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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속가능한 산림경 (sustainableforestmanagement)’이라는 패

러다임이 정착됨에 따라 산림을 둘러싼 사회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림경 목표 한 다양화되고 있다.과거에는 목재생산만을 고

려한 단편 인 산림경 계획을 수립한 반면,최근에는 산림생태계의 여

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며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의 마

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업선진국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리를 고려한 생태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야생동물 서식지 리라는 생태 의 경 목표와 목재생

산이라는 경제성 심의 경 목표는 근본 으로 ‘상충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이를 합리 으로 충할 수 있는 객 인 방법 체계

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험림을 상으로 주요 야생조류의 서식

지와 목재생산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고 그

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 산림경 계획모델을 개발하 다.

이를 해 먼 상지 내 주요 핵심종(keystonespecies) 는 지

표종(indicator species)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큰오색딱다구리와

(Dendrocopos leucotos, white-backed woodpecker) 섬휘 람새

(Horornisdiphone,Japanesebushwarbler)두 종을 연구 상종으로 선

정하 으며,이들의 서식지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하여 장조사

GIS공간분석 경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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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제주시험림에 서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는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밝 진 것과는 달리 침엽수인 삼나무를 주요 소서식지로

극 이용하 으며,그로부터 멀지않은 인 활엽수림에서 채이하는 패턴

을 나타내었다.특히 습한 지역에 존재하는 활엽수로 둘러싸인 일정 섬

모양의 성숙한 삼나무림을 소서식지로 가장 선호하 다.이러한 서식

지 특성들을 고려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삼나무림과 활엽수림의

공간 분포특성을 정량 으로 ECI(edgecontrastindex)와 임도로부터

의 거리가 주요한 서식지 인자로 추출되었으며,최종 으로 이들로 구성

된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HSImodel,habitatsuitabilitymodel)을 개발

하 다.

한편,섬휘 람새의는 산림시업이 수행된지 얼마지나지 않아 트인

공간이 많아 덤불이나 목이 존재할 수 있는 유령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식지 합도 평가모델에서도 최근 3년 이내 시업여부와 임

도로부터의 거리가 주요 인자로 추출되어 개발되었다.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의 서식지를 보 · 리하며 목재생산

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목

선형계획법(multi-objectivelinearprogramming)과 공간수확시뮬 이

터(HARVEST)를 연계한 다목 산림경 계획모델을 개발하 다.개발

된 모델을 이용하여 산림경 활동에 따른 제주시험림의 시·공간 임상

변화를 고찰하고,나아가 목재공 량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의

서식지 면 변화 한 도출·분석하 다.

이에 기존에 상충하는 조건들로만 간주되었던 야생동물 서식지 보

과 목재생산의 두 경 목표가 동시에 증진될 수 있는 경 방안이 도출

되었다.즉,활엽수림의 일부를 삼나무림으로 수종 갱신함으로서 목재공

량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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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엽수와 인 한 삼나무림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큰오색딱다

구리의 서식에도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목재생

산을 한 벌채활동은 유령림을 선호하는 섬휘 람새의 서식 조건 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상충하는 것으로만 간주되었던 야생동물

서식지 리·보 과 목재생산의 두 가지 경 목표들을 함께 증진될 수

있음을 객 인 경 방안을 제시하 다.이러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

림경 계획모델 체계는 향후 다양한 상충된 목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타 국내 산림 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 을 실 할 수 있는 징

검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주 요 어 : 다목  산림경 , 큰 색딱다구리, 람새, 

            식지 리, 목재생산, 상충 , trade-off

학    번 : 2004-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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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연구배경

‘지속가능한 산림경 (sustainableforestmanagement)’이라는 패러

다임이 정착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경제 ,사회 ,생태 ,문화 수요

에 부응할 수 있는 산림 리가 요구되고 있으며,이러한 산림 리원칙은

모든 산림경 의 근간이 되고 있다(Davisetal.,2001;USDA Forest

Service,2004).

이에 산림을 둘러싼 사회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림

경 목표 한 다양화되고 있다(Bell,2001).과거 목재생산만을 고려한

단편 인 산림경 체계와는 달리 최근에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생태계

안정성,생물다양성 등과 같은 산림생태계 내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증

진시킬 수 있는 리방안 마련을 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Aliasetal.,2003;HossainandRobak,2010).

Table1-1은 ‘지속가능한 산림’을 정의하는 4가지의 다른 을

보여주고 있다(Davis etal,2001).표에서 보여주는 4가지 은

‘Viewpoint1’에서부터 ‘Viewpoint4’의 순서로 자연 는 산림을 바라

보는 인간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이 ‘Viewpoint3(

3)’과 ‘Viewpoint4( 4)’는 산림자원을 인간이 무한히 이용하고 착

취할 수 있는 상이 아닌,산림생태계를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범

내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생태친화주의 인 가치 이 반 된 결과

라 할 수 있다.이러한 가치 은 최근 산림생태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

려하며 통합 으로 리하고자하는 산림경 체계의 발 방향과도 일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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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orest view Viewpoint 1 Viewpoint 2 Viewpoint 3 Viewpoint 4

 Common name Sustained yield
Multiple use- 

sustained yield

Naturally 

functioning forest 

ecosystems

Sustainable human- 

forest ecosystems

 Relationship of 

 humans to nature

Humans dominate 

nature

Humans dominate 

nature

Humans largely 

ignored

Humans and nature 

coexist

 Human population  

 consideration in planning

No explicit;

some in demand 

for timber

Not explicit; 

some in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No

Ⓐ Human desire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baselin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inciple of forest  

 conditions and outcomes 

 of concern

Commercial timber

Timber, water, 

forage, recreation, 

wildlife

Forest 
compositions, 
structures, and 
processes; native 
species

All of the 

preceding

Table 1-1. Four viewpoints on sustainable forests (Davis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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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한한 이용과 착취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산림자원을 이용

하여 경제 ,생태 ,사회 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 하려는 과정에

서는 종종 ‘상충성’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가령,‘목재생산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경제 의 산림경 목표를 달성을 해 수행되는

산림시업활동들은 Dellasalaetal.(1996)과 Pierre(2001)의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해당 산림생태계 내 서식하는 여러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괴하거나,Moring(1982)와 Fetyetal.(2009)의 연구에서 입증된 토양

유실 등의 여러 인 인 교란을 야기하며 안정 인 산림생태계 흐름을

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태계 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서도 성공 으로 ‘지속가

능한 산림경 ’을 실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충 성격을 띠고 있

는 여러 경 목표들을 합리 으로 아우를 수 있는 다목 형태의 산림경

계획이 체계 으로 수립되어야 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목 산림

경 계획 수립 시 상충하는 문제들을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

정지원방법 는 의사결정지원체계(decision-makingsupportsystem)개

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를 한 다양한 근방법 ,최 화(optimization)기법을 이용한

산림경 계획 수립은 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제약조건들을 쉽

게 반 하면서도 산림경 자가 취할 수 있는 최 의 해법을 제공해주고

있어 산림경 련 의사결정모델의 개발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Walters

and Hilborn,1978;Pukkalaand Kangas,1993;Zhu and Bettinger,

2008).

한편,산림경 계획 내에 다양한 생태계요소들을 제 로 반 시키

기 해서는 우선 반 하고자 하는 생태계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객

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획 수립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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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바이다(ARSInformationStaff,2004;Mitchell,2010).이를

해 20세기 말부터는 산림생태계 내 구성요소들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 과 지표 개발을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Meyerson

etal.,2005).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기 과 지표를 개발하기 하여

Figure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니터링→평가→ 피드백→모니터링’이

라는 순환 형태의 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특성들

을 보다 객 으로 도출하고 있다.

Figure 1-1.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in SFM paradigm

최근 산림생태계 내 서식하는 생물들의 다양성을 제 로 진단·평

가하고자 하는 심과 노력이 증 되며 기 과 지표 개발연구에 있어 주

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LindenmayerandLikens,2009;



- 5 -

Brukas,2013;Kline,2013).

이 야생동물의 서식지 리와 보 에 한 연구는 산림생태계

내 생물다양성 증진을 한 요한 연결고리로 인식되고 있으며,이를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Escktein,1995;Chazdonetal.,

2009;Goddardetal.,2012).특히 야생동물의 흔 ,활동들을 찰하고

기록하는 것에 치 했던 기존의 조사체계에서 벗어나,다양한 분석방법

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주요 서식지 특성들을 정량 으로 명시할 수 있는

지수(index) 는 모델 개발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Wockner,

2009;Nelsonetal.,2010;Becketal.,2013).

한편,최근 임업선진국에서는 단순히 산림생태계를 평가·모니터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산림경 계획 속에서 극 활용하고

있다.즉,산림생태계의 정량 인 특성들을 경 계획 수립 시 내부인자로

반 하여 산림시업활동들이 생태계 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효과를 미리 측,평가하며 이를 감할 수 있는 안(alternatives)마

련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보호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특성들도 산림경 계획

속에 반 하여 산림경 활동들이 상종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향을 객

으로 평가하고,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

의 경 활동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Bettingeretal.,2003;Seipu,

2010;Kangasetal.,2013).

이와 같이 재 국외 임업선진국에서는 산림생태계의 다양한 요소

들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 ’ 는 ‘생태 산림경 ’을 실 하기

하여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국내 문헌고찰 임

업 장을 살펴볼 때,국내 산림경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체계 인 근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이다.특히 생물다양성과 직결되는 야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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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서식지 문제에 해서는 산림경 계획 수립 시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임업 실을 극복하기 한 첫

발걸음으로서,생태 의 야생동물 서식지 리 문제와 목재생산이

라는 경제 의 산림경 목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효과 인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이를 해 국내에서 ① 목재생산경 (timber

management)과 종 다양성(biodiversity)증진 모두를 한 다목 산림

경 (multiple use forest management),생태 산림경 (ecological

forestmanagement)을 표방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제주시험림을 연

구 상지로 선정하고,② 산림경 계획 수립 시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제

주시험림 내 서식하는 주요 보호종의 서식지까지 고려할 수 있는

MOLP(multi-objectivelinearprogramming)기법을 용하여 제주시험림

에 맞는 생태 산림경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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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목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심의 목재생산과 생태계 건 성 유지 측

면의 야생동물 서식지 리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경 목표를 충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 수립을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이를 한 세

부 연구목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제주시험림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특성 규명 정량

평가방법 개발

▪ 연구 상 종 서식지 특성 조사 DB구축

▪ 서식지 주요 환경인자 분석

▪ 서식지 합도 평가 모델 개발

둘째,연구 상종의 서식지 환경특성을 고려한 MOLP산림경 계획

모델 개발

▪ 연구 상종의 서식지 특성을 고려한 경 목표와 제약인자설정

▪ MOLP응용에 의한 수식화 모델의 개발

셋째,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MOLP모델 용에 의한 연구 상

지 다목 산림경 사례 분석

▪ 산림경 시나리오 개발

▪ 산림경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 ,생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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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 체계

Figure1-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

반 인 연구체계를 제시하 으며,2장에서는 기존 야생동물 서식지 평

가 리와 이를 반 한 산림경 계획모델 개발에 한 문헌을 고찰하

여 국내외 연구 흐름 동향을 살펴보았다.3장에서는 연구 상지와 연

구 상종 소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시발 과 그 의의를 제시하

다.4장과 5장에서는 연구 상지의 생태 경 계획 수립에 연구 상종

의 서식지 특성을 반 하기 한 분석방법을 다루고 있다.특히,4장에서

는 연구 상종의 서식지 변화에 따른 특성을 정량 으로 표 하기 한

분석기법을 설명하고,5장에서는 이 결과를 토 로 MOLP모델을 완성

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 다.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

과와 그 의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 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향

을 제안하고자 하 다.

한편,연구 상종으로는 3장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서로 상반된 서식

지 특성을 가진 큰오색딱다구리(Dendrocopos leucotos, white-backed 

woodpecker)와 섬휘 람새(Horornis diphone, Japanese bush warbler)두 종

을 선정하여 산림경 활동에 의한 서식지 향력을 비교·분석하 다.하지

만 시간,비용 등과 같은 연구여건 상의 이유로,본 연구에서 직 조사·

분석·개발한 것은 큰오색딱다구리에 한 것이며,섬휘 람새와 련된 정

보들은 산림청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이 개발한 섬휘

람새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박찬열 등,2011;산림청,2011)의 연구결과

를 활용하 음을 서두에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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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lowchart of the dissert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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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 구 사

2-1.야생동물 서식지 평가 리

1970년 이후,미국을 심으로 한 임업선진국에서는 야생동물을

보 하고 리함에 있어 기존의 이념 이며 당 론 인 근법에서 벗

어나 보다 객 이며 과학 인 방법에 기반을 둔 리체계를 구축하고

자 노력하 다(정혜경,2013).

이러한 시류에 맞추어 미국 어류 야생동물 리국(U.S.Fish

andWildlifeService;USFWS)에서는 ‘서식지 합도 평가 차(habitat

evaluationprocedure;HEP)’를 개발하 다.HEP는 야생동물 리에 있

어 야생동물 자체의 생리·행태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식하고 있

는 공간정보에 한 이해와 효율 인 리 방안을 모색하기 한 차

로서 야생동물 리를 수행할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기반으로 평가된

다(SchambergerandKrohn,1982). 한 HEP는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에 한 합성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차,산출방법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한 객 인 기 을 제시

해 주며(USFWS,1980)야생동물의 서식지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 진일

보한 발 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Store and Jokimaki(2003), Jowette et al.(2007),

Gatlin(2012),Fengetal.(2013)등의 연구에 나타난바와 같이 HEP를

토 로 보다 정교한 형태의 모델에 해당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의 ‘서식지 합도 지수(habitatsuitability

index;HSI)모델’의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 11 -

Table2-1에 나타난 바와 같이,정확한 HSI개발을 하여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이용되고 있다.

가령,멸종 기종이나 희귀종과 같이 원 데이터 (raw data)의 획득

이 어렵고 은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서식지 특성을 규명하고자 할 때

에는 문가 지식(expertknowledge)방법이 활용된다(wisdom etal.,

2003).

재 많은 연구에서는 일반선형모델(Storch2002;Carpentieretal.

2004),일반가법모델(Guisanetal,2002),Bayesian모델(Morgiaetal.,

2008),그리고 공간 인 특성을 고려한 자기회귀분석모델(Wimberlyet

al.,2008;Diebeletal.,2010)등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HSI

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machinelearning)에 의한 모델 개

발 방법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이 StevenPhillops(2004)에 의해

개발된 Maxent모델의 경우,비출 지 의 데이터를 필요하지 않고 연

속변수와 범주형변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 이

있어(Phillipsetal.,2006;Numers,2011)국외뿐만 아니라(Kumaret

al.,2009)국내에서도 심을 받으며 이용되고 있다(송원경과 김은 ,

2012;Hanetal.,2013).

한편, 부분의 연구에서는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도출하기 해

수종, ,식생피복도,경사 등과 같은 임상 는 지형인자들을 주요

인자로 이용하는 반면,Busby(1991)와 Beaumontetal.(2005)의 연구에서

는 BIOCLIM과 같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인자를 주요 인자로 활용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최 가능지역을 평가하 다.

한 많은 연구에서는 실제 찰한 야생동물의 출 지 의 서식지

환경인자뿐만 아니라 비출 이라고 잠정 으로 추정되는 지 의 환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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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ethods

Expert knowledge - Delphi survey

Statistical analysis

- Generalized linear models (GLM)

-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

- Bayesian modeling

-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Machine learning

- Decision trees (DT)

-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 Genetic algorithm (GA)

- Maxent

- Support Vector Machine (SVM)

Similarity and 

expert rules

- Envelope : BIOCLIM

- Similarity : Mahalonobis distance

- Similarity : DOMAIN

- Environmental niche factor analysis (ENFA)

Table 2-1. Methodologies used in developing habitat Suitability index model

          (Franklin, 2009)

자들도 함께 고려하여 서식지 합도를 평가하는 반면,DOMAIN을 이용

한 Carpenteretal.(1993)의 연구에서나 ENFA를 이용한 Hirzel(2006)의 연

구에서는 야생동물이 출 한 지 의 환경변수만을 이용하여 유사성을 기

으로 서식지 합도를 정하 다.

이와 같이 정교한 HSI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다양한 서식 환경인자,

분석방법들이 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 13 -

2-2.야생동물 서식지를 고려한 생태 산림경 계획 모델

1990년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SFM)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자리를 잡으면

서,산림경 계획 수립 시 경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생태 기

능과 같은 비경제 인 가치들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림경 모델

의 개발과 응용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Kangas,1992;Pukkala

andMinina,1997;Stewartetal.2004).

이와 같이 산림경 의 경제 ,생태 ,사회 측면의 다양한 목

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방법들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가운데,야생동물의 서식 환경 특성을 고려한 산림경 계획모

델에 한 연구는 생태 측면을 고려한 표 인 연구로서 큰 심을

받고 있다.

Hof(1994)는 산림경 계획 속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성 문제

를 고려하기 하여 혼합정수계획법(mixedintegerprogram;MIP)를

용하여 벌채공간과 서식지 연결성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최근에는 야생동물 서식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필연 으로 고려

해야 하는 공간 인 변수들을 보다 효율 으로 반 할 수 있는 메타휴

리스틱(meta-heuristic)기법을 용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 과 목

재생산의 문제를 함께 다루기도 하 다.가령,Bettinger(2002)는 8가지

휴리스틱기법을 비교하며 야생동물 서식지를 최 로 할 수 있는 최

의 벌채계획을 수립하 고,Lennette(2003)은 시뮬 이티드 어닐링

(simulatedannealing)기법을 활용하여 야생동물을 한 보 지역 설정

제한된 벌채지역을 반 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정도와 목재생

산량을 도출하 다.

한편, 이러한 최 해기법만을 사용한 경우와는 차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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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fonetal.(2006)은 최 해기법과 공간수확시뮬 이터를 결합하여

목재생산과 여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변화를 시간에 따라 시각 으로

보여주고 경 특성들을 평가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용하여 야생동물 서식과 련된 공간

인 환경변수들을 산림경 계획 속에서 함께 다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하는 노력이 있어왔다.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Table2-2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듯이,한 가지 방법이 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다른 장단 을 가지고 있다.

가령,선형계획법(linearprograming;LP)이나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IP)과 같은 수리 최 해기법은 정확한 역 최 해

를 제공한다는 에서 큰 장 을 지니는 반면 비선형 인 문제나 시공

간 인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낸다.

한편 메타휴리스틱기법의 경우에는,임의로 혹은 의도 으로 선정된 해

‘최고의 해(bestsolution)’를 제공할 뿐 ‘최 해(optimalsolution)‘를

제공한다고는 100% 보장할 수 없으나,시·공간의 실 인 복잡한 문

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해당 야생동물의 서식지 특성과 산림경 목표를 제 로

반 한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방법에

따른 특성을 제 로 악한 후 해당 문제에 가장 합한 방법을 선별

해서 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이러한 국제 인 연구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

지 산림경 계획 수립 시 야생동물의 서식지 특성을 반 을 고려한 연

구나 장에서의 용이 없는 바이다.향후 지속가능한 산림경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나 생태계 산림경 (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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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dvantage Disadvantage

Mathematical 

programing

- Provision of optimal 

solutions

- Difficulty in 

non-linear problems

- Hard to use spatial 

problems

Heuristic 

algorithm

- Flexible on 

formulating problems

- Easy to implement 

and use for realized 

problems

- Passibility of 

non-global optimum 

(Local optimum)

- Time consumption

Table 2-2. Comparison between mathematical programing and heuristic

           algorithm

forestmanagement)이 더욱 더 요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야생동

물 서식지를 고려하면서 산림시업이 수행될 수 있는 산림경 계획의

수립과 장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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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다목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산림경 계획모델

최 화기법을 이용한 기의 의사결정체계에서는 부분 하나의

목 함수만을 가지며 주어진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 최 는 최소의

목 함수 값을 도출하 다(박순달과 소 섭,1987).국내 산림분야에서

도 1990년 기까지는 우종춘(1991),정주상과 박은식(1993)의 연구와

같이 주로 ‘목재생산의 극 화’를 하나의 목 함수로 설정하고 이를

한 경 계획을 수립하 다.

하지만 SFM의 도입과 정착기를 거치면서 산림에 한 사회 요

구도는 더 다양해져가고,이에 산림경 계획 수립단계에서도 다양

한 산림경 목표들을 제 로 반 해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박은식과 정주상(2000)은 다목

선형계획법(multi-objectivelinearprograming,MOLP)을 국내 산림

경 분야에 도입하여 목재생산과 산림탄소 장을 동시에 극 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 다.

한편,Roiseetal.(1990)은 국내보다 앞서 MOLP를 이용하여 딱

다구리 서식지와 목재생산 모두를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으며,최근 HossainandRobak(2010)의 연구에서는 산주 등과 같은 다

양한 이익당사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MOLP를 이용하여 산림경 계획에 반 하 다.

MOLP에서 비열등해(noninferirsolution)를 구하는 방법에는 제약

조건법(constraintmethod),가 치법(weightingmethod),다목 단체법

(multi-ojbectivesimplexmethod)등이 있다(박은식과 정주상,2000).

그 가 치법은 Figure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목표에 한 상

인 선호도(preference)를 가 치(weight)로 설정할 수 있어 경 목



- 17 -

표 각각의 선호도를 쉽게 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의 변화정

도(민감도) 한 쉽게 악할 수 있어 리 사용되고 있다.

Figure 2-1. MOLP using weighting method (Park and Chu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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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범 재료

3-1.연구 상지

3-1-1. 치 정보

본 연구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와 하례리에 치하고

있는 제주시험림(N 33°20′17.0″~N 33°21′45.0″,E 126°19.8′55.0″~E

126°38′17.0)을 상으로 하 다(Figure3-1).제주시험림은 제주도에서

리하고 있던 국유림을 2002년에 국립산림과학원이 ‘난 림의 지속가

능한 산림경 시범림'조성을 하여 인수하 다.제주시험림 에서도

본 연구 상지인 한남지역의 시험림은 1,191ha의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

다(국립산림과학원,2011).

Figure 3-1. Research site: Jeju Experimenta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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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생물 정보

재 제주시험림은 천연기념물과 멸종동식물을 포함하여 식물군

337분류군,척추동물 34종과 다양한 무척추 동물이 생존하는 주요한

생물서식지로 보고되어 있다(국립산림과학원,2011).특히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이들의 안정 인 보호를 하여 제주시험림

내에서는 법정보호동식물로 분류된 오소리,큰오색딱다구리,팔색조,제

주도롱뇽,삼각산골조개, 새우난 ,으름난 ,새우난 의 총 8개종에

해 ‘제주시험림 자체 보호 야생동식물’로 선정하여 보호하기 한 노

력을 기하고 있다(박찬열,2009;국립산림과학원,2011).

임상구성의 경우 혼합활엽수림,낙엽활엽수림,침활혼효림,상록활

엽수림의 5개 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Table3-1,Figure3-2),이

활엽수는 부분 천연림이며,침엽수는 일부 편백을 제외하고는 부분

삼나무로 구성된 인공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국립산림과학원,2011).

한 이외에도 54ha에 달하는 채종원과 클론 보존원이 있으며,채종원에

서는 우수한 종자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09).

특히 제주시험림 한남지역의 침엽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삼

나무림은 과거 1933년도 일본에서 가져온 종자를 양묘하여 식재한 조림

지에서 시작되었다. 재 평균 수고 27m,흉고직경 1m 정도의 경목

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국립산림과학원,2009), 용량 고

목재 생산 보 을 한 산림자원으로 그 이용가치가 조명되고 있

다(국립산림과학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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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Species
Area

(ha)

Proportion of Area

(%)

Mixed forest with 
evergreen and deciduous tree 443ha 36.8

Conifers 217ha 18.0

Deciduous forest 210ha 17.5

Mixed forests 159ha 13.2

Evergreen forests 12ha 1.0

Others 150ha 13.5

Total 1,191ha 100

Table 3-1. Composition of forest vegatation species

Figure 3-2. Distribution of forest species in Hannam region of Jeju experimenta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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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경 정보

1,191ha의 제주시험림은 2개의 임반 (3,4임반)과 169개의 소반으

로 편성되어 리되고 있다.보다 체계 인 리를 하여 2004년에 분

야별 문가가 참여하여 산림생태계 사회․경제 분야의 종합 학술조

사가 수행되었다.

특히 이 시험림은 2006년 FSC(foreststewardshipcouncil)인증

기 의 하나인 미국의 SmartWood사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FSC산

림경 인증을 취득하 으며,2011년에는 재인증 로그램 심사를 통

하여 2016년 3월까지 FSC 인증림으로서 재인증 받았다(국립산림과학

원,2011). 재 FSC인증림으로서의 제주시험림은 7개 기 47개의 지

표(특히 28개 지표에 집 )를 마련하고,지속가능한 산림경 을 실 하

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Table3-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시험림은 과거 목재생산에만 치 하던 단편

인 산림경 에서 벗어나,지속 인 산림경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이 가

지는 경제 ,사회 ,생태환경 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 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경 · 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Figure3-3).

이 산림생태계 보 과 련한 ‘야생조류보호’는 재 제주시험림

의 주요한 경 목표로,생태 건 성,생물다양성 유지와 같은 생태 차

원에서뿐만 아니라,생태 을 목표로 제주시험림을 방문하는 입산자들에

게 홍보하는 주요 컨텐츠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어 제주시험림 내에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시험림은 삼나무,붉가시나무 등 목재생산을 한

임분과 팔색조,큰오색딱다구리 등과 같은 보 가치가 높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상충되는 여러 경 목표를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곳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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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ira Indicator

Ⅰ.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1. Area and percent by forest species

2. Area and percent of forest by age class or successional stage 

3. Area and percent of forest by forest genetic resources, forest seed production 

4. protected areas for forest/ protective forest (ecosystem diversity, landscape)

Ⅱ. 
Maintenance of 
the productive 

capacity of 
forest 

ecosystems

1. Area and percent of forest land and net area of forest land available for 
   wood production

2. Area, percent, and growing stock of plantations of native and exotic species 

3. annual harvest of wood products by volume and as a percentage of 
  net growth or sustained yield

4.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forest management or
  Ares of forest by management planning 

Ⅲ. 
Maintenance of 
forest ecosystem 

health and 
vitality

1. Area and percent of forest damages

2. Air pollution indicators

 Ⅳ.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soil and water 

resources

1. Area and percent of soil erosion

2.  Area and percent of forest by changes of physico-chemiclal properties 
   of soil

3. Area and percent of forest by property changes of soil physical 
  by artifical factors

4. Ratio of stream water in forest sites of the interaction on the chemical 
  properties

5. protective forest(prevention on soil erosion, protect water related resources etc.)

Ⅴ. 

Maintenance of 
forest 

contribution to 
global carbon 

cycles

1. Total forest carbon stocks of the forest-biomass

2. A carbon budget of the forest-biomass

Ⅵ.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1. Turnout and yield of wood and wood products production

2. Turnout and yield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3. Consumption Rate of wood and wood products production

4. Consumption Rate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5. Forest sector ctribution of GDP

6. Area and percent of forest by recreation and tourism

Ⅶ. 

 Leg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framework 

1. Means to resolve of property, property dispute

2. Establishing, evaluating the degree of periodic forest plan 

3. Private participation and access to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4. planning,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review of periodic forest sector

5. Public participation, education, instruction program, information

Table 3-2. Criteria and indicator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Jeju 

experimental forest (KFR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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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Management goals in Jeju experimental forest (KFR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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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연구 상종

제주시험림에는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주요한 야생동식물이 서

식하고 있다.이들 본 연구에서는 제주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

는 큰오색딱다구리(Dendrocopos leucotos, white-backed woodpekcer)와 서

식지 특성에서 크게 별되는 섬휘 람새(Horornis diphone, Japanese 

bush warbler)를 연구 상 종으로 선정하 다.

박찬열 등 (201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주시험림의 야생조류 군

집 특성은 딱따구리류가 유일하게 1종,즉 큰오색딱다구리만이 기록되

어 있고,이 종은 산림해충을 포식하는 박새류의 둥지를 제공하는 핵심

종(keystonespeceis)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산림시업은 주로 목층을 제거하는데,이 목층에 둥지를

트는 섬휘 람새도 제주시험림에 높은 도로 번식하고 산림시업 이후

목층이 다시 생육할 경우,이 지역에서 높은 도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etal.2009).

이에 Root(1967)와 Blocketal,(1987)의 연구에서 의미있게 다룬

조류군집의 길드차이를 고려하여 제주시험림 내 수동 소길드(hole

nesting guild)의 표 종으로서 큰오색딱다구리를, 목층 소길드

(bushnestingguild)의 표종으로서 섬휘 람새를 본 연구의 상종으

로 선정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제주시험림의 산림생태계 내에서 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는 본 두 종에 하여 아직까지도 구체 인 서식조건이나

생태학 특성을 규명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나아가 두 종의 서식

지 리에 있어서 실질 으로 산림경 계획과 연계한 사례도 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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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험림의 생태계 내 주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를 연구 상종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구체 인 서식지 특성을 규명하고,이 후 산림경 계

획 속에 그들의 서식지 특성을 반 하고자 한다(Figure3-4).

          (a)                          (b)

Figure 3-4. Research species: (a) is white-backed woodpecker 

(Dendrocopos leucotos), (b) is  Japanese bush warbler　 (Horornis 

diphone) photographed by ChangW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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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큰오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Dendrocoposleucots)는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의 조류로서(이우신 등,2005)구북구 한 에서부터 온 ·아열 에

이르기까지 리 분포되어 있다(Figure3-5).특히,유럽지역에서는

재 멸종 기종(endangeredspecies)으로 분류된 나라들이 많아,이 종

을 보호하기 한 다각도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Angelstam and

Mikusi ski, 1994; Angelstam et al., 2003; Czeszczewilk and

Walankiewicz,2006;Czeszczewilk,2009;Blicharskaetal,2014).

Figure 3-5. Distribution of white-backed woodpecker (Dark grey color area, 

http://www.hbw.com/species/white-backed-woodpecker-dendrocopos-leucotos)

한국에서는 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흔히 볼 수 없

는 종으로, 재 환경부에 의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제주시험

림에서도 8개 자체 보호종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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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색딱다구리는 MellettiandPenteriani(2003)이 보고한 바와 같

이 주로 경 의 활엽수 노령림에 서식하며,활엽수 는 활엽수 고사

목에 서식하는 곤충의 유충을 채식하며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len,1988;HogstadandStenberg,1997).

이러한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특성은 국내 에서도 유사한 양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설아라 등(2007)이 제2차 국자연환경

조사자료(환경부,2007)를 이용하여,큰오색딱다구리가 발견된 100지

(presencepoints)과 ArcView 3.3의 Random pointgenerator를 이용하여

비출 지 (absencepoints) 는 비교지 (referencepoints)으로 임의추

출한 100지 의 임상 특성을 비교하 다.그 결과에 의하면 한반도 내

(제주도 제외)서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는 순수 침엽수만으로 구성된 산

림(3-7-c)보다는 활엽수림(3-7-a)나 침활혼효림(3-7-b)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3-6과 3-7).

Figure 3-6. 100 Presence points of white-backed woodpecker in South Korea

found on the 2nd national environment survey (Seo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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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7. Comparison of forest characteristics between 

presence points and absence points of white-backed 

woodp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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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으로 딱따구리 종의 서식 특성에

한 연구가 큰 심을 받고 있다.이처럼 딱따구리 종이 큰 심을 받

는 것은 이 종들이 산림생태계 내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Virkkala(2006)에 의하면 둥지를 짓고 산림을 이용하는 딱다구리의

서식행태가 타 동물들의 서식에도 직 으로 큰 향을 미칠 수밖에 없

으므로,이 종들은 산림생태계의 건 성을 상징하는 핵심종(keystone

species) 는 우산종(umbrellaspecies)으로 선택되고 있다(Figure3-8).

이러한 딱다구리의 산림생태계 내 역할은 최근 'Nest-web'개념

으로 발 되었고(Foristal,2009;Tarbill,2011),제주시험림 내에서 수행

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조사에서도 큰오색딱따구리가 생성하고 사용한 둥

지에서 박새류,곤 박이,흰 썹황 새 등이 2차로 둥지를 서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Figure3-8).

Figure 3-8. Nest web in Japanese cedar forest of Jeju experimental forest 

(Korea Forest Service, 2011; Pa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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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주시험림에서 큰오색딱다구리는 생태 건 성과 유

지 측면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종에 한 서식특성을 제

로 악하고,제주시험림을 리하는데 극 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험림에 서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특성을 조사·분석하고,나아가 이를 산림경 계획 수립에도 그

서식지 특성을 극 반 하여 지속 으로 서식지를 보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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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섬휘 람새

섬휘 람새는(Horornis diphone, Japanese bush warbler)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라남도에 찾아오는 여름철새이며,한국,일본 등

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우신 등,2005).

이 종은 주로 덤불이나 목 층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수풀이 빽빽한 산림보다는 트인 공간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산

림단편화에 한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Chambers,2008).

한 섬휘 람새는 앞서 경목이 존재하는 활엽수 노령림을 선

호하는 큰오색딱다구리와는 달리 산림시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령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세호 등,2006).

이와 같이 큰오색딱다구리와 차별화된 섬휘 람새의 서식 공간특

성은 서식지보 을 고려한 산림경 계획 수립에도 향을 미칠 수가 있

다.즉,숲 내 트인 공간 혹은 유령림에 한 수요가 큰 섬휘 람새의

서식지가 확보되는 경우 상 으로 경목 서식지를 요하는 큰오색딱

다구리의 서식지는 어들 수 있다.

따라서 산림경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목재생산과 서식지 리 간

의 상충성 문제뿐만 아니라,이와 같이 서식지 리 내에서도 종 별 다

른 서식지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상충성 문제까지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산림시업에 따른 규모 숲을 필요로 하는 큰오색딱다구리와

산림시업 후 목층 증가에 따른 섬휘 람새의 도 변화를 목재생산과

연계하여 상보 으로 해석하고 이를 산림경 계획 속에 반 하여 충된

해답을 찾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SFM 산림경 을 실 화 하는데

있어 요한 시발 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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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야생조류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4-1.서론

서식지 합도 지수모델(habitatsuitabilityindexmodel;HSI)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특성을 객 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표 인

방법으로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다(Gatlin,2012;Fengetal.2013;박

찬열,2003;송원경 2012;이상돈 등,2012).

특히 멸종 기종(endangeredspecies)이나 산림생태계 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산종(umbrella species) 는 지표종(indicator

species)에 해 심이 집 되고 있으며,이 종들에 한 HSI모델이

개발되고 있다(BahnandNewsom,1999;BartelandSexton,2009).

과거의 연구에서는 한 상지에 하여 하나의 표종을 선정하

여 이에 한 서식지 합도 지수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산림경 리

계획에 반 하는 경향을 보 다.하지만,최근에는 Fitzgerald et

al.(2011)과 BainandJia(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해당 산림에 존재하

는 다양한 종(multi-species)에 하여 서식지 특성을 일일이 규명하고,

이를 지수모델로 개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생물종의 다양

한 서식환경에 한 요구를 산림경 에 반 하기 한 노력의 일환이

다.

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찰하고 모델을 개발할 때,과거에

는 야생동물 출 지 주변의 국부 인 서식환경인자들을 세 히 조

사·연구하는 경향을 보 다.하지만,최근에는 Edwardsetal.(2002)과

Rittenhouseetal.(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야생동물의 행동권(home

range)등을 고려하여 경 스 일(landscapeormacroscale)에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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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자들의 유기 인 계를 조명하고,이를 서식지 합도 지수모델

에 담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실 을 해 극 앞장서고

있는 제주시험림을 연구 상지로 선정하여,시험림 생태계 내에서 주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에 하여 다양

한 스 일에서의 서식환경 특성을 고찰하고 그들에 한 서식지 합

도 지수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주시험림에 서식하는 많은 야생동물

에서 특히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의 국

내·외 문헌에서 이 두 종은 서로 상반된 서식환경 요구도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이러한 특성은 향후 야생조류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산

림 리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에만 유리한 경 안을 제시하기 보

다는 다양한 종의 서식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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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연구체계

연구 상종에 한 서식지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먼 지조사와

GIS공간분석을 병행하여 련 서식지 환경인자를 추출하 다.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한 서식지 환경변수들을 추출하

고,추출된 변수를 바탕으로 각 종에 한 서식지 합도 지수모델을 개발

하고자 하 다(Figure4-1).

Figure 4-1. Research framework for developing a habitat suitability inde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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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재료 방법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는 서로 다른 서식지 특성과 이용양

상을 보이고 있어,조사 분석·개발 방법을 동일하게 용하기 보다

는 다음과 같이 각 종에 보다 합한 것으로 단되는 연구방법 분

석 알고리즘을 용하고자 하 다.

4.3.1큰오색딱다구리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방법

서식지는 야생조류의 산림환경 이용 형태에 따라 크게 번식,쉼터

로서의 기능을 하는 소목(nesttree)이 존재하는 소서식지 (nesting

habitat)와 먹이자원을 획득하고 사회 행동을 할 수 있는 채이서

식지(foraginghabitat)로 구분된다(AshkenaziandDimentman,1998).

특히 딱다구리 종은 수동(cavity)을 직 생성하고 이를 일차 으

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종이나 등의

분포나 유무는 딱다구리 소서식지(nesting habitat)의 질(quality)에

큰 향을 미친다.따라서 이러한 산림입지 환경의 변화와 련된 연구

는 딱다구리 종의 서식지 연구에 있어 요한 고려사항이다(Conneret

al.1975;Siegeletal,2013).

한,먹이자원의 공 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채이서식지(foraging

habitat)도 딱다구리가 선호하는 먹이자원의 존재 유무에 의해 결정되

므로 마찬가지로 산림입지 환경의 변화에 크게 향을 받는다(Walters

etal,2002;Dudleyet.al20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특성을 명확히 고

찰하기 하여 큰오색딱다구리가 서식하는 산림환경을 크게 소서식

지와 채이서식지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요한 서식지 환경

인자들을 추출하여 이를 합도 평가모델의 개발에 이용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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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색딱다구리의 소 채이서식지를 구성하는 주요환경인자

들을 추출하기 하여 Figure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조사(field

survey)와 수치화된 산림자원정보를 활용한 공간분석(spatialanalysis)

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서식지 환경변수 정보를 수집,분석,추출하고자

하 다.

특히 공간분석의 경우,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ArcGIS9.3을

이용하여 산림환경인자들의 공간 인 입지특성을 고찰하 다. 한 경

생태 학 환경인자들의 정량 인 계를 규명할 목 으로

FRAGSTAT (McGarigaland Marks,1995)을 이용하여 경 분석

(landscapeanalysis)을 수행하 다.

즉,FRAGSTAT을 이용하여,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환경 구

성요소와 이들의 공간 계(spatialconfiguration)등을 분석하고,이

를 통해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과 련된 경 생태학 의미를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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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Research framework for developing white-backed woodpecker’s habitat suitability inde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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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서식지 환경인자 DB구축 체계

4-3-1-1-1. 소서식지 산림환경인자

큰오색딱다구리의 소서식지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Figure

4-3에 나타난 제주시험림 한남지역의 산림자원환경에서 지조사를 통

해 수동(cavity)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소서식지의 잠재

력을 평가하 다.

한편,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 시행되었던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상지 내의 삼나무림에 많은 수의 수동이 집약 으로 존재하고 있음

이 발견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일반 으로 큰오색딱다구리의 소서

식지가 주로 활엽수에서 발견된다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

(Martikainen,1998;HogstadandStenberg,2005; Czeszczewik,2009)

와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큰오색딱다구리 서식지 이용의 지

역특이성을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극 반 하고자 하 다. 즉,

Figure4-3과 같이 제주시험림 내의 삼나무림(약 200ha)에 해 수

조사(completeenumeration)를 수행하 다.그 외에 선행연구에서 수동

이 드물게 발견된 활엽수림의 경우에는 임의 추출법(random sampling)

을 용하여 수동의 존재유무에 한 장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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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Field survey methods by forest veget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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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Factors measured in the field survey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nesting habitat of white-backed woodpecker   

소서식지의 환경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우선 소목을 심으

로 큰오색딱다구리가 서식하는데 필요한 환경인자들을 고찰하 다.

Figure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목에 생성된 수동의 크기,방향,높

이,수간 상태를 조사하 다.이와 같은 작은 스 일 수 (micro-habitat

level)의 서식지 특성 조사를 통하여 큰오색딱다구리의 생리·생태 인

서식지 특성을 명확히 고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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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한그루의 소목 내에서 발견되는 서식인자 뿐만 아니라

소목이 주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향인자들에 해서도 고찰하

다.이를 해 Figure4-5와 Figure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가까

운 임도로부터의 거리와 소목이 존재하는 임분의 경계(standedge)와

의 거리를 측정하여 트인 공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세 환경의 향도

고려하고자 하 다.

Figure 4-5. Distance of nest tree to the nearest forest road

Figure 4-6. Distance of nest tree to stand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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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olowsk(1995)등 국외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특성을 밝힌 연

구에서는 큰오색딱다구리의 주요 서식지 특성 ,습한 늪 근처의 활엽수

림(swampydeciduousstand)을 거론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도 제주시험

림 내 습한 정도와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 연계성을 고찰하기 하여 식

4.1에 나타난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wetnessindex;TWI)를 이용하

다.BevenandKirkby(1979)에 의해 개발된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index;TWI)는 지형의 기복을 바탕으로 집수지역을 악하고 이

를 통해 토양 혹은 상지의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ln  tan Eq.(4.1)

where,a:upslopecontributingareaperunitcontourlength

β:localgradientatth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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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2.채이서식지 산림환경인자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Russo,2004;Luhmosetal.2010; 양성년,

2009)에 의하면 큰오색딱다구리는 활엽수 고사목에 서식하는 딱정벌 ,

나비유충 등의 먹이자원을 주로 섭취하며 생존한다.따라서 활엽수 고사

목의 양은 큰오색딱다구리 먹이자원의 양과 직결되는 요한 서식지 환

경변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채이서식지의 특성 규명을 하여 활엽수림을

심으로 고사목양을 조사하 다.주요 소서식지의 주변 활엽수림 6

지 을 선택하여 직 고사목 양을 측정하 으며,국립산림과학원

(2009)에서 조사한 20여 곳의 고사목 데이터 자료도 활용하여 총 26개

지 의 고사목 데이터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Figure 4-7. Foraging traces on deciduous trees pecked by white-backed woodpecker 

고사목 장조사 수행 시,고사목의 양(quantity)와 질(quality)의

정도가 큰오색딱다구리 서식조건에 미치는 향 정도를 평가하기 하

여 고사목 표면에 존재하는 큰오색딱다구리의 채식흔 (Figure4-7)의

유,무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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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Doyonetal(1999)와 Farrisetal.(2002)는 고사목의 부후정

도(degreeofdecay)에 따라 딱다구리가 이용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밝

히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도 고사된 수목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목,

도목,그루터기),형태의 온 함 ,박피정도(0%,≤50%,⟩50%)라는

장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인자들을 이용하여 제주시험림에 합한

4계 의 고사목 부후 등 (Figure4-8 Figure4-9)을 개발하여

장조사에 용하 다.

Figure 4-8. Decay classes of standing dead tree (The figure is 

modified from one of Masters et 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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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9. Classification of tree decay class of dead wood for deciduous stands of Jeju experimenta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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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목의 양과 질은 큰오색딱다구리의 채이서식지 조건과 직

으로 긴 히 연계되어 있다.하지만 고사목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데에

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도 총 26개의 표본조사 지 만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연구 상지 체를 표하기에는 부족한 표본수이나, 실 으로

연구 상지의 모든 고사목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고사목이 풍부하여 큰오색딱다

구리의 채이서식지로 변되는 활엽수림과 소목이 주로 존재하는 삼

나무림과의 공간 특성을 명시 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

다.

그 결과 경 생태학(landscapeecology) 인 측면에서 이러한 서식

지 간의 공간 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edgecontrastindex(ECI)를

용하여 제주시험림 내 큰오색딱다구리의 소서식지와 채이서식지의

공간 인 계를 살펴보았다(Eq.4.2).

 






∘

× Eq.(4.2)

where, Pijk: length (m) of edge of patch ij adjacent to patch type (class) k.

       dijk: dissimilarity (edge contrast weight) between patch types i and k.

       Pij: length (m) of perimeter of patch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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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ECI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패치(patch)들이 인 해 있을 때 실질 인 경계면으로 간주하여 패치의

체 경계 둘 를 산출하는 지수이다(McGarigalandMarks,1995).

본 연구에서는 ECI를 이용하여 주로 소서식지로 이용되는 삼나

무림과 고사목이 존재하여 채이서식지로 이용되는 활엽수림의 공간

배치를 정량 인 값으로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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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An example showing different edge contrast index(ECI)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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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알고리즘

장조사와 GIS공간분석을 통하여 큰오색딱다구리의 소서식지

와 채이 서식지에 한 서식지 환경변수에 한 주요한 인자들에 한

DB를 구축하 다.

특히 둥지 채식흔 이 있어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로 단되

는 출 (presencepoint)의 서식지 환경변수 뿐만 아니라,비출 지

(absencepoint) 는 기 지 (referencepoint)의 서식지 환경변수들도

함께 추출하 다.

이 후 Figure4-1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통계분석을 통하여 출 지

과 비출 지 에서 추출한 환경인자 변수들을 비교·분석하 으며,큰

오색딱다구리의 출 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환경변수인자들만을

추출하여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을 개발하 다.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은 큰오색딱다구리의 출 지 을 1,비출

지 을 0의 이진형 반응변수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로지스틱회귀분석모

델(logisticregressionmodel)을 용하여 개발하 다.

개발된 평가모델에 해 ROC(receiveroperationcharacteristic)곡

선과 AUC(areaundertheROC curve)곡선을 바탕으로 모델의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성(speciality)을 살펴보았다.



- 50 -

Figure 4-11. Research flow of development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model of white-backed woodpecker in Jeju experimenta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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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섬휘 람새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방법

섬휘 람새와 련된 장조사 서식지 합도 모델은 국립산림

과학원 박찬열 박사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산림청,2011),본 연구에서는

산림경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식지 특성 정보를 해당 보고서에서 인용

하여 간단히 정리·기술하고자 하 다.

4-3-2-1.서식지 환경인자 DB구축 체계

섬휘 람새의 도 서식 조건을 밝히기 하여 장조사와 경

특성을 살펴보기 한 공간분석을 수행하 다. 장조사의 경우 play

& back방법을 통하여 수컷의 도와 세력권의 크기를 조사하 다.

한편,둥지를 짓는 소서식지(nestinghabitat)환경 특성을 규명

하기 하여 장조사에서 하층식생 목의 피도를 조사하 으며,공

간분석에서는 임도,벌채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편화 정도와 서식지

와의 계를 분석하 다.

4-3-2-2.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알고리즘

추출된 서식지 환경변수 인자들을 바탕으로 일반화 선형모형

범주형변수와 연속변수를 함께 모델에 반 할 수 있는 CATmodel을 이

용하여(FreeAcademy,2009)섬휘 람새의 서식지 합도 지수 모델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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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Research flow of developing habitat suitability model of bush war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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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연구결과 고찰

4-4-1.큰오색딱다구리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4-4-1-1. 소 서식지(nestinghabitat)특성

소서식지 특성은 소목을 심으로 임분 수 (stand-level)의

미시 특성과 경 수 의 거시 (landscape-level)특성을 각각 고찰

하 다.특히 미시 에서의 서식지 특성은 보다 세분화하여

소목 내 존재하는 수동의 여러 정량 특성들과 소목이 주 환경

과 가지는 여러 공간 특성들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소목(nesttree)특성

장조사에서 큰오색딱다구리가 둥지를 만들기 하여 완 한

형태의 수동을 만들어 놓은 경우뿐만 아니라,둥지를 짓다 그만두어

흠집이 있는 경우,그리고 가짜 둥지(fakenest)모두를 소목이 될

수 있는 나무라 단하여 이들 모두를 소목으로 가정하고 서식지 분

석에 활용하 다.

조사 결과 체 89개의 소목 78개가 삼나무에서,3개가 소

나무에서,그리고 8개는 활엽수에서 발견되었다.즉,제주시험림 내 서

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는 활엽수보다는 삼나무를 소목으로 극 활

용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둥지가 발견된 삼나무림의 경우에도 공간 특이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험림에 존재하는 56개의 모든 삼나무 소반

에서 고루 소목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Figure4-13에 나타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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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부 삼나무 임분에서 집 으로 둥지(cavity)가 발견되는 양상

을 보 다.

Figure 4-13. Presence points of white-backed woodpecker 



- 55 -

이러한 소목의 공간 인 집도(clustering)는 공간분포특성을

정량 으로 나타내는 Ripley’sK 지수값(Ripley,1979)비교에서도 나

타난다.즉 Ripley’sK 지수값에 의하면 Random pointgenerator를 통

해 생성된 일반 인 임의의 들(random points)이 가지는 지수값인

1.26에 비해 훨씬 작은 값인 0.39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상지 소목의 공간 집도는 Figure4-1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자연 인 흐름에 의해 생성되는 분포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4-14).

 

Figure 4-14. Comparison of Ripley’s K function values between nest tree 

points and random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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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5와 Table4-1에 나타난 것처럼 큰오색딱다구리의

소목은 평균 흉고직경이 45.1cm(±7.4cm)으로 나타났으며, 체로

40cm 이상인 임분에 집약 으로 발견되었다.이 결과는 양성년(2009)

이 제주도 타 지역을 상으로 하여 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소

목의 직경이 ‘35cm∼50cm’라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큰오색따다구리는 소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목의 나무가 존

재하는 성숙 임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15. DBH distribution of Japanese cedar forest 

 

Mean (cm) Standard deviation (cm) 

45.1 7.4

Table 4-1. Statistics of DBH of nest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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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목 치에 따른 공간 인 특성을 고찰하기 하여

소목과 가장 가까운 임도와 거리,그리고 소목이 존재하는 임분의

경계면(edge)으로부터의 거리를 산출하 다.

그 결과, 소목은 임도로부터 평균 으로 약 69m (최소 0.9m,

최 219.4m)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많은 경우 임도 근처

삼나무림에 둥지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Figure4-17 Table4-3에 의하면 소목으로부터 임분경계면

까지의 거리는 평균 약 25.7m (최소 0.0m,최 91.0m)에 달하며,주로

1∼5ha규모 임분의 가장자리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특성은 Landowner Resource

Center(1999),Regneryetal.(2013)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도,임

분경계와 같이 오 된 공간으로부터 제공받는 바람,빛 등의 무생물

서식환경요소들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ure 4-16. Distance to forest roads from nest trees 

Max. Mean (SD*) Min.

Distance (m) 219.4 68.8 (51.2) 0.9

Table 4-2. Distance to forest roads from nest trees

*SD stands for standard deviation.



- 58 -

Figure 4-17. Distance to forest edge from nest trees 

Max. Mean (SD*) Min.

Distance (m) 91.2 25.7 (20.2) 0.0

Table 4-3. Distance to stand edges from nest trees

*SD stands for standard deviation.

한편,다수의 소목 수간이 곰팡이 균(fungi)에 감염되어 흰색

곰팡이가 존재하거나 이끼 등으로 덮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러

한 특성은 Zahneretal(2012)가 밝힌바와 같이,딱따구리가 소목을

선정할 때에는 무작 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건강하여 수간의 경도

(hardness)가 높은 나무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반면,곰팡이 균에 감

염되었거나 고사하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나무를 선별하여 둥지를 용

이하게 만드는 략 인 근에 기인한 것이라 단된다.

이러한 특성은 제주시험림 내 모든 삼나무림에서 발견되기 보다

는 이끼와 균이 서식하기 좋은 다소 습한 지역에 존재하는 삼나무림에

서 자주 발견되었다.Wesolowski(1995)이나 Czeszczewik(2006)등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서식지로 주로 늪 지

나 수계에서 가까운 곳에 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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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임내습도를 주요한 인자로 선정하 으며,

BevenandKirkby(1979)가 개발한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wetness

index;TWI)를 활용하여 서식환경의 습한 정도를 단하 다.

지형습윤지수(TWI)는 지형의 기복도를 통해 집수지역(water

catchement)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형의 습윤정도를 지수화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ArcGIS 9.3분석툴을 이용하여 지형습윤지수를

계산하고 소목이 발견되는 지역의 습윤정도를 분석하 다.분석결과,

Figure4-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목이 집약 으로 발견된 지역

은 타 지역에 비해 습윤도가 상 으로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습한 환경은 삼나무 표면에 이끼나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삼나무의 건강도와 수간의 경도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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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18. Distribution of topographic wetness index 

      around nest tre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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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동 특성

발견된 소목에서 둥지는 주로 제일 상층의 가지가 떨어져 생

긴 옹이자리 가까이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이들의 높이는 평

균 으로 약 7∼10m 정도에 치하고 있다.

ConnerandLocke(1982)가 붉은벼슬딱다구리(Picoidesborealis,

Red-cockadedwoodpecker)의 서식지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옹이

(branchstub)는 곰팡이 여러 질병균이 나무의 수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며,이로 인해 곰팡이나 균에 감염된 나

무는 수간의 경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딱따구리는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은 에 지로 둥지를 생성한다. 제주시험림 내 발견된

소목의 약 75%도 옹이 근처에 둥지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는 딱다구리의 효율 인 둥지 생성 략에 따른 것이라 단된다.

Figure4-19는 소목에 있는 수동의 치,크기,방향을 보여

다.수동은 평균 직경 45.1m(±7.4m) 소목의 지상 평균 7.0m(±2.0m)

에 치하며,수동의 크기는 평균 장반경 6.7cm(±0.7cm)로 조사되었다.

한 수동의 방향은 북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을 향하고 있으나,그

남향,남동향을 향하는 것이 가장 빈번함을 알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Ingold,(1994),Mannille(2004),Regneryetal.(2013) 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딱따구리가 수동을 만들 때 (光),바람,비 막음 등과 같은 미

세 기후환경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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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Characteristics of cavities on nest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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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채이서식지 특성

(1)먹이자원의 양과 종류

큰오색딱다구리가 서식하는 데 있어 다른 요한 요소는 먹

이자원이다.문헌고찰에 의하면 일반 으로 고사목의 재 이 10∼

20m3/ha의 범 에서는 큰오색딱다구리의 개체수 유지가 불확실하며

개체수를 유지하기 해서는 20m3/ha 이상의 고사목이 요구된다

(Angelstam etal.,2003).

연구 상지의 경우에는 고사목을 비롯한 CWD(corse woody

debris)와 인근의 표고자목이 많아 큰오색딱다구리의 개체수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먹이자원을 공 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A.먹이 공 원으로서의 고사목

본 연구에서 연구 상지 내의 고사목(snag)분포를 조사한 결과

가 Figure4-20에 제시되어 있다.이 결과에 의하면 제주시험림 한남

지역은 충분한 고사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Longstaad(2006)와 Martikainenetal.(2008)이 보고한 바와

같이 큰오색딱다구리의 채이 행동권을 소서식지로부터 100ha,즉 반

경 560m라고 가정할 때 채이 행동권역 내에 평균 13m3/ha의 고사목

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20m3/ha이상의 고사목이 존재

하는 임소반도 큰오색딱다구리의 행동권에 일부 포함되어 연구 상지

의 큰오색딱다구리의 먹이조건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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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0. Volume of  dead wood debris  over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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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1은 연구 상지 내의 고사목의 부후등 에 따른 재

분포를 보여 다.이 그림에 의하면 큰오색딱다구리의 활동권역 내에

부후정도 1등 ,2등 고사목의 재 이 많은 임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임분은 부후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큰오색딱다

구리가 주로 먹이로 섭취하는 딱정벌 목과 나비목의 유충이 많을 것

(양성년,2009)으로 단되므로 채이서식지로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21. Volume distribution of  dead wood debris of  decay clas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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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먹이 공 원으로서의 표고자목

제주시험림에서는 표고자목이 큰오색딱다구리의 독특한 채이서식 환

경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2004년,2006년,2007년에 설치한 표고

생산지가 주변에 다량 분포하고 있으며,이 상당부분이 반경 560m의 채

이활동권 내에 포함되어 요한 먹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Figure4-22).

실제로 표고를 생산한 이후 남겨진 자목이 부패하면서 유충이 서식하여 큰

오색딱다구리의 채식흔 이 다수 발견되었다.

Figure 4-22. Area of mushroom culture from 200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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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이서식지 공간분포 특성 분석

제주시험림에서 소서식지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삼나무림과 채이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활엽수림은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이

용 측면에서 공간 인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부분의 소목은 활엽수

로 둘러싸인 삼나무림에서 발견되었고,큰오색딱다구리 채식흔 의 다

수는 소목이 발견된 삼나무림과 매우 인 한 활엽수림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공간 인 특성들을 종합 으로 고찰할 때,제주시험림

한남지역에 서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는 일정이상의 굵기와 안정된 공간

을 제공하는 삼나무를 소목으로 극 활용하며,그 주 의 있는 활엽

수에서 주로 먹이자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소서식지

와 채이서식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활엽수림으로 둘러싸인 삼나무

림’은 큰오색딱다구리에게 매우 유리한 서식환경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삼나무림과 활엽수림의 공간 인 계를 정량화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Fragstat3.3(McGarigalandMarks,1995)이 제공하

는 edgecontrastindex(ECI)지수를 활용하 다.ECI는 매우 단순한 개

념이지만 임분의 분포특성을 쉽게 정량화 할 수 있어 경 분석에 있어

매우 유용한 지수로 활용될 수 있다.가령 활엽수림 안에 있는 섬

(Island)형태의 삼나무림은 모든 경계가 활엽수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ECI=100%의 값을 가지며,만일 경계면의 10%정도가 다른 삼나무 임분

과 한 경우 90%의 값으로 산출된다.

Figure4-23에는 큰오색딱다구리 둥지가 발견된 삼나무림과 그 지

못한 삼나무림의 ECI값의 비교 결과가 나타나 있다.즉,둥지가 발견된

삼나무림에 속한 둥지목 66개와 둥지가 없는 삼나무림 내에서 임의로 선

정된 66개의 의 ECI값을 비교한 것이다.그 결과 소목이 발견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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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림의 경우 평균 으로 80% 이상의 ECI값을 가지는 반면,임의로 추

출한 삼나무림의 경우 평균 으로 50%~60%사이의 값을 보 다.

이 값들은 t-test결과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value<0.05)

를 보이고 있다.따라서,큰오색딱다구리는 삼나무림의 소서식지와 활

엽수림의 채이서식지가 공존하는 곳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이 서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23. Comparison of Edge Contrast Index (ECI) values 

between White-backed woodpecker presence points (nestig tree points)

and referenc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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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regression)을 이용하여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을 개발하 다.모델 개발에

활용하기 하여 소목 출 (presencepoint)78개 외에 비출

(absencepoint 는 referencepoint)78개를 ArcGIS9.3을 이용하여

임의 추출하 다.

Table4-4는 단계 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analysis)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다.즉,이 과정에 생성된 3개 모델에 해

AIC(akaikeinformationcriterion)값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ModelI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ModelI을 채

택하 다.

ModelI에 의한 큰오색딱다구리 합도 평가모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Eq.4.3).

 exp
exp  

Eq.(4.3)

ModelⅠ에서는 임도로부터의 거리에 한 계수 부호가 (-)값을

가지는데,이는 임도로부터 거리(DR)가 가까울수록 큰오색딱다구리에

게 보다 합한 서식지임을 의미한다.반면 ECI변수의 계수부호는

(+)값을 가지는데,이는 다른 수종으로 구성된 임분과의 경계면을 클수

록 큰오색딱다구리에게는 보다 합한 서식지임을 의미한다.

특히 ECI값은 산림경 활동 시 수종의 선택,공간 인 식재방

법 등과 한 련이 있는 변수로서,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할 수

있는 서식환경을 마련하기 한 산림경 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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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Variables selected in the model AIC

Ⅰ
Distance from forest roads (DR), 

Edge Contrast Index (ECI)
125.48

Ⅱ

Distance from forest roads (DR), 

Distance from stand edge (DE), 

Edge Contrast Index (ECI)

125.60

Ⅲ

Distance from forest roads (DR), 

Distance from stand edge (DE), 

Edge Contrast Index (ECI),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126.43

Table 4-4. Selected variables during conducting stepwised Logistic 

regression

한편,Figure4-24에 나타난 ROC곡선이 y축에 근 한 형태로

그려진 것은 개발된 서식지 평가모델인 ModelI은 장에서 수집한

실제 출 과 비출 을 높은 비율로 출 ,비출 으로 정확히

재분류한 것을 의미한다.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ModelI이 큰오색

딱다구리의 서식지를 별함에 있어 뛰어난 분류 성능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Figure 4-24. ROC curve of Model Ⅰ showing sensitivity and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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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섬휘 람새 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4-4-2-1.서식지 특성

활엽수나 침엽수 등의 임상은 섬휘 람새 둥지 존재여부에 큰

향을 주지 않는 반면,수고,최근 3년 이내 시업이 존재했는지에

한 여부와 임도로부터의 거리가 요한 서식환경 특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2011).

특히 3년 이내 산림시업이 이루어져 트인 공간이 많은 수풀이나

덤불, 목이 많은 곳이나 Ⅰ 의 유령림이 존재하는 곳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숲 내부보다는 임도 근처와 같이 숲 외부의 서식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2.서식지 합도 평가모델 개발

섬휘 람새가 출 한 지 30개소,비출 지 30개소를 선정하

여 SAS CATMOD procedure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작성하 다(박

찬열 등,2009;산림청,2011).

임상,수목의 수고, 최근 3년 이내 시업 여부,임도로부터의 거

리에 한 정보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으며,이에 해 섬휘 람새 둥

지의 존재 여부(0 는 1)가 반응변수로 이용되었다(Table4-5).

연구결과,Eq.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높지 않은 수고,시업이

이루어진지 3년이내,임도로부터 가까울수록 섬휘 람새의 서식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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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and Class Code

Indepe
ndent 

Forest 
type
(FT)

Coniferous forests(C) C

Mixed Forest with Coniferous and Broad leaved forests MCB

Deciduous-Broad leaved forests DB

Evergreen Broad leaved forests, EB EB

Mixed Broad leaved forests, MB MF

Forest 
height

(m, FH)

0 A

1～9 B

10～12 C

13～15 D

16～20 E

Forest 
practice

(FP)

done within three years D

No N

Distance 
to trail

(m, DT)

50～182 A

183～375 B

376～766 C

633< D

Res
-ponse

Nest Nest Y

No nest No nest N

Table 4-5. Dependence and Independece variables used for model
          (Korea Forest Servi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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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소결

제 4장에서는 제주시험림에 서식하는 주요 야생조류인 큰오색딱다

구리와 섬휘 람새의 서식지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에 한 정량 인 서

식지 합도 지수모델(habitatsuitabilityindexmodel)을 개발하 다.

서로 다른 서식환경을 요구하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조사방법

분석방법 한 각 종에 합한 방법을 용하 다.큰오색딱다구리의

경우,둥지가 존재하는 소서식지와 먹이자원을 공 하는 채이서식지로

구분하여 서식지 특성을 고찰하 으며,섬휘 람새는 둥지가 존재하는

환경을 심으로 서식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제주시험림에 서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는 기존의 문헌

이나 타 지역에 서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와 달리,침엽수인 삼나무를 주

요 소서식지로 이용하 고, 소서식지로부터 멀지않은 근처 활엽수림

에서 주로 채이하는 패턴을 보 다.이에 습한 지역에 존재하는 섬

(island)모양의 활엽수로 둘러싸인 일정 경 이상의 성숙한 삼나무림을

주 서식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섬휘 람새는 산림시업이 수행된지 얼마지나지 않아 트인 공

간이 많아 덤불이나 목 등이 많은 유령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제주시험림 내에 서식하는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는

각각 성숙림과 유령림을 선호하는 상이한 서식지 선호도를 보 다.이러

한 두 종 모두를 제주시험림 내에서 지속 으로 보 하기 해서는 이들

의 각기 다른 서식지 특성을 모두 반 하여 산림경 계획과 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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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야생조류 서식지를 고려한 생태

산림경 의사결정모델의 개발

5-1.서론

1970년 다목 산림경 개념이 도입된 이후부터 최근 지속가능한

산림경 (sustainableforestmanagement)의 패러다임이 정착됨으로 인

하여 생태 ,경제 ,사회 부문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되며

이를 산림경 활동 속에 반 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

특히 야생동물 서식지에 한 고려는 생물다양성 산림생태계 건 성

과 하게 련되어 있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야생동물의 서식지 특성을 고려한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 특성들을 제 로

반 해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이를 해 국외 임업선진국에

서는 산림경 계획 수립 시 공간 요소를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최

한 기법을 이용하거나 혹은 수확벌채시뮬 이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공간

요소를 반 하고 있다(Leefersetal,2003;Imaki,2007;Lietal,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림경 장에서 야생동물 서식지를 고려하

여 목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다.

특히 앞의 4장에서 제시한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 서식지의 공간

특성들을 효과 으로 반 하기 하여 ‘수확벌채시뮬 이터와 연계한

다목 산림경 계획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이에 한 경제성(목

재생산) 경 스 일에서의 생태 향들을 평가하여 산림경 활동과

야생동물서식지 간의 trade-off 계를 고찰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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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연구체계1)

야생동물 서식지 리와 목재생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목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충된 경 목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효율 인 의사결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야생동물의 시·공간 서식환경 특성들을 의사결정체계 내에 효과

으로 반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ure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 선형계획법(LP)을 이용하여 최 해를

도출하고 이후 공간수확시뮬 이터인 HARVEST 6.1(Gustafsonetal,

2005)를 이용하여 이를 공간 으로 분배하 다.

Figure 5-1. Research framework of forest planning and its evaluation

1)제 5장에서 서술하는 연구방법 결과들은 본 자가 수행하고 작성한 산림청(2011)연구보고

서의 일부 내용과 동일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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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연구재료 방법

5-3-1.MOLP(다목 선형계획함수)구성 체계

식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재생산의 극 화(Z1),유령림을 선호

하는 섬휘 람새 서식지 합도 극 화(Z2),그리고 성숙림2)을 일정면

이상 필요로 하는 큰오색딱다구리 서식지 합도 극 화(Z3)라는 세 가

지 상충되는 경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기 하여 다목 선형계획법

(multiple-objectivelinearprogramming;MOLP)을 이용하 다.

      Eq.(5.1)

  

한 재의 제주시험림 내 임상 분포는 삼나무림(침엽수림)과 활

엽수림이 각 임상별로 군집화된 (clusteredoraggregated)형태를 지니

고 있는데 반해,큰오색딱다구리의 경우, 소서식지(nestinghabitat)으

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삼나무림의 임분이 채이서식지(foraginghabitat)

로 이용될 수 있는 활엽수림으로 둘러싸인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건을 경 계획에 반 하여 개선 는

변화시키기 하여 경 기간 내 수종갱신이 가능한 ModelⅡ가 더 합

한 것으로 단되어 MOLP-ModelⅡ의 선형계획 모델을 구축하 다.

2)성숙림(maturedforest)은 시업목 을 달성할 때까지 성장한 임분 는 최 벌채 시기에 있는 산

림을 의미한다(산림임업용어사 ,2010).연구결과,제주시험림의 큰오색딱다구리는 소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균 40㎝ 의 경목이 존재하는 Ⅴ∼Ⅵ 이상의 임분을 소서식지로 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삼나무의 벌기령은 국

유림 60년,공·사유림 40(30)년으로서,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서식임분은 주로 벌기령에 다

다른 성숙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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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수확시물 이터와의 연계

Figure5-2는 MOLP-ModelⅡ에서 도출된 분기별 산림시업량을

공간 으로 분배하는 수확벌채시뮬 이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Table

5-1과 Figure5-2에서 알 수 있듯이,HARVEST 산림수확시뮬 이션

모델은 벌채구획의 크기,인 지역 벌채제한,벌채구획의 분포 패턴 등에

한 여러 시공간 인자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수확벌채를

공간 으로 분배한다.

한편,본 연구에서는 큰오색딱다구리가 요구하는 삼나무림으로 둘

러싸인활엽수림을 제공하기 하여 HARVEST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군

상벌채 시업방법을 선택· 용하 으며,이를 소반단 의 벌채방법과 비

교하여 산림경 활동에 따른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환경 변화 그

향력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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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2.Harvestsimulationalgorithomconsideringspatialallocations(GustafonandCrow,1999;Songet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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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Range

ManagementArea

ID
Valuesinmap

Foresttype

value
Valuesinmap

Average

harvest

sizeand

standard

deviation

Meanharvestsize(ha) ≥1cell

Standarddeviation(ha) ≥0cell

Minimum size(ha) ≤mean

Maximum size(ha) ≥mean

Fillstand On/Off

Dispersed

Method

Spatialmethod

Dispersed

Clustered

Groupselection

OldestFirst

Groupproportion 0.0<p<1.0

Reentryinterval ≥0years

Minimum agefor

harvest

Minimum Age
Allowedfor
Harvest

>0years

AmounttoHarvest

PercentofForestTypeinMA to
Cut >0.1

TotalAreatoCut(ha) >0cells

Adjacency

Constraints
GreeUpInterval >0years

Table 5-1. Input variables used in HARVEST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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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연구결과 고찰

5-4-1.다목 산림경 계획모델 수립

산림경 모델개발을 해서는 문제정의,모형수립,분석의 세 단계

를 거친다.다음은 경 목표와 제약조건들을 명확히 정의하는 ‘문제정의’

단계와 이를 수식으로 표 하는 ‘모형수립’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5-4-1-1.경 목표 안평가 기 설정

산림경 목표는 산림경 의 기본 방침을 나타내며,수식 내에서는

목 함수로 표 된다.이러한 목 함수는 여러 경 안들을 비교·평가

하는데 있어 요하게 사용되는 척도이다.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목재생산량(경제성 척도),섬휘 람새의 서식지 합도(개방형

유령림 혹은 치수림을 선호하는 생물종의 생태 척도),큰오색딱다구리

의 서식지 합도(성숙림을 선호하는 생물종의 생태 척도)를 사용하

다.

① 목재생산량은 계획기간 동안의 재 생산량(㎥)으로 산출하 다.

② 섬휘 람새는 3년 이내 산림시업이 수행된 개방된 형태의 임분에

둥지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시기별 Ⅰ 임분의 면 (ha)

으로 서식지 합도 정도를 산출하 다.

③ 큰오색딱다구리는 주로 DBH가 40㎝ 이상의 경목이 존재하는

Ⅴ∼Ⅵ 의 성숙림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시기별 Ⅵ 임

분의 면 (ha)으로 서식지 합도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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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제약조건 설정

산림경 에 있어 경제,사회,생태 부문에서 많은 요인들이 제약조

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성 있는 경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이러

한 제약들을 명확히 분석하여 수식모형에 반 하는 것이 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제약조건들을 고려하 다.

(1)목재생산의 보속성

보속수확체계는 연년 수확량이 일정한 산림경 체계를 의미하는 것

으로 경 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한 제약조건 의 하나이다.본

연구 상지는 부분 삼나무 인공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삼나무에

한 목재생산 시 보속수확체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  ≤  

  분기별 목재생산량(㎥),   목재생산량 변동폭의 허용감소율과 증가율

(2)벌채면 제한

면 의 산림을 벌채하는 것은 생태 인 측면이나 사회,경 인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따라서 이에 한 충안으로 경

면 에 해 허용가능한 벌채면 비율을 제시함으로서 과도한 산림벌채

면 을 제한하 다.

 ≤ ·

  i구역에서 j번째 분기의 총벌채면 (ha)

  i구역의 체 면 ,  i구역의 벌채허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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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림 수종의 다양성 갱신비율

재 제주시험림 한남지역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활엽수림의

일부를 삼나무림으로 갱신하기 하여 계획기간 내에 활엽수림의 갱신비율

을 제약인자로 설정하 다.

 ≤ ·

  i구역에서 k수종의 조림면 (ha)

  i구역의 벌채 면 ,  수종별 갱신비율

(4)계획기간 말의 구성

수식모형에서 계획기간 이후의 상황에 해 조건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목 함수값을 극 화하기 해 계획기간 말에 벌기령에 도달한 모든

산림을 벌채하는 것을 최 해로 채택할 수도 있다.제주시험림의 보속수확

에 한 보장뿐만 아니라,섬휘 람새와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를 지속

으로 제공하기 해서도 계획기간 말에 해당 에 해 일정기 이상

을 설정하 다.

 ≥ 

  해당 의 면 (ha)

  경 자가 허용하는 일정면

이러한 경 목표와 다양한 제약인자들은 Table5-2와 Table5-3

과 같은 변수 수식으로 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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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11)




∈

     ∀  (12)

   · ≥  ∀ (13)

 ≥  ∀ (14)

  ·  ≥   (15)

  ·  ≤   (16)


  

 ≥  ∀ (17)

  ≥  · ∀  (18)

 ≥  ∀ (19)

Table 5-2. Mathematical formualtion of MOLP-Model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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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
-bles Definition


Clear-cuttingareain1stperiodplaningspeciesjatithmanagementunitduringkperiod

 HabitatareaofJapanesebushwarblerinpthperiod

 Habitatareaofwhite-backedwoodpeckerinpperiod

 LowerlimitofhabitatareaofJapanesebushwarblerinpperiod

 Lowerlimitofhabitatareaofwhite-backedwoodpeckerinpperiod

 Coefficientof

 Areaofithmanagementunitwithage-classkofspeciesj

 Harvestedareainpthperiodplantingspeciesjatithmanagementunitduringkperiod

 Thinnedareainpthperiodplaningspeciesjatithmanagementunitduringkperiod

 Harvestedareainpthperiod

 Thinnedareainpthperiod

 Totalamountoftimberproudctinpthperiod

 Harvestedareainpthperiod ithmanagement

 Areaofage-classkatithmanagementunitinlastperiod

 Lowerlimitofregenerationrationforspeciesj

 Plantingareaofspeciesjatithmanagementunitduringkperiod

 Lowerlimitofareaofage-classkinlastperiod

 Permittedratioofharvestareaatithmanagementunit

 Lowerlimitofdecreasingrateoftimberproduction

 Lowerlimitofincreasingrateoftimberproduction

Table 5-3. Input variable of MOLP-Model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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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산림경 계획 시나리오 설정

다목 선형계획법은 경 목표의 요도에 따라 목 함수의 각 항

에 다른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그 변수가 체 목 함수의 값 기타

변수들에 미치는 향력을 단할 수 있으며,이를 의사결정자의 정책

단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Table5-4는 목 함수를 이루는 3가지 의사결정변수에 한 가

치를 달리한 7개의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다.시나리오 1은 목재생산

량,섬휘 람새 서식지 면 ( Ⅰ의 산림면 ),큰오색딱다구리 서식지

면 ( Ⅵ 이상의 산림면 )에 동일한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요도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시나리오 2∼6은 목재생산의 경제성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

고,야생동물(섬휘 람새와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를 최 로 제공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을 제공해주는 시나리오이다.이 시나리오 2와

3은 편화된 유령림을 선호하는 섬휘 람새의 서식지를,시나리오 5와

6은 면 의 성숙림이 존재하는 산림을 선호하는 큰오색딱다구리의 서

식지를 더 시한 경우이다.

한편,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 목표들의 가 치에 한 민감도분

석 뿐만 아니라,제약조건 의 하나인 수종갱신의 비율(0% vs.20%)에

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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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Weight

Timber
production
(Z1)

Wild-birdshabitatarea

Habitatareaof
JapaneseBushwarbler

(Z2)

Habitatareaof
white-backed
woodpecker
(Z3)

1 1 1 1

2 0 1 0

3 0 0.75 0.25

4 0 0.5 0.5

5 0 0.25 0.75

6 0 0 1

Table 5-4. Scenarios set with different weights on Objec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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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산림경 계획 시나리오 별 결과

5-4-3-1.목 함수 가 치에 따른 결과분석

Figure5-3에 의하면 목재생산량(㎥)은 목재재 에 한 가 치

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즉,목재생산량을 섬휘

람새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와 동일한 비 이 1:1:1로 동일할 때

목재생산량의 가 치가 '0'인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 상 으로 가장

높은 분기별 목재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반면 목재생산량 섬휘 람새의 가 치를 '0'으로 하고,큰오색

딱다구리의 가 치를 '1'로 부여하여 가 치 조합이 (0,0,1)인 경우 분기

별 목재생산량을 최 가 된다.이는 큰오색딱다구리가 둥지를 만드는 임

상조건이 Ⅵ 이상이므로 가능하면 임령이 높은 임분이 많을수록 둥

지를 만들 수 있는 임상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소서식지로 숲 임연부의 낮은 수고의 임상조건을 선호하는

섬휘 람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벌채 후 갱신되는 Ⅰ 의 패치

(Patch)가 많을수록 서식조건이 유리하므로 상 으로 많은 면 에 있

어서의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보인다.따라서 가 치 조합이

(0,1,0)인 시나리오 1의 경우 분기별 목재생산량이 상 으로 많은 경향

을 보이게 된다.

그 외에 가 치 조합을 (0.00,0.75,0.25), (0.00,0.50,0.50),

(0.00,0.25,0.75)와 같이 목재생산에 한 요도를 '0'으로 하고,큰오색딱

다구리와 섬휘 람새의 상 요도를 조정하는 경우 술한 바와 같

이 선호하는 서식조건에 따라 분기별 벌채면 혹은 목재생산량이 변화

하는 추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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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Timber production by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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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4는 시나리오 별 섬휘 람새의 서식지 면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목재생산량의 패턴과 마찬가지로,벌채와 련이 있는 시나

리오 1,2,3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면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면 에 더 큰 가 치를 부여한 시

나리오들 보다는 훨씬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값의 상한선이 220ha정

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제약조건에 의해 분기별 벌채면 이 제

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ure 5-4. Habitats areas of  Japanese warbler by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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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Figure5-5은 시나리오 별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목재생산량이나 섬휘 람새와는 반 양

상으로,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면 변수에 높은 가 치를 시

나리오 4,5,6에서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 시나리오들은 기 아주 었던 Ⅵ 이상의 성숙림 면 을

증가시키다가 4분기 이후로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 시나리오 1,2,3은 3분기까지는 성숙림의 면 을 증가시키

나 그 이후에는 벌기령에 다다른 성숙림들에 해 벌채를 유도함으로

서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면 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gure 5-5. Habitat area of white-backed woodpecker by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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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6은 섬휘 람새의 서식지 면 과 큰오색딱다구리의 서

식지 면 간에 생성된 ‘결합생산가능곡선(jointproductionpossibility

curve)’을 나타내고 있다.결합생산가능곡선이란,한 목 함수의 가

치를 1.0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목 함수의 가 치를 1.0에서 0.0으로

변화시킬 때 각 목 함수의 값들이 변화를 패턴을 나타낸 곡선이다.

Figure5-6에 나타난 가 치에 한 목 함수의 값들을 살펴보

면, 간 의 값이 (1.0,0.5)보다 작은 값인 (1.0,0.3)의 값을 가지는

데 이는 기 경 상지의 분포가 고르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

다.

Figure 5-6. Joint production curve between habitat area of Japanese 

bush warbler and habitat area of white-backed woodp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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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Area of Japanese cedar forest and deciduous forest by regeneration ratios

5-4-3-2.수종갱신 비율에 따른 결과분석

기 경 상지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활엽수림에 하여 경

계획 기간 동안 수종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와 활엽수림 면 의 20% 이

내를 삼나무로 갱신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하여 임상의 면 과 목재생

산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ure5-7에 나타난 바와 같이,수종갱신 한 경우에는 계획기간

말에 삼나무림은 기면 의 2배 이상인 489ha를 차지하고 활엽수는

600ha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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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삼나무림의 증가는 목재생산량에도 증가를 가져왔는데,

Figure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경 계획 기간인 100년 동안 45,000

㎥의 목재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활엽수림의 일부를 삼나무림으로 변경한 수종갱신을 통하여 큰오

색딱다구리에게는 보다 넓은 선호 서식지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목재

생산 증가라는 경제 이익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8. Increased amounts of timber production by regeneration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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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공간수확시뮬 이션을 이용한 최 해 분배와 서식지

특성변화 측

다목 선형계획법에서 도출된 분기별 산림수확량(벌채면 )을

HARVEST 6.1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으로 배분하 다. 한 벌

채 후 발생할 수 있는 경 요소들의 변화를 고찰하기 하여 APACK

로그램(MladenoffandDezonia,2004)과 연계하여 경 분석을 수행하

다.

Figure5-9에 나타난바와 같이,다양한 산림경 활동 요소 일

반 으로 환경보 이라는 측면에서 큰 심사가 되고 있는 ‘벌채면 의

크기’와 제주시험림에 서식하는 주요 보호 상종의 하나인 큰오색딱다구

리의 서식조건과 직 으로 련된 ‘수종갱신 여부’에 해 다른 조건을

부여한 후,그들의 환경 향력을 분석하 다.

특히 벌채면 크기의 경우,소반단 벌채와 벌채면 을 10ha이

하로 제한한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 다.이는 재 구획된 제주시험림

소반의 크기가 최소 1ha미만에서 최 100ha이상의 다양한 크기를 보

이는데,100ha크기의 소반이 한 번에 벌채된다는 설정은 실 으로 무

리한 결과를 래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하여 10ha이하의 소규모

군상벌채에 한 옵션을 추가하여 비교하 다.

수종갱신의 여부는 재의 삼나무림과 활엽수림을 그 로 유지하

며 갱신하는 경우와 활엽수림 면 의 20% 이내를 삼나무림으로 갱신하

는 두 가지를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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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Harvest simulation framework and forest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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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상분포 변화

Figure5-10은 시나리오1에 수종을 갱신하며 소반단 의 벌채를

수행하 을 때 100년 동안 변화하는 임상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실림

에서(0분기)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활엽수림의 일부가 차 삼나무림

으로 갱신되어,계획기간 말에는 삼나무림의 면 이 기보다 약 2배 정

도 큰 면 을 차지하고 있다.

Figure5-11은 시나리오1에 수종갱신을 고려하며 10ha미만의 소

규모 군상벌채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앞의 소반단 벌채와

비교하 을 때,삼나무림 임분(패치)의 모양이 보다 작게 분산되어있다.

한 100ha이상의 규모 활엽수림 임분의 일부가 삼나무림으로 갱신

되어 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활엽수림으로 둘러싸인 삼나무림’형태

의 임분이 더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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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h period (initial stage)

▼

1st period

Figure 5-10. Changes in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types harvested by stand unit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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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 period

▼

10th period

Figure 5-10. Changes in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types harvested by stand unit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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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h period (initial stage)

▼

1st period

Figure 5-11. Changes in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types harvested by Max. 10ha option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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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 period

▼

10th period

Figure 5-11. Spatial distribution changes of forest types 
harvested by Max. 10ha option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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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포 변화

Figure5-12는 시나리오1에 수종을 갱신하며 소반단 의 벌채를

수행하 을 때 100년 동안 변화하는 임상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재(0분기)제주 한남시험림은 부분 Ⅱ∼Ⅵ 의 산림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Ⅰ 의 유령림은 1% 미만,Ⅵ 이상의 성숙림은 1.9%만

을 보이고 있다.산림경 결과,Ⅰ 유령림과 Ⅵ 성숙림의 비율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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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h period (initial stage)

▼

1st period

Figure 5-12. Changes in spatial distriubtion of different 

age class forests harvested by stand unit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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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 period

▼

10th period

Figure 5-12. Changes in spatial distriubtion of different 

age class forests harvested by stand unit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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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h period (initial stage)

▼

1st period

Figure 5-13. Changes in spatial distriubtion of different 

age class forests harvested by Max. 10ha option unit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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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 period

▼

10th period

Figure 5-13. Changes in spatial distribution of different 

age class forests harvested by Max. 10ha option unit 

with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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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서식지 경 특성 변화 분석

공간분배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를 경 지수를

이용하여 정량화하 다.Figure5-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반단 의 벌

채를 수행한 경우에는 체임상의 평균패치의 크기와 패치의 도는 거

의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한편 벌채구획의 크기를 10ha이

하로 제한한 경우에는 평균패치의 크기는 지속 으로 감소하는 반면,패

치 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삼나무림의 경우,Figure5-15에 나타난 바와 같이,소반단

의 벌채와 10ha이하 소규모 벌채 모두에서 수종갱신으로 인하여 평균

패치의 크기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한편 패치 도는 소반단 의

벌채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10ha이하 소규모 군상벌채에서는

처음에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다가 계획기간 반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림경 활동의 수행방법에 따라 다양한 임상의 공간

특성이 나타나게 되며,이는 곧 필연 으로 경 지 내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의 서식 합도에도 큰 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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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A

PD-A

MPS-B

PD-B

Period

Figure 5-14. Mean patch size and patch density 

harvested by stand unit for the whole research area

MPS-A

PD-A

MPS-B

PD-B

Period

Figure 5-15. Mean patch size and patch density 

harvested by stand unit for the whole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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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16과 Figure5-17은 다양한 임상이 섞여 존재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edgecontrastindex(ECI)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본 연구

에서는 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서식환경인 ‘활엽수림으로 둘러싸인

삼나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Figure5-17은 3가지 경 방법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하는 삼나무

림의 ECI값을 보여주고 있다.여기서 경 방법 1은 수종 갱신이 없이

소반단 의 벌채를 하는 경우,경 방법 2는 수종 갱신을 허용하면서 소

반단 의 벌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경 방법 3은 수종 갱신을 허용하면

서 소규모 군상벌채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 다.

그 결과 활엽수림의 일부를 삼나무림으로 수종갱신함으로써 ECI

값은 기 70에서 90까지 증가하며 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서식환

경을 보다 많이 제공해 을 알 수 있다.특히 10ha이하의 소규모 군상벌

채를 취하 을 경우가 지속 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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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eriod

Figure 5-16. Periodical changes of Edge Contrast 

Index values in the whole study area; A is the 

result of Max. 10ha harvest area option and B is 

the result of stand unit harvest option 

수종갱신_10ha 제한벌

채

수종갱신_소반단 벌

A
B
C

Period

Figure 5-17. Periodical changes of Edge Contrast 

Index values in Japanese cedar forest; A is the result 

of Max. 10ha harvest area option and B is the result 

of stand unit harves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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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18은 수종갱신을 하며 10ha이하의 소규모 군상벌채를

하 을 경우,Ⅰ 유령림과 Ⅵ 이상의 성숙림의 면 과 공간

집도 지수(aggregationindex;AI)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Ⅵ 이상의 AI가 후반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실림과 비교하 을 때 경 계획 기간동안 성숙림이

제주 한남시험림 내에 고루 분포하기 때문으로 시업방법이나 경 목표에

한 가 치의 조정을 통해 보다 유리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을 의미한다.

Figure 5-18. Periodical changes in area and Aggretation Index (AI) values of 

regeneration and mature fores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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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소결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SFM)을 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의 일환으로써,야생

동물 서식지 특성들을 반 할 수 있는 통합 인 산림경 계획 모델을 개

발하 다.

특히 서로 상충되는 목표인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 (생태 건

성)과 목재생산(경제성)을 동시에 표 하고 이를 경 계획 속에 반 하

기 하여 다목 함수(multi-objectivefunction)를 목 함수로 설정할 수

있는 다목 선형계획법(multi-objectivelinearprogramming;MOLP)법

을 이용하 다.

한편,MOLP의 한계 을 극복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의 공간 인

특성들을 반 하고 나타내기 하여 공간수확시뮬 이터인 HARVEST

6.1과의 연계를 통하여 산림경 시나리오에 따른 임상과 서식환경의 공

간분포 패턴의 변화 그 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용하여 목재생산을 한 산림시업을 수행하면서

도 수종갱신이나 배분을 통하여 제주시험림 내에 서식하는 큰오색딱

다구리와 섬휘 람새의 서식환경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상충하는 조건들로만 간주되었던 야생동

물 서식지 보 과 목재생산의 두 경 목표들를 하나의 의사결정지원체계

(decisionmakingsupportsystem;DMSS)내에서 두 목표 모두 증진시

킬 수 있는 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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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종합고찰

6-1.연구 주요 결과 의의

본 연구는 FSC인증림인 제주시험림 한남지역을 상으로 산림시업

이나 목재생산과 같은 산림경 활동 속에 주요 야생조류들의 서식지 보

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림경 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하 다.

이를 해 우선 지 산림생태계 내 성숙림과 편화된 산림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의 서식지 특성을 조사·분석

하고 이들에 한 서식지 합도 모델을 개발하 다.이러한 야생조류의 주

요한 서식지 특성들은 다목 선형계획법과 수확시뮬 이터의 연계를 통하

여 산림경 계획 속에 반 하여 시·공간에 따른 목재생산량과 서식지 환경

변화 간의 trade-off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에 상충하는 조건들로만 간주되었던 야생동물 서식지 보

과 목재생산의 두 경 목표들 속에서 두 목표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경

방안을 도출함으로써,향후 지속가능한 산림경 실 을 해서 무조건 으

로 한 분야의 ‘희생’혹은 비용을 요구하기 보다는 모든 분야가 상생하며

함께 발 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주고 있어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단된

다.

한편,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림경 모델 체계는 향후 지속가능한 산

림경 을 표방하는 타 국유림 경 단 에서도 수정·보완을 통하여 극 으

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림경 계획

모델을 통하여 서로 상충되는 목표인 야생동물서식지 보 과 경제 이

익인 목재생산을 동시에 고려하며 산림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산림 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어,국내 산림 장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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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 할 수 있는 징검돌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6-2. 연구 한계 제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량 평가모델,경

계획 수립체계 경제 ·생태 측면에서의 평가방법들은 재 야생동

물의 서식지 특성 규명에만 을 두고 있는 국내 야생동물 리체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산림생태계 리 시 종종 발생하는 ‘상충성’의 문제

를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이나 근체계에서

실 인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단된다.이에 본 연구의 한계성 추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자한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의 여러 가지 서

식환경인자 가장 요도가 높다고 단된 1∼2가지 서식인자만을 선

택하여 산림경 계획 속에 반 하 다.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 해당종

의 서식지 특성을 산림경 계획 속에 반 할 수는 있지만,그 정도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여러 인자로

구성된 서식지 합도 모델을 개발하고,개발된 모델을 직 으로 산림

경 계획 속에서 반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 인 사례로,Ohmanetal.(2007)은 들꿩(BonasabonasiaL.,

HazelGrouse)의 여러 서식인자들을 고려하여 서식지 합도 모델을 개

발하고 이 모델을 통해 도출되는 서식지 합도 수치들을 산림경 계획

내 제약인자 식에 직 반 함으로서 산림경 계획 기간 동안 들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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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일정범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목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 다.

한편, Bettingeretal.(1999)는 루즈벨트 엘크(Cervuselaphus

roosevelti,Rooseveltelk)의 서식지 합도 모델을 목 함수에 바로 용

하여 해당종의 여러 서식지 조건들을 극 으로 고려하면서도 목재를

최 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 다.

이와 같이 향후 상종의 서식지 특성을 산림경 계획 속에서 보다

직 으로 반 하기 해서 해당종의 서식지 특성을 1∼2가지로 추려내

어 용시키기 보다는 요한 서식지 특성들을 모두 반 하고 있는 서식

지 합도 모델을 산림경 계획 내에서 직 으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둘째,도출된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임업 장에 용하기 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 인 기 실화된 합의 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가령,큰오색딱다구리의 주요 소서식지 환경인자인 ‘경목’

의 경우,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을 해 필요한 최소량(minimal

requirement)에 한 정량 인 기 이 향후 연구를 통해 밝 질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산림경 계획 수립 시 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을

하여 경목이 존재하는 성숙림의 최소 요구면 을 임의 으로 설정

하여 경 계획 속에 반 하 다.

하지만 향후 본 연구를 제주시험림 임업 장에 실질 으로 용시

키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를 추가 으로 요구하는 바이다.우선

야생동물 문가에 의해 큰오색딱다구리가 필요로 하는 경목 는 성

숙림에 한 최소량을 정확히 규명하고,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목을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하는 산림 리자와 야생동물 문가 간에

‘경목’ 는 경목이 존재하는 ‘성숙림’의 잔존 정도에 해 합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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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이를 산림경 계획 속에 제 로 반 해야 하며,이러한 의사결정

체계(decision-makingsupportsystem)마련을 해 추후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큰오색딱다구리와 섬휘 람새 2종만을 선정하

여 이들의 서식지 특성을 반 한 산림경 계획모델을 수립하 다.하지

만 제주시험림 내에는 팔색조,제주도롱뇽 등 많은 희귀동식물이 서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들에 한 서식지 특성 한 산림경

계획 속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 서식지 리 연구들에서는 심 지역에 서식하는 표 핵심종

(keystonespecies)(Schroeder,1983;NielsenandBoyce,2003;Hughes,

2009),우산종(umbrellaspecies)(CadeandSousa,1985;Tavernaetal,

1990; Poiani et al., 2001; Belongie, 2008), 지표종(indicator

species)(Armstrongetal.,2003;Keinath,2004;Nielsen,2011),멸종

기종(endangeredspecies)(BartelandSexton,2009;Singhetal,2009;

Rondininietal,2011;Sarhangzadeh,2013)등에 해당하는 1종만을 상

종(focalspecies) 는 목표종(targetspecies)으로 선정하여 서식지 특성

을 규명하고 리방안을 제시하 다.이는 표종의 연구 상종 리를

통하여 해당 산림생태계에 서식하는 타 야생동물의 서식지도 동시에

리·보 될 수 있다는 ‘우산효과(umbrellaeffect)’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

다(Simberloff,1998;CaroandO’Doherty,1999;BonnandSchroder,

2001).특히 Martikaineeetal.(1998)과 Virkkala(2006)은 큰오색딱다구리

에 의한 산림생태계 내 우산효과 우산종으로서의 역할을 거론하며 큰

오색딱다구리 서식지 리의 의의와 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표 1종의 서식지 리만을 통해서는 산림생태계

의 건 성을 유지·증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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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multi-species) 는 같은 서식공간을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군집(community)차원에서의 서식지 리를 도모하고 있

다.

Blouiunetal.(2004)는 델 이(Delphi)기법을 활용하여 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해당지역 내 보호종으로 리되어야 하는 16종을 선발

하고 이들에 한 서식지 특성들을 규명하며 종합 인 서식지 리

리방안을 고찰하 다.

한편,다양한 종(multi-species)을 상으로 한 서식지 리는 보

지역(reservearea)의 설정과도 긴 히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다.가령,

Beaudryetal.(2011)은 20종의 야생조류 서식지의 서식지 모델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도출된 수치화된 수를 합산하여 지역 내 보 지역을 우

선순 화(hierarchical prioritization)하여 선정하 다.이 외에도 Cabeza

and Attemolanen(2003), Nicholson et al(2006), Jantke and

Schneider(2010)등과 같은 많은 연구에서도 다양한 종의 서식지를 규명

하여 보 지역을 선택하며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야생동물 서식지 리

와 생물다양성 등의 문제를 통합 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향후의 제주시험림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

서는 시험림 내 서식하는 다양한 종들의 서식지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종합 으로 서식지를 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제주시험림의 산림경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

등 제주시험림을 이용· 리하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을 반

하여 보다 실 요구들을 잘 반 할 수 있는 경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야생동물 서식지 리’와 ‘목재생산’ 한 재

제주시험림에서 심을 받고 있는 주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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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지역주민들을 한 표고자목 제공,생태 을 도모한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노루에 의한 치수림 피해 등 경제 ,생태 ,사회 측면

에서 제주시험림을 둘러싸고 시 히 해결을 요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

재하고 있다.

최근 임업선진국에서는 TEEB(Theeconomicsof ecosystem and

biodiversity,www.teebweb.org/)와 같이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산림생태

계의 생물다양성,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실화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국제 추세에 맞추어 제주시험림에서

도 산림경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 지역주민, 리자,이용자 등의 여

러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바라는 요구를 악하여 이를 산림경 계

획 속에 반 함으로서,제주시험림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 ,생태 ,사회

요구들을 통합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참여 산림경 (participatoryforest

management)체계 마련을 한 연구 한 추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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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ofaDecision-MakingModel

forTimberandWildbirdsHabitatManagement

inJejuExperimentalForest

AraSeol

MajorinForestEnvironmentalScience

DepartmentofForestSciences

SeoulNationalUniversity

As the paradigm shiftto Sustainable ForestManagement

(SFM)hasbeensettled,SFM hasbeenthefundamentalbasisofall

forest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over the past two

decades.Under the influence of SFM,social requirements for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have been getting diverse and

responsively forest management goals also have been more

diversified.Forinstance,notonlytimberproduction,thepastmain

goalof forest management,but also ecologicalgoal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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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foresthealthinessand stability havebeen importantly

consideredandmanyeffortshavebeenmadetoachievethem.

Inthecontext,leadingcountriesinthefieldofforestrysuchas

USA and european countriesmadetheireffortsintodoecological

forestmanagementconsidering wildlifehabitatinordertoimprove

biodiversity,butthere’snotryonitinsouthkorea.

Meanwhile,itisveryhardtorealizevariousmanagementgoals

inonespotofrealforestbecauselotsofconflictingproblemsand

issuesoccurinrealitysuchashabitatdestruction,economicdamages

andsoon.

Inorderachievevariousgoalsharmoniously,especiallywildlife

habitatmanagementandtimberproduction,wedevelopedecologicla

forest management planing modelsuitable for Jeju experimental

forestsdesignatedforFSC(ForestStewardshipCouncil)forestsince

2006.

White-backed woodpecker(Dendrocoposleucotos)and Japanese

bush warbler(Horonis diphone)were chosen as research species

which were considered as keystone species and indicatorspecies

respectively. We figured out their habitat requiremetns by

condudctingfieldsurveyandGISspatialanalysis.

Asaresult,white-backedwoodpeckerpreferredJapanesecedar

forestssurroundedbydeciduousforests,differentlyfrom theprevious

researches.ItusesHapanesecedarforestsasnesting habitatand

adjacentdeciduousforestsasforaginghabitat.Conclusively,matured

Japanesecedarforestsurroundedbydeciduousforestsinhumid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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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bebestsuitableplacesforwhite-backedwoodpeckers.

Reflectingwiththesehabitatcharacteristics,wedevelopedHSI

(habitat suitability index) model of white-backed woodpecker

composedofECI(edgecontrastindex)anddistancefrom anearest

forestroad.

Meanwhile,Japanesebushwarblerpreferredyoungforestwith

openareawhereforestprescriptionswereconductedwithin3years.

Thus,forestprescriptionoccurrencewithin3yearsanddistancefrom

a nearestforestroad wereselected as majorfactors forhabitat

suitabilitymodelforJapanesebushwarblerinJejuexperientialforest.

Inordertoreflectingthesetwospecies’habitatrequirements,we

developed multi-objective forest management planning modelby

connecting with MOLP(multi-objective linear programming)

optimizationtechniqueandHarvestsimulationmodel.

From theplanningmodel,wefiguredouttemporalandspatial

changesindistributionofforestspeciesandfurthermoreinamountof

timber production,and in suitable habitatarea ofwhite-backed

woodpeckerandJapanesebushwarbler.

Asa result,wefound forestmanagementalternativeswhich

enabledtoincreasetimberproductionandsuitablehabitatareaofthe

twowildbirds,eventwogoalswereoriginallyconflictproblem.

Theplanningmodeldevelopedintheresearchcouldbeapplied

tootherforestmanagementplaceswhich would try todealwith

conflict problems between ecological conservation and economic

benefitsandcouldmakegoodusetherea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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