설문조사, 3) 가 치의 산

정, 4) 일 성 검증, 5) 용(배  기  제시)의 5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1.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 AHP 구조 

모형 개발

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 AHP 구

조 모형 개발을 해서 Kim et al.(2013)이 제시

한 남생이 HSI 변수를 활용하 다. 제1계층은 

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으로 설정하

고, 제2계층은 HSI의 구성요소를 심으로 설

정하 으며, 제3계층은 HSI의 구성요소별 변수

를 심으로 설정하 다. 

2.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양서․ 충류 생태 연구  생태

복원에 종사하는 실무경력 만 5년 이상인 문

가 25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2)

AHP 분석은 문가를 상으로 비교를 

통하여 기 간의 우선순 와 요도를 산정하

기 때문에 표본이 클 필요가 없다(Kim, 2006). 

일반 으로 설문조사의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

성 확보나 유의성 확보를 해서 일정 수 이상

의 표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AHP 분석은 문

성과 논리일 성이 제되는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KRF, 2007).

설문조사는 인간의 주 화된 선호정도를 수

량화된 가치로 할당하기 해 Saaty의 9  척도 

비교 방식을 사용하 으며 상 기 에 

한 제2계층 평가인자의 요도 역시 9  척도 

비교 방식으로 비교하고, 마찬가지로 상

기 에 한 제3계층 평가인자의 요도를 평

가하 다.

3.가 치 산정

상  요도(가 치)를 산정하기 해 Saaty 

(2001)가 제안한 고유치-고유벡터 계산방법을 

사용하 다. 련 계산과정은 MS Excel 2010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4.일 성 검증

AHP분석은 문가의 주  단을 기 으

로 하기 때문에 각 평가 항목에 한 설문자들

의 일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ae, 2013). 

이러한 일 성 검증을 해 Saaty(2001)가 개발

한 일 성 비율(Consistency Rate; CR)을 산출

하 다. 

Saaty는 일 성 비율 값이 0.1 이내인 경우에

는 신뢰할 수 있는 만족스런 수 으로 보았고, 

AHP에 한 이해가 낮은 사람들을 상으로 

할 경우, 0.2미만이면 허용범 의 일 도라고 

1) HSI란 동일한 목표종에 하여 최 의 서식지 조건  연구 상지역의 서식지 조건의 비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Shim, 2004).

HSI ＝
연구 상지역의 서식지 조건

최 의 서식지 조건

2) 충류 생태연구  생태복원 련 문가  남생이의 생태  특성을 잘 아는 문가를 심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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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Ⅰ

Level Ⅱ

Level Ⅲ

Figure 1. The AHP model for the optimal site selection of the Reeve’s turtle (Maunemys reevesii) habitat restoration.

단하는 기 을 제시하 다(Saaty, 1980; Lee, 

2003; Suh and Yang, 2004).

본 연구에서는 설문 분석 결과 일 성 비율

(CR값)이 0.1이상인 값은 제외하고 요도(가

치) 분석을 실시하 다. 

5. 용(배  기  제시)

연구 결과를 남생이 서식지 복원 치 선정

을 단하는데 실질 으로 용하기 하여 남

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 배  기 표

를 제시하 다. 이 기 표는 남생이 서식지 복

원 최  치 선정 AHP 구조 모형의 평가항목

과 산출된 가 치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배  

기 은 Kim et al.(2013)의 HSI 항목별 기 을 

근거로 제시하 다. 

III.연구 결과  고찰

1.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 AHP 구조 

모형 개발

1) 제1계층 설정(의사결정문제의 정의)

남생이 서식지 복원의 1차 목 은 남생이의 

멸 방지이며, 이를 해 최 의 서식지 복원 

치를 선정하는 것이 남생이 서식지 복원에 

있어 매우 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제1계층은 

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으로 설정

하 다.

2) 제2계층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서식지 합성 지수(HSI)를 

활용하여 남생이 서식지 복원의 치 선정과 

한 계를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 구성 

요소인 번식 공간, 먹이, 은신처, 물, 요소 

등으로 구분하 다.

3) 제3계층 설정

제2계층(번식 공간, 먹이, 은신처, 물, 요

소)에 따른 제3계층은 남생이 서식지 합성 지

수(HSI)의 구성요소별 변수를 심으로 설정하

다. 공간에 해서는 산란지 고도, 수지 면

, 모래톱 면 , 제방 면 , 주변 강(수계)과의 

거리, 주변 산림  경작지와의 거리를 설정하

다. 먹이에 해서는 먹이원의 종류, 수 의 면

을 설정하 다. 은신처에 해서는 돌  통나무 

개수, 토질을 설정하 다. 수환경에 해서는 수

심 1.5m 이상, 습지 수생식물의 피도, pH, 탁도로 

설정하 다. 요소에 해서는 인간의 이용

형태, 도로  주거지와의 거리, 외래종의 서식종

류로 설정하 다. 제3계층의 설정에 있어 평가항

목의 독립성, 개념  크기(conceptual magnitude)

의 동일성, 상  기 의 평가 인자에 포함됨 등

의 설정 원칙(Jang, 1998)을 고려하 다.

최종 으로 Kim et al.(2013)의 남생이 서식

지 합성 지수(HSI)를 활용한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 AHP 구조모형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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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rs.

Gender Affiliation field Major field Research career

Male
18 people

(90%)

Research 

Institute

7 people

(35%)
Ecology

12 people

(70%)

Below 10 

years

7 people

(35%)

Education 

Institute

7 people

(35%)
11~15 years

6 people

(30%)

Female
2 person

(10%)

Public 

Office

1 person

(5%)

Ecological 

restoration

8 people

(30%)

16~20 years
2 person

(10%)

Private 

Enterprise

3 person

(15%) Over 20 

years

5 people

(25%)
Others

2 person

(10%)

2.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5년 2월과 4월에 시행하 으

며 총 25부를 이메일로 보내 25부 량을 회수

하 다. 회수된 설문지 25부에 한 일 성 비

율을 산출하여 0.1을 과하는 설문지는 제외하

고 일 성 비율이 0.1 이하인 유효한 표본 20부

의 설문결과를 분석하 다. 

AHP 수행 시 표본수에 해서 Lee(2000)는 

필요한 문제에 한 실무지식과 문  경험이 

있는 집단의 규모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 일 때 

10명 이내로도 충분하다고 하 다. 한편, KDI 

(2000, 2008)는 AHP를 통한 비타당성조사 수

행에 있어 통상 3∼4명 내외의 문가를 평가

에 참여시켰으며 결정 참여자의 수가 문가 3

명 이상일 경우 분석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

다. 즉 AHP의 분석 시 유효표본수에 집 하기

보다는 어떤 문가 집단을 선정하 느냐, 응답

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 성을 가지고 응답하

느냐가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Kim et al., 

2007). 따라서 AHP기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들

을 검토한 결과 일 성이 확보된 20명은 당

한 표본 수라 단된다.

유효한 응답자 20명은 부분 박사학  소유

자로 연구 경력 10년 이하 7명, 11년 이상 6명, 

16년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Table 1), 남

생이의 서식지 복원 상지 선정을 한 평가항

목  평가요소에 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3.가 치 산정

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을 해 

평가항목에 한 문가 설문 결과를 토 로 

 비교 행렬을 작성하고 표 화 행렬 과정을 

통해 각 평가항목의 가 치(상  요도)를 산

정하 다(Table 3).

번식 공간, 먹이, 은신처, 물, 요소 등 5

개의 평가 역 간 가 치 산정 결과, 번식 공간

(0.293), 먹이(0.273), 물(0.217), 은신처(0.113), 

요소(0.104)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 평가 역의 하  평가항목 간 가 치 산

정 결과, 산란지 고도(0.314), 수지 면 (0.228), 

모래톱 면 (0.147), 주변 강(수계)과의 거리

(0.143), 주변 산림  경작지와의 거리(0.118), 

수지 내 제방 면 (0.049) 순으로 나타났다. 먹

이의 경우 먹이원 종류(0.813)가 수 의 면

(0.18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은신처는 돌  통

나무 개수(0.589)가 토질(0.411) 보다 높게 나타

났다. 물의 경우 수심 1.5m 이상(0.442), 습지 수

생식물의 피도(0.347), pH(0.112), 탁도(0.100)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요소는 인간의 이

용 형태(0.4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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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ssessment items and factors for the optimal site selection of the Reeve’s turtle (Maunemys reevesii) 

habitat restoration.

Optimal site 

selection of the 

Reeve's turtle 

(Maunemys 

reevesii) 

habitat 

restoration

Assessment 

area
Assessment item Assessment factor

Breeding 

space

Area of reservoir Habitat area of Reeve’s turtle

Altitude of spawning ground Altitude of spawning area

Area of sandbank in a river Ares of spawning ground

Rate of bank in a reservoir
Disturbance factor of inhabit for Reeve’s 

turtle

Distance from forest and cultivated land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habitat and its surroundings

Distance from hydrospheres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main 

habitat and hydrospheres

Feed
Rate of water grass

Habitats space being the food resource 

of Reeve’s turtle

All kinds of food Diversity of food resources

Cover

Number of Stones and a log The place of sunbath for Reeve’s turtle

Soil quality
Space for Reeve’s turtle can burrow and 

hide underground

Water

Coverage of emerged plants on wetland

(Ratio of open water)

Cover of Reeve’s turtle larvae and 

habitat of the food source

Water depth (1.5m over) Frost penetration depth in water

Turbidity of water
Water quality of Reeve’s turtle spawns 

and the larvae lives in

pH
pH of Reeve’s turtle spawns and the 

larvae lives in

Threatening 

factor

Distance

Distance from streets and residential area 

to Reeve’s turtle spawns and the larvae 

lives in

Human disturbance

Fishing, Jogging, Recreation, Illegal 

poaching ect of their habitats contributed 

to this decline in population

Introduced species
Introduced species also pose a serious 

threat to baby Reeve’s turtle and egg

주거지와의 거리, 외래종의 서식 종류가 동일하

게 0.285로 나타났다.

17개의 평가항목  최종가 치는 먹이원 종

류(0.222), 수심 1.5m 이상(0.096), 산란지 고도

(0.0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일 성 검증

분석 자료의 신뢰도와 산정된 가 치의 논리

 일 성을 검증하기 하여 일 성 비율(CR)

을 산출하 다. 산출 결과, 5개 평가 역들의 

가 치의 일 성 비율은 0.062이며, 번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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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outcomes of calculated weighting values of the assessment items for the optimal site selection of 

the Reeve’s turtle (Maunemys reevesii) habitat restoration.

Assessment 

area

High levels of 

weighting values
Assessment item

Low levels of 

weighting values

Final weighting 

values (rank)

Breeding 

space
0.293

Area of reservoir 0.228 0.066 (06)

Altitude of spawning ground 0.314 0.092 (03)

Area of sandbank in a river 0.147 0.043 (10)

Rate of bank in a reservoir 0.049 0.014 (17)

Distance from forest and cultivated land 0.118 0.035 (12)

Distance from hydrospheres 0.143 0.042 (11)

Feed 0.273
Rate of water grass 0.187 0.051 (07)

All kinds of food 0.813 0.222 (01)

Cover 0.113
Number of Stones and a log 0.589 0.067 (05)

Soil quality 0.411 0.046 (08)

Water 0.217

Coverage of emerged plants on wetland

(Ratio of open water)
0.347 0.075 (04)

Water depth (1.5m over) 0.442 0.096 (02)

Turbidity of water 0.100 0.022 (16)

pH 0.112 0.024 (15)

Threatening 

factor
0.104

Distance 0.285 0.030 (13)

Human disturbance 0.430 0.045 (09)

Introduced species 0.285 0.030 (13)

평가 역의 6개 평가항목들의 가 치의 일 성 

비율은 0.060, 물의 경우 4개 평가항목의 일

성 비율은 0.017, 요소 3개 평가항목의 가

치의 일 성 비율은 0.001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평가항목의 가 치는 모두 일 성

을 확보하 다.

5. 용(배  기  제시)

평가항목  평가요소는 남생이 서식이 특성 

 자료 취득이 용이하고 정량화  수치화가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 으며, 배 기 은 남생

이의 HSI 항목별 기 을 고려하여 등 간격으로 

수화하 다(Table 4). 따라서 남생이 서식지 

복원을 한 최  치 선정 기 표는 각각의 

사업 상지에 한 계량화가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Hong et al., 2014). 지

까지 연구된 남생이 서식지의 재평가  각 서

식지별 가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IV.결  론

본 연구는 남생이 서식지 복원에 필요한 상

지 선정 기 을 마련하기 하여 남생이의 서식지 

합성 지수(HSI)를 바탕으로 다기 의사결정방

법의 하나인 계층분석방법(AHP)을 이용하여 각 

평가항목에 한 가 치를 산출하여 남생이 복원 

상지 선정 기 을 마련한 것으로 단한다.

각 평가항목에 한 가 치를 산출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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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coring criteria diagram for the optimal site selection of the Reeve’s turtle (Maunemys reevesii) habitat 

restoration.

Assessment 

area
Assessment item

Scoring criteria Weighting

values5 4 3 2 1

Breeding 

space

Area of reservoir >1ha >0.8ha >0.6ha >0.4ha >0.2ha 0.066 (06)

Altitude of spawning ground ≤100m ≤80m ≤60m ≤40m ≤20m 0.092 (03)

Area of sandbank in a river >10㎡ >8㎡ >6㎡ >4㎡ >2㎡ 0.043 (10)

Rate of bank in a reservoir <10% <20% <30% <40% >40% 0.014 (17)

Distance from forest and 

cultivated land
≤20m ≤40m ≤60m ≤80m ≤100m 0.035 (12)

Distance from hydrospheres <200m <400m <600m <800m >800m 0.042 (11)

Feed

Rate of water grass <25% <20% <15% <10% <5% 0.051 (07)

All kinds of food
≥5

species

4

species

3

species

2

species

1

species
0.222 (01)

Cover
Number of Stones and a log ≥10개 ≥8개 ≥6개 ≥4개 ≥2개 0.067 (05)

Soil quality (mud or silt) >30cm 30cm <30cm 0.046 (08)

Water

Coverage of emerged plants 

on wetland

(Ratio of open water)

30% 20% 10% 0.075 (04)

Water depth (1.5m over) >80% >60% >40% >20% >0% 0.096 (02)

Turbidity of water <1 <2 <3 <4 >4 0.022 (16)

pH 7.2-8.0
8.1-9.0

6.0-7.1

>9.0

<6.0
0.024 (15)

Threatening 

factor

Distance >200m >150m >100m >50m >0m 0.030 (13)

Human disturbance 1ea 2ea 3ea 4ea 5ea 0.045 (09)

Introduced species 0 species
1

species

2

species

3

species

>3

species
0.030 (13)

여 야생동물 서식지 구성 요소인 번식 공간, 먹

이, 은신처, 물, 요소 등 5개의 평가 역으

로 구분하 고 각 평가 역별 하  평가항목은 

남생이 서식지 합성 지수(HSI)의 변수를 바

탕으로 구성하 다. 

각 평가 역별 가 치를 분석한 결과 번식 

공간 0.293, 먹이 0.273, 물 0.217, 은신처 0.113, 

요소 0.104 순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남생

이 서식지 복원 상지를 선택하기 해서는 번

식을 한 환경조건이 가장 요하며, 그 다음

으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먹이 자

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요한 평가항목

으로 밝 낼 수 있었다.

각 평가 역별 하  평가항목 간 가 치 산

정 결과, 번식 공간의 경우 산란지 고도 0.314와 

수지 면  0.228이 요한 평가항목으로 밝

졌으며, 주로 고도에 형성되어 있는 하천이나 

농경지 주변 수지에서 서식하는 남생이의 생

태  특성으로 볼 때 고도는 매우 요한 서식

지 선택 요인  하나로 생각된다(KN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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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의 경우 먹이원 종류 0.813가 수 의 면  

0.187 보다 높게 나타나 안정 이지만 한정된 종

류의 먹이원을 공 할 수 있는 수 보다는 다양

한 종류의 먹이원이 존재하는 것이 남생이가 서

식하는데 더 요하다는 것을 밝 낼 수 있었다. 

은신처의 경우 돌  통나무 개수 0.589와 토질 

0.411로 모두 높게 나타나 변온동물인 남생이가 

일 욕을 통하여 체온을 올리고 외부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장소와 동면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질 모두 남생이의 요한 서식지 선택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의 경우 수심 1.5m 이상 

0.442과 습지 수생식물의 피도 0.347로 요한 

평가항목으로 밝 졌으며, 수심이 1.5m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남생이의 동면과 련하

여 물이 얼어 붇는 동결 심도와 련이 깊은 것

으로 생각한다(Kim et al., 2013). 요소는 인

간의 이용 형태 0.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어로행 와 체육활동 같은 인간의 직

인 간섭이 더 인 요인으로 단된다. 그

러나 낚시터나 어업행 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

은 수지에서도 남생이가 발견되는 사례가 있

었고(KNP, 2013), 재 붉은귀거북이나 보석거

북과 같은 외래종과의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남생이 서식지 복원에 필요한 

상지 선정 기  마련을 하여 17개의 평가항

목  먹이의 종류 0.222, 수심 1.5m 이상 0.096, 

산란지 고도 0.092 등의 순으로 평가항목에 

한 가 치를 달리하 다. 그리고 평가요소에 따

른 배 기 은 남생이 HSI의 항목별 기 을 고

려하여 등 간격으로 수화하여 남생이 서식지 

복원 최  치 선정 배  기 표를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배  기 표는 향

후 남생이 체서식지 조성 시 복원 상지의 

치를 선정할 수 있는 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생태계보 력 반환사업

과 자연마당 같이 도심 내 멸종 기종 서식지 

복원 사업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배  기 표를 

장에 용하기 해서는 서식 환경 조성에 한

계를 가지고 있는 장의 실을 감안할 때 향

후 서식지 복원을 한 최 지 선정 연구와 공

간조건과 련된 하  계층의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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