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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rehen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habitats and appear-

ances of Hydropotes inermis by using the biotope mapping in Daebudo Island, Ansan-si. The result

is base data to understand status and manage potential inhabitation of Hydropotes inermis in Daebudo

Island through the Maximum Entropy model. The study used 105 traces from the primary investigation

and 452 traces in the secondary investigation. The biotope types were distinquished Hydropotes inermis

habitats largest from the order of natural forest (15.1%), natural coast (13.7%), marshy cultivated land

(12.6%), and dry cultivated land (11.7%), and from the inhabitation trace results. Hydropotes inermis

appearanced biotope types were the greatest in the order of cultivated land (49.73%) > forest (18.85%)

> coast (7.00%) > grassland (6.28%). Since forests in Daebudo Island have low slope and altitude,

it was concluded that Hydropotes inermis would live in most of the forests. A high number of

Hydropotes inermis was found to appear in areas where the grassland is formed including cultivated

lands (include unused paddies and fields) and marshy grasslands, which would result in direct damage

of crops. According to the Maxent modeling analysis that used location information of Hydropo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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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mis, the AUC value was 0.635 based on the ROC curve. In Daebudo Island, areas with over 0.635

potential inhabitation value are distributed all over the place, and it was concluded that each population

would have a different scope of influence and home range. Hydropotes inermis living in Daebudo

Island have high habitat suitability mainly around the cultivated lands near the roads, but due to the

bare lands and roads, it is expected that their habitats would be fragmented and damaged, which would

have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in maintaining the Hydropotes inermis population. Also, considering

habitat disturbance, diverse methods for reducing damage including capturing some individuals within

the limit that does not disperse Hydropotes inermis population in Daebudo Island must be carried out.

Key Words: Biotope Map, Maximum Entropy Model, Habitat Suitability, Waterdeer

I. 서 론

최근 고라니(Hydropotes inermis)는 하천변과

같이 초본류가 풍부한 개활지를 선호하며, 천적

인 대형 포식동물이 사라진 산림생태계 내에서

그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 및 도로 유입으로 인한 교

통사고로 이어져 문제 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고라니는 1990년대 과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하여 개체수와 분포가 심각하게

줄어들기도 하였지만(Woo et al., 1990), 현재는

다양한 서식지에 걸쳐 살아가고 있다(Won and

Smith, 1999).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으로 서식

밀도가 높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는 수렵 동물로 지정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5). 소형 사슴과인 고라니의

로드킬은 연간 최소 6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Choi 2016a; Choi 2016b; Kim et

al. 2016).

고라니는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고유종으

로 행동생태학적 특징이 일부 알려져 있으며, 특

히, 서식지의 개방도와 개방면적에 민감한 반응

을 보인다(Jeong et al., 2015), Park and

Lee(2013)은 고라니를 대상으로 시간과 계절에

따른 행동권의 변화를 파악하고, 고라니의 토지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생태학적 연구 및 서식지

관리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다. 대부도

내 고라니 서식지 및 생태에 관한 선행 연구로

Choi(2003)는 대부도와 시화호 인공습지 주변의

고라니 서식요건은 서식지 형태에 따라 행동권

에 차이가 있는 것을 도출하였다. 최근 고라니

증가로 로드킬이 빈번해짐에 따라 주변 환경에

의한 로드킬 발생 영향요인 연구(Son et al.,

2016), 고라니 (Hydropotes inermis)의 연간 로드

킬 발생건수 추정 연구(Choi 2016a), 로드킬 저

감을 위한 유도울타리 효율성 및 개선방안 연구

(Song et al., 2011), 교외지역 도로에서 로드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한 연구(Jakubas et

al., 2018), 고라니 서식 적합성 지도와 로드킬 발

생 지점과의 비교를 통해 생태통로 설치 적합성

을 파악하는 연구도 있었다(Lee et al., 2018).

최근 들어,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

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작물

수확기에 집중적인 포획을 통하여 밀도조절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피해

방지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농민들은 유

해야생동물의 포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어서 행동권이 작고 농경지 주변에 서식하

는 고라니의 경우 지역적인 상황의 이해 없이

고강도의 포획이 실시될 경우 급격한 개체군의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2009)

현재 대부도 지역은 산림, 대송단지와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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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map of the research subject

해안가 마을, 경작지를 중심으로 고라니 출현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안산시

환경정책과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도에서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의 피해 민원과 고라니 로드킬 신고 건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라

니에 의한 경작지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포

획과 같은 직접적인 저감방안을 시행하기에 앞

서 대부도 내 고라니 서식지 현황 및 고라니 서

식 적합성을 분석하여 서식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생물군집 서식지를 나타내는 비

오톱지도화(Biotope mapping)와 고라니 위치자

료를 기반으로 MaxEnt 모형을 이용하여 서식지

적합성을 도출한 후, 경작지와 고라니 서식지

적합성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

라니 서식지 관리 및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

해예방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에 속한 대부도 전역으로 대송단지까지 포함하

여 총 62.03㎢를 설정하였다. 안산시 대부도의

자연환경 보전 정책으로 대부도 갯벌 2곳(상동

갯벌 및 고랫부리갯벌)은 2017년에 국내 13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하였고, 2018년 10

월 람사르(Ramar) 습지로 등록하여 습지를 보호

하고 있다(Figure 1 참조).

2. 조사 및 분석 방법

1) 현지조사

환경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서는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비오톱 유형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분

류-중분류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녹지비오톱

의 경우 하천, 호소 및 습지, 해안, 산림, 초지,

경작지, 조성녹지, 나지 및 폐허지로 총 8개 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라니 서식지

현황은 안산시 비오톱지도 중 고라니 서식과 관

련된 산림, 초지, 경작지 비오톱 유형을 활용하

였다. 대부도 내 고라니 출현 현황은 2019년 4～

10월까지 진행하였다. 고라니 출현 개체수 조사

는 서식지 유형을 산림, 해안, 경작지, 초지 및

녹지로 구분하고, 서식지 유형별로 2개소의 조사

구(100m×100m)를 임의로 추출하였다. 현장조사

는 선조사법(100m×100m, 조사구를 20m 간격으

로 총 5회를 실시하여 확인되는 모든 출현 흔적

을 기록)을 이용하여 서식흔적 위치좌표를 기록

하였다. 단, 흔적 당 10m 이내는 동일 개체의 흔

적으로 간주하여 1개로 기록하였다.

2) MaxEnt 분석

고라니 서식 잠재성에 관한 분석은 MaxEnt

모형을 통해 대부도 지역의 고라니 서식 가능 잠

재력을 평가하였다. 환경변수 관련 공간주제도

를 제작하기 위해서 국가기본도인 1:25,000 축척

의 수치지형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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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ategory Environment variable Data source Source

Environmental

factors
Topography

Altitude Digital topographic map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Inclination Digital topographic map

Slope Digital topographic map

Shaded relief Digital topographic map

Artificial factors Land type

Distance from the water system Digital topographic map

Distance from the road Digital topographic map

Land use type Land use map
Ministry of

Environment

Land cover type Biotope mapping
Local

government

Table 1. The factors for habitat suitability assessment

지피복도, 안산시에서 제작한 비오톱지도를 이

용하였다(Table 1 참조). 공간주제도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서식환경 관련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수의 환경변수를 선정, 모델알고리

즘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GIS 기반으로 제작하였

다. MaxEnt분석은 MaxEnt(Ver. 3.4.1) 및

GIS(Ver. Arcgis 10.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으며, 최대 엔트로피 방법(Maximum

Entropy Method)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한

후 생물종 서식환경 적합성 평가도를 제작하였

다. 분석 결과는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의 AUC(Area Under Curve)을 통

해 검증하였으며, 5회의 교차검증을 수행하였다

(Thuiler, 2003). ROC 곡선은 모델의 예측 효율

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

용해서 실제로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지 파악하

는 것이며, 민감도는 클수록 좋고, 특이도는 작

을수록 좋다. ROC 곡선의 AUC 면적이 1에 가

까울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델

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검증을 통해 곡선의

하부면적 값인 AUC(Area Under the ROC curve)

값으로 알 수 있으며, ROC는 모델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통

계학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이다. Reference Line

의 AUC는 0.5로 0.5이하의 값은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모형의 정확도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의 AUC(Area Under

Cover)값을 통해 측정하였으며(Hastie, 1992;

Thuiller, 2003; Kim et al., 2014), 교차검증을 통

하여 모형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고라니 서식 현황

1) 고라니 서식지 비오톱 현황

대부도와 인근 해안매립지 전체를 포함하는

연구대상지 62,032,112㎡ 중 고라니 서식과 관

련한 비오톱 유형을 도출하여 유형별 면적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고라니 서식지 관련 비오톱

유형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림 15.1%, 자연

해안 13.7%, 습윤지성 경작지 12.6%, 건조지성

경작지 11.7%, 인공습지는 10.1% 순 이었다

(Table 2, Figure 2 참조). 고라니는 일반종

(Generalist)으로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

고, 주연종(Edge species)으로서 농경지 주변 산

림 임연부에 서식한다(Kim, 2011). 대부도 내

고라니의 잠자리 및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림은 황금산, 뻐국산, 큰산, 선감도 일원 산

림이 해당되었다. 고라니의 휴식 및 은신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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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ope type Area (㎡) Ratio (%) Biotope type Area (㎡) Ratio (%)

B0902. Natural river 536,831 0.9 B1206. Village forest 6,441 0.0

B0903. Artificial river 42,963 0.1 B1301. Natural grassland 3,002,757 4.8

B1001. Natural marsh 312,307 0.5 B1302. Artificial grassland 73,942 0.1

B1002. Artificial marsh 6,238,162 10.1 B1401. Marshy cultivated land 7,835,941 12.6

B1101. Natural coast 8,513,519 13.7 B1402. Dry cultivated land 7,273,134 11.7

B1102. Artificial coast 441,428 0.7 B1403. Plastic tillage 177,839 0.3

B1103. Coastal structures 77,896 0.1 B1502 Artificially formed green area 991,562 1.6

B1201. Natural forest 9,390,743 15.1 B1503. Green area 2,189,630 3.5

B1202. Natural-artificial forest 1,896,333 3.1 B1601. Urban abandoned land 22,394 0.0

B1203. Artificial forest 2,381,465 3.8 B1602. Farming abandoned land 797,449 1.3

B1204. Shrub vegetation 247,890 0.4 B405. Other public facilities 5,108 0.0

B1205. Deforested and damaged land 403,025 0.6 Others 9,173,351 14.8

Table 2. Area and ratio of biotopes as Hydropotes inermis habitats in Daebudo Island, Ansan-si

Figure 2. Biotope mapping in Daebudo Island, Ansan-si

활용하는 자연해안은 대부도 북측 황금산 북사

면과 면한 대송단지 매립지 내 분포하고 있었

다. 경작지는 산림과 시가지 사이, 산림과 해안

사이에 위치하면서 고라니의 주요 먹이활동 지

역이었다. 고라니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로, 주거지 등 시가화지역 비오톱 유형은 전

체면적의 14.8%이었다. 고라니는 일반적으로

산림보다는 갈대밭이나 초지를 선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휴식, 교미, 분

만 등을 위한 주요 서식지(Zhang, 2000)로 이용

하고, 영국의 경우도 산림지역을 이용하기보다

대부분의 경우 초지나 논, 밭, 갈대밭, 소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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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s of Hydropotes inermis (Point) ▪ Traces of Hydropotes inermis (Grid)

Figure 3. Hydropotes inermis appearance in Ansan-si

에 주로 분포하는 것(Cooke et al., 1983)과 같이

현지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고라니는 인

위적 교란 서식지에서 밭을 서식지로 선호하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자연적 보전 서식지에서

고라니는 혼효림을 서식지로 선호하며, 주로 낮

에 활동한다. 또한 한 번에 충분한 섭식을 하며,

일평균 이동거리는 100m 이상으로 활동 반경이

넓었다(Kim, 2011).

2) 전체 고라니 출현 현황

고라니 1차 조사는 안산시 비오톱 지도화 현

장조사 중 고라니 출현이 확인된 8개소 지역이

포함된 소유역을 대상으로 총 105개의 고라니

서식흔적을 발견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대부도

전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총 452개의 고라

니 서식흔적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부도

내 고라니 서식 흔적은 1차와 2차 결과를 합산

하여 총 557개이었고, 이를 도면화 하였다

(Figure 3 참조). 흔적수가 0으로 나타나는 지점

은 해안 갯벌 격자와 조사 미실시 격자로 고라

니가 서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부도 북측

대송단지 내부에는 농경지, 해안습지, 하천, 초

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출입이

제한되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3) 서식지 특성별 고라니 출현 현황

안산시 대부도 비오톱 유형별 고라니 출현비

율은 경작지(49.73%) > 산림(18.85%) > 해안

(7.00%) > 초지(6.28%) > 특수지(4.85%) > 상업

업무지(2.87%), 조성녹지(2.87%) > 주거지

(2.15%) 순 이었다(Table 3 참조). 대부도 산림

은 경사도와 고도가 낮아 조사지역 내 산림의

경우 대부분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경작지(묵논, 묵밭 포함)와 습지초지

등과 같이 초지가 형성된 지역에서 현지조사 결

과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농민들

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었다. 대부도 지역의

고라니의 주된 서식지는 먹이가 많은 임연부와

경작지 주변지역이며 간척지내 초지에서도 빈

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위적 이용이 적

은 해안초지는 일반적인 경작지 및 과수원보다

단위 면적당(100m×100m) 조사에서 높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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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ope type
Number of

traces

Appearance

ratio (%)
Biotope type

Number of

traces

Appearance

ratio (%)

B01.Residential area 12 2.15 B09. River 2 0.36

B02. Commercial business region 16 2.87 B10. Lake and wetland 3 0.54

B03.Compound residential area 4 0.72 B11. Coast 39 7.00

B04. Public area 2 0.36 B12. Forest 105 18.85

B05. Industrial area 3 0.54 B13. Grassland 35 6.28

B06. Utilities area 0 0.00 B14. Cultivated land 277 49.73

B07. Traffic facility area 2 0.36 B15. Artificial green land 16 2.87

B08. Special area 27 4.85 B16. Bare land and ruined region 8 1.44

Table 3. Utilization rate of different biotopes of Hydropotes inermis habitats in Daebudo Island

Figure 4. Utilization rate of different biotopes of Hydropotes inermis habitats in Daebudo

Island

로 서식 흔적이 확인되었다(Figure 4 참조). 고

라니의 휴식처는 농경지와 인접한 산림에 위치

하고, 배후 농경지는 고라니의 주요 먹이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고라니의

서식지역에 선호하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면 농작물 피해는 고라니가 서식하는 한 일정기

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

2. MaxEnt 분석

MaxEnt(Maximum Entropy Method) 분석은

통계역학과 최대 엔트로피를 가지는 확률분포

를 설명하는 정보이론의 원리에서 개발된 다용

도 기계학습모형이다. 출현자료만을 적용할 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

점을 응용하여, 조사지역의 고라니 서식가능 잠

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행하였다. MaxEnt 모

형은 통계모형기반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공간통계분석을 위한 최소 위치자료가 필요하

며, 일반적으로 최소 7지점 이상을 필요로 한다.

대부도 고라니 분석에 이용한 위치자료는 총

557개를 사용하였다(Figure 5 참조).

고라니의 모형정확도는 0.635(표준편차

0.031)로 0.7(타당성 있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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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mission and predicted area for waterdeer b. Sensitivity vs. 1 – Specificity for waterdeer

Figure 6. Accuracy of the potential habitat model of Hydropotes inermis in Daebudo Island

Figure 5. Maxent evaluation data of Daebudo Island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모델의 적용 결과는 대

상지역에서 고라니의 출현 잠재력을 표현하는

지도로써 잠재력은 0과 1사이 값의 범위를 가

지며, 0은 출현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을 1에 가까울수록가능성이 높다는것을 의미

한다(Figure 6 참조). 그림 a는 누적 임계값의

함수로써 누락율과 예상 영역을 보여 준다.

MaxEnt 분포 모형에서는 총 10,245개의 배경

좌표와 실제좌표가 사용되었고, 위치좌표 중

255개는 훈련데이터로 85개는 평가데이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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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360′) Altitude (m) Slope (90′) Shaded relief (250′)

Water system (m) Road (m)
Land coverage

(Classification: Grade 4)

Biotope type

(Classification: Grade 5)

Figure 7. Response curves of variables afecting MaxEnt prediction

Species
Data

type
Classification

Contribution ratio

(%)

Significance weight

value
AUC

Hydropotes
inermis

Natural

factors
Topography

Altitude 38.7 34.0

0.635

Direction 15.1 9.6

Slope 2.3 3.4

Shaded relief 1.5 4.7

Artificia

l factors
Land use

Distance from the water

system
5.5 5.8

Distance from the road 22.2 26.2

Land cover 9.8 8.9

Biotope type 4.9 7.4

Table 4. Contribution ratio of habitat environment variables

용되었다.

서식잠재력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환경

변수의 기여율은 고도가 38.7%(가중치 34.0%)

로 가장 높았고,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22.2%(가

중치 26.2%)로 확인되었다. 자료의 유형이 비슷

한 토지피복와 비오톱지도는 각각의 기여율은

다르나 가중치는 약 7%에서 8%로 유사하게 서

식잠재력 평가에 사용되었다. Table 4는 Maxent

모델에 대한 환경 변수의 상대적 기여도 추정치

를 제공하였고, 첫 번째 추정치를 결정하기 위

해 훈련 알고리즘의 각 반복에서 정규화 된 획

득 값의 증가는 해당 변수의 기여에 더하거나,

람다 절대 값의 변화가 음수일 경우 차감되었

다. 두 번째 추정치의 경우, 각 환경 변수에 대

해 교육 존재 및 배경 데이터에 대한 해당 변수

의 값은 무작위로 작성되었다.

모델은 작용한 데이터에 대해 재평가되었으

며, 그 결과 AUC 훈련데이터 값의 하락이 표에

나타났고 이는 백분율로 정규화 되었다. 변수

잭나이프(통계에서 분산 및 바이어스 추정에 특

히 유용한 리샘플링 기술)와 마찬가지로 예측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변수 기여도를 주의

하여 해석해야 한다. 잭 나이프 기법은 데이터

세트에서 각 관측치를 체계적으로 제외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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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redicted habitat suitabilty

정값을 계산한 다음 계산의 평균을 찾아서 도출

하였다.

Figure 7의 곡선은 각각 다른 모델, 즉 해당

변수만 사용하여 생성된 최대 모델을 나타낸다.

이러한 그림은 선택한 변수와 다른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 유도된 의존성에 대한 예측 적

합성의 의존성을 반영하고 변수 사이에 강한 상

관관계가 있을 경우 해석하기가 더 쉬울 수 있

다. 고라니가 수변지역 및 초지를 선호하는 기

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계와 초지에서

가까운 거리, 산림에서 가까운 수로지역, 토지피

복과 비오톱은 자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고라니

출현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도 서식 고라니 위치 정보를 이용한

MaxEnt 모델링 분석결과 ROC곡선에 따른

AUC 값이 0.635으로 모형정확도에서 ‘타당성

있음’ 기준(0.7) 보다 다소 낮은 값으로 특정 서

식지 유형에 따른 선택율은 낮아 산림지역을 제

외한 대부도 전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모델링 결과 AUC값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되나, 서식잠재력이 0.635이상인 지역이 대부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 이보다 값이 높은 지역

이 구분되어 개체군별 각각의 세력권과 행동권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Figure 8 참

조). 지도상에서 빨간 색상 계열로 표시된 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고라니 출현잠재력이 높다는

것이고 고라니의 서식에 적합한 서식환경을 갖

는 지역이다.

안산시 대부도 고라니의 MaxEnt 분석 결과

조사지역은 고라니의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

으며, 간척지 인공초지와 경작지 주변 산림지

역으로 이어지는 서식 환경에 따라 서식에 적

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도 전역으로

분석값 0.635 이상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은 고라니의 주요 서식지역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른 경작지의 피해가 다소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대부도 고라니 서식특성 종합

1)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 현상은 서식지 면적이 심하게

줄어드는 동안 생길 수 있고, 서식지 면적 자체

는 크게 줄지 않으나 원래의 서식지가 도로, 전

선, 담장 등과 같이 종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다른 장애물에 의해 분할되어 생길 수도 있다.

서식지 단편화는 서식지 단위 면적당 가장자리

의 면적이 월등히 늘어나고, 분할된 서식지 중

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짧아져 종의

영속성을 위협하게 된다. 산림 내 많은 조류, 포

유류, 곤충류 등은 포식의 위험 때문에 비록 짧

은 거리라 할지라도 개방된 지역을 횡단하지 않

는다. 이에 따라 원래 개체군이 사라지게 되면,

분할된 서식지에는 다시 정착하지 않는다

(Bierregaard et al., 1992). 결국 분할된 서식지에

서의 종의 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안산시 대부도 고라니의

MaxEnt 분석에서 소형도로부터 대형도로 인근

경작지 주변으로도 서식 잠재력이 높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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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verlapping of the MaxEnt results and

roadkill areas

되었는데, 고라니는 행동권 내에 위치하는 도로

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농경지의 주위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라니는 일반

적으로 산림보다는 갈대밭이나 초지를 선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휴식,

교미, 분만 등을 위한 주요 서식지(Zhang, 2000)

로 이용한다. 영국의 경우도 산림지역을 이용하

기보다 대부분 초지나 논, 밭, 갈대밭, 소택지 등

에 주로 분포(Cooke et al., 1983)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대부도의 산림지

대의 서식지 적합성 평가에서도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9 참조). 농로와 같은

도로 유형은 주변으로 은신하기 용이한 장소가

많아 취득한 위치 좌표가 타 서식지 유형보다

많아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 분석 대상지 중에서도 도로와 인접한 경작

지를 중심으로 서식 적합성이 높으나 현재의 나

지와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편화 및 훼손이

가속화가 예상되어 향후 고라니의 개체수 유지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서식지 교란

포유류의 핵심 서식지에 공사와 같은 교란 시

설을 건립 시 유동 차량의 증가와 매연,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게 되면 교란된 지역을 회피하

게 된다. 고라니는 행동권 내에서 활동시간의

95%를 소비한다. 고라니는 산림 능선부의 은신

처를 중심으로 243～635m 범위 내의 농경지와

계곡부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Kim, 2011). 도로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결과는 조사 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도 고라

니의 서식흔적이 쉽게 확인되었다. 농로와 같은

도로 유형은 주변으로 은신하기 용이한 장소가

많아 취득한 위치 좌표가 타 서식지 유형보다

많아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라니는 행동권 내에 위치하는 포장도로를 자

유롭게 횡단하면서 은신처와 먹이지역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하고,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농경지의 주위에서 주로 먹이활동을 하

는 특성상 다른 동물에 비해 차량에 의한 사망

(로드킬)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MaxEnt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에서 병행한

설문결과 대부도 농작물 피해 사례 중 과수 피

해가 많아 과수원 주변 경작지의 경우 고라니

침입방지책이 지속적으로 설치되었고, 원활한

먹이활동을 위한 고라니의 이동이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고라니의 로드킬 방지와 농작물

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라니 서식에 적합한

요인(은신처, 먹이 공급원, 일정한 서식 공간, 먹

이 경쟁의 완화 등)들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지역

의 마련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의 저감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 저감방안

대부도 지역은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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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 연구결과 지역별

로 고라니 서식지로써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낮

은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따라서 고라니의 개체

군이 분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획과 같은

방법을 포함한 피해 저감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대표적인 고라니 피

해방지 관리방안으로는 예방시설 설치, 위해동

물 포획, 기피작물 재배, 기피제 살포 등이 있었

다. 고라니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유지하기 위

해서 MaxEnt 분석 결과를 활용한 고라니 서식

가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재배 품종의 변경,

서식지 파편화를 최소화하고 주요 서식지 환경

요인으로 확인된 수로와 연계한 고라니 보호지

역 설정 또는 환경요인을 제거한 피해방지지역

의 선정, 산림 및 습지 등 주변 도시지역과 충돌

하지 않는 서식지를 지정 분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대부도 지역에 서식하는 고라니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과 산림 내부지역을 제외한 간척지

내 인공초지 및 경작지와 같은 환경에서 서식지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침입방치책이 설치되어 있는 과수원을 제외

한 수계와 인접한 경작지, 해안지대 인공초지

와 나지에 대한 고라니의 이용흔적이 50% 이상

확인되었고, 모델링 분석에서도 서식지로서 높

은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고라니의 행동권 내에서 활동시간의

95%를 소비하는 생태특성으로 인해 고라니 서

식적합성이 높은 지역의 배후 농경지는 고라니

의 주요 먹이원으로 이용될 수 있고, 고라니가

선호하는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이용한 경

작지별 재배 품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도 고라니 서식지 잠재력이 높게 확인된

지역은 산림 내부 지역과 포장도로를 중심으로

구분이 일부 가능하였다. 서식잠재력이 높은 지

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로 인해 서식지의 파편화

가 발생될 경우 밀집된 지역의 야생동물이 먹이

를 구하는 과정이 어렵게 되어 먹이 경쟁의 심

화로 불가피한 이동 가능성이 높아져 로드킬 등

으로 인한 개체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대부도의 경우 경작지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고라니의 경작지 유입은 감소시키고, 서식지간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지역을 분석·구분하여 고

라니 침입방지 시설 설치 지역과 이동로 선정

지역을 추출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키면

서 고라니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고라니 번식기인 겨울철을 포함한 흔적

및 개체수 조사 보완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 고

라니의 서식 공간 특성 및 서식 잠재성에 대한

정교한 결과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도로 및 시설물 설치 등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고라니 서식 영향성에 대한 면밀한 상호관계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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