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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앙과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처 적합성 지수 개발과 평가요소 선정에(HSI)

관한 연구 도시 내 서식지 복원을 고려하여:

성 명 박 준 영:

학과 및 전공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학전공:

대학원 융합전공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인간의 문명이 급속히 발전할수록 도시의 확장과 그에 따른 시설물에 의해 토지의 변화

가 생기고 이는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오염과 하천 오염 녹지의 단절.

과 축소와 같은 환경 문제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서식

지 또한 잃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인간에게 다양한 자연 자원과 가치를 제공하는 생태계 서.

비스의 기반인 생물 다양성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인 감소를 의미한다 지금도 그 기반은 파괴되어 가는 중이며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는 서식처를 잃은 생물종들의 보호와 그 서식지의 보전이 요구된다 때문에 자연 생태.

복원과 서식처 조성과 복원은 반드시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특히 도시

의 경우 인류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 규모와 숫자가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생물 서식지 또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도시에서도 야생 생물과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서식지 조성과 생태복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래서 본 연구는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어떤

환경 요소가 연구종의 생존에 필수적인지 혹은 치명적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활용

하여 서식지 복원 시에 반드시 조성하거나 보완해 주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활용될 수 있

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물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연생태계 유형인 하천과 산

림에 각각 서식하는 원앙과 오색딱다구리이다 원앙. (Aix galericulata 은 오리과의 조류로 우)

리나라 전역의 하천에서 볼 수 있는 텃새이자 겨울철새이다 원앙은 다양한 먹이 자원 식. ,

생 구조 등 습지 생태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천의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깃대종 및 지

표종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리고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는 딱따구리과에 속하며)

일차구멍둥지종 로서 번식기 이전에 여러 나무에 둥지를 파놓고 그(primary cavity nesters)

중 한곳을 사용한다 다른 둥지는 호반새 파랑새 원앙 등 아니라 하늘다람쥐 등 다른 동. , ,

물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산림 생물종의 다양성 및 개체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비슷한 서식 환경의 생물종의 보존을 돕는 핵심종 이며 또한 산림의 생물(keystone species)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도시의 녹지와 습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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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야생 조류인 원앙과 오색딱다구리의 서식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식처 적합

성 지수 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식처 적합성 지수는 미(Habitat Suitability Index) .

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에서 개발된 서식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

표로 생물종의 서식지에 대하여 질 시간 공간적인 관점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 ,

으로 생태계를 평가하는 방법인 서식지 평가 절차 중(Habitat Evaluation Procedure : HEP)

질적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며 여러 대상지 간의 비교가 될 정도의 수치화를 통해 서식지,

의 비교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는 목표종의 서식지 환경요소와 그 변수에 따라. HSI

서식환경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식지의 환경을 지도화하여 보전가

치가 높은 서식지를 도출할 수도 있다 는 서식지의 질을 대변하는 환경요소들을 정량. HSI

화하여 대상지의 서식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식 가능한 지역을 예측 가능케 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서식지 모형의 개발이 가능하다 연구의 결과로는 두 종의 일상 생활공.

간 휴식 번식 먹이활동 위협요소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현장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 , , ,

고 그 결과 원앙의 적합성 지수인 는 가지로 다음과 같다 하중도의 유무 수변SI 6 . (1) , (2)

의 식생 피복률 수생식물의 유형 산란을 위한 산림의 크기와 유형 그리고, (3) , (4) (5) , (6)

그 산림과 수변 단절 정도를 평가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오색딱다구리의 는 가지로 서식SI 5

지로서의 산림 패치의 크기 활엽수의 비율 둥지 수목의 유형 둥지 수목의(1) , (2) , (3) , (4)

흉고직경 고사목의 분포 밀도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여 두 대상종이(DBH), (5)

서식에 적합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의 평가 요소인 적합성 지수를 선. HSI

정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실

제 현장에서 추출되고 선정된 모델을 도출하고 그를 통해 각 대상지의 평가를 실시하는SI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는 최대한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준. SI

의 요소로 선정하는 것을 의의이자 목표로 하여 서식지를 조성 또는 복원 시에 활용 가능

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여러 서식지에서 사이에서 대상종의 서식HSI .

적합성을 비교하는데도 활용 가능하며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복원 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생태복원 서식처 복원 도시생태계 서식처 평가 절차 목표종 조류, , , HEP( ), ,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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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

절 연구의 배경1 :

자연의 영역에서는 동물과 식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면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인간에게 다양한 자원 가치를. ,

제공하게 되며 이를 생태계 서비스라고 한다 이는 천연자원의 공급 대기. ,

질 수질과 같은 환경의 조절 휴양과 관광과 같은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

며 생물 다양성은 다른 생태계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유지 되도록 지원하는

요소로서 지지서비스에 해당하며 다른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

다 하지만 생태계는 산불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 훼. ,

손되거나 변화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토지의 이용 변화가 생김에 따라 점차 범 지구적인 규모의 환

경문제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와 같이 생태계가 받는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으,

며 그로 인한 환경의 문제점이 다시 인간들에게 돌아온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

다 이창석과 유영한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 2001).

문명의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간 문명과 자연 생태계 사이에서 조화로

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완벽히 보존된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그 야생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성과 불편함

에 의해 그 공간이 한정적이며 반대로 인간의 발전과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

려한다면 자연 생태계는 점점 파괴되고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과 균형이 파

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도시의 내부와.

주변의 산림과 임야와 같은 녹지 그리고 강과 하천 저수지와 같은 습지는 인,

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연의 야생생물의 중요한 서식공간이자 이동통로이며,

도시생태계의 자원과 생명체들의 순환의 공간으로 도시 생태네트워크의 큰 축

을 제공하고 있다 박군숙 외 하지만 기존에(Lee and Jablonski, 2006;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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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도시와 더불어 점점 넓고 많은 지역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개발밀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내부와 외부 주변의 산과 하천

등 생태계 기반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물의 자연.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고 단절되어 도시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도시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들의 보호와 그 서식지의 보전이 요구되고 있다(Schultz and

때문에 도시화에 영향을 받는 자연의 환경과 생태계에 적절한Crone, 2003).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산림 녹지의 자연 서식지 환경의 훼손과 파편,

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종에 공급원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단절,

되어 생물의 서식과 유입이 불가능한 상황과 심각한 경우 결국 종의 소멸을

초래하여 도시의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김명수( , 2001).

이러한 서식처의 파편화 및 감소는 생물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 이

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자연 생태계의 복원의 일환으로 단순히 개체군의 보호 수준이 아닌 서식환

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물 다양성의 근본적인 요소

인 서식처의 조성 및 복원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Primack,

김진수 등 허위행 등 박현두 생물종을 보호하고 보2006; , 2000; , 2003; , 2017).

전하기 위한 훼손지와 서식지 복원 및 대체서식지 조성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

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생물종의 서식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서식지의 위치를 선

정하기 위해서 그 서식지의 기본적인 주변 환경 유형을 파악하고 서식 목표종

의 생태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수

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김진수 등 또한 서식지를 복원하고 조(Box, 1996; , 2000).

성하는 것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과 자체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

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까지 대체서식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 및 지침이 없는 실정으로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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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조성 계획,

대상지 위치 선정 설계 조성 유지 관리 등 모든 단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 , , ,

며 그에 따라 조성된 대체 서식지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

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부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 , 2011)

터링 효과에 대한 평가 유지 및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이보, , (

은 외, 2017).

생태복원은 그 연구와 실천이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생태학의 연구의 역사.

는 비교적 짧으며 실증적 주제의 연구 성과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

안의 생태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인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자연환경

을 살아가는 상호작용과 그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 원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화적 측면의 연구는 진전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이창석과 유영한 생태복원과 그에 따른 서식지 복원은 원상태로 복구( , 2001).

시킨다는 취지로 진행되어야 함을 기본적으로 상기해야 하며 생태계를 최대한

자연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상지 내외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뒤 복원 방향 설정 복원 목표종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

특히 목표종의 선정은 복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서식하기를 원하

는 생물종으로 복원의 목표 및 복원 서식지 환경과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복원 이후 목표종의 서식의 유무가 생태적 환경의 성공적인.

복원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년부터 이루어진 생태계 보전협력금 사업지의. 2003

목표종을 분석한 결과 양서류 곤충 조류 식물 포유류 순으로 많은 것으로, , , ,

나타났다 환경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 2021).

산림과 하천 습지 의 서식지를 목표로 대상지의 외부에서 유입 가능성과 내부( )

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을 선별한 후 환경 적합성 상징성 등을 고려,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생태복원에 대해서 아직 학문적인 성과가.

미숙하기 때문에 복원을 시도한 결과가 오히려 훼손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

다 하지만 완벽히 학문적으로 생태계에 접근하여 인간이 자연 생태계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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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이치를 연구하여 파악한다 하여도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동적

이고 다양한 모든 생물과 생물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생물과 주변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모두 인간의 뜻대로 완벽히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태복원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

다 앞으로도 특히나 도시의 규모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한 생물 서식.

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미래에는 인간의 발전이 생태계의.

파괴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 인간 문명의 편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안락함과

함께 자연을 보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

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생태복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

해서는 많은 생물의 기본적인 생태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다양하게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서식처의 복원의 목표가 되는 생태 환경과 그 구조가 자연 생.

태계에서는 어떠한 유형인지 또한 그 생태계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비교적,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하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여건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생태복원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절 연구의 목적2 :

본 연구의 목적은 훼손된 생물 서식지를 평가하고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한다 각각 하천 및 습지 그리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의 역할을할 수 있는 조류종인 원앙과 오색딱다구리를 목표종으로 하며

그들의 서식에 필수적인 환경요소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도시에서의 서식환.

경을 연구하여 두 생태계의 지표종 핵심종의 역할을 하는 두 목표종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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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처와 생존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

다 따라서 두 연구 목표종이 실제로 출현하고 있는 도시와 주변에 위치한 서.

식지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하여 서식 환경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 대상.

지의 현장조사와 연구 대상종의 생태 및 행동 그리고 서식환경에 대한 선행연

구를 통해 각 서식환경별 적합성 평가 요소인 적합성 지수 (Suitability Index ;

이하 를 선정하고 그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를 종합하여 최SI) . SI

종적으로 모델로 나타내고자 한다 는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 수HSI . SI

차례의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추출된 서식환경의 특징을 분석

하여 로 선정하였으며 서식지 현황에서 나타난 특징과 목표 종의 생활사 및SI ,

생태적 특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의 평가 기준에 대한 근SI

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평가 모델을 통해 여러 서식지의 평가. HSI

를 실시하여 대상지 간의 환경 수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

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는 최대한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준의 요소를SI

선정하여 실제 목표종의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복원하는 계획에 도입하,

기에 용이한 환경 요소들을 통해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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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흐름3 :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 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종인 원앙과 오색< 1> .

딱다구리를 목표종으로 선정한 이유와 목표종의 서식환경과 행동 등 생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식처 적합성 지수.

에 대한 소개와 적용 방안 및 개발 과정과 그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주제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진행시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하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선행연구로 원앙과 함.

께 수면성 조류인 오리과 물새의 생태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오색딱다구.

리의 경우 오색딱다구리와 함께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등, , ,

근연관계 종들의 생태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생.

활환경 먹이 번식 위협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료조사와 현, , ,

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과 적합.

한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목표종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과 함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적합성 지수 모델의 평

가 요소 선정과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와 자문.

으로도 부족한 부분의 경우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기준 값의 범위를 줄이

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모델을 각 연구 대상지HSI

에 적용해 보고 비교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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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 흐름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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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

절 연구 대상종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연구1 :

다양한 야생생물의 유형 중 조류는 산림이나 습지와 같이 기본적으로 서식

하고 있는 환경의 유형이 비교적 명확하고 비행능력을 지니고 있는 종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서식 공간에 자연적인 유입이 쉬우며 동시에 유출도 쉽기 때

문에 종의 서식 유무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점에 의해

인간의 생활권과 서식지를 공유할 수 있는 생물 종이다 또한 환경 변화에 비.

교적 민감하여 생태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생물종으

로 먹이가 되는 나무 열매 뿌리와 같은 식물 작은 곤충과 동물 그리고 서식, ,

에 필요한 식생의 유형과 같이 다양한 자원과 공간이 필요한 생물종으로서 개

체 수와 서식하는 종의 분포의 변화를 통해 해당 서식지 생태계의 환경의 변

화를 파악하거나 생태계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한 생물종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조류는 그 관찰에 있어서도 다른 생물종에 비해 육안.

으로 구별되는 활발하고 큰 움직임과 울음소리로 인해 관찰과 조사 그리고 대

략적인 종의 구분을 위한 동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유지 및 모니터링 지

표로서 고려했을 경우에 더욱 지표로서 적합한 종이라고 볼 수 있다.(Furness

and Greenwood 1996; Marzluff et al., 2001; Phillips et al., 2004; Sandstrom et

이경민al., 2006; , 201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물종은 대한민국 내륙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생태계 유형인 산림과 습지에서 살아가는 조류이다 목표종을 선정할 때 차. 1

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표 과 같다 환경부 서식지 복원의 대상으로< 1> ( , 2021).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식하기를 원하는 생물종이 생태적 영향력이나 사회

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합한 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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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표 목표종 선정시 고려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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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림과 습지 등 각각의 환경 유형에 알맞은 종을 선정하기 위해 유

입 가능성 환경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습지와 산림의 환경에 적합한 종을 선,

정하였으며 또한 희귀성 상징성 등을 갖고 있거나 그 종의 서식 유무가 생태,

적인 지표가 되거나 그 생태계의 핵심이 역할을 하는 생물종인지를 전체적으

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섭 외( , 2004).

또한 화려한 색채와 같은 외형과 같은 특징을 가진 종을 선발하고자 하였

다 오색딱다구리의 경우 산란을 위해서 또는 먹이를 찾기 위해 나무를 쪼는.

드러밍을 할 때 나는 소리와 머리와 꽁지 아래 붉은 깃털을 통해 조금만 관심

을 갖거나 찾아보고자 하면 도시의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조류라

생각한다 또한 원앙은 년 월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나타나 뉴욕 시민과. 2018 10

미국의 조류 애호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화려한 외형적.

인 매력을 가진 생물 종일 수록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또한 자연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목표종은 표 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

선별하여 하천과 연못 저수지와 같은 습지환경에 적합한 생물종으로는 원앙, ,

그리고 산림에 적합한 생물종으로는 오색딱다구리를 연구의 대상종으로 선정

하였다.



- 11 -

유 형 문 항

표 목표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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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앙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연구

원앙( 은Aix galericulata)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 (Anatidae 에 속하는)

조류로 한국 대만 일본 등 일부 극동 아시아에서 서식하며, , (Kim et al, 2001)

대한민국 전역 하천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흔한 텃새이자 겨울철새이며(Gore

암수의 외모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그림 그림 특히and won, 1971) < 2>, < 3>.

수컷 원앙의 외모는 그림 과 같이 비교적 화려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 3>

있다 또한 년 월 일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 호로 지정되어 있. 1982 11 04 327

다 아시아의 원앙 외에도 북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는 아메리카 원앙. (Aix

sponsa 과 함께 나무의 구멍에서 번식하는 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는 종이다) .

하천 주변의 나무 구멍이나 돌 틈에서 산란을 하며 도시의 건물 외벽의 구멍,

보일러 배관에서도 번식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딱따구리과의 조류.

에 의해 만들어진 나무 구멍이나 자연적으로 줄기 또는 가지가 썩어서 형성,

된 자연형 나무 구멍 그리고 인위적으로 달아 높은 인공둥지에서 모두 번식,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현두 알에서 깨어난 새끼 원앙은 곧장( , 2017).

둥지에서 뛰어내려 하천과 같은 습지에서 생활한다 원병오 원앙은 수( . 1981).

생식물의 뿌리 및 나무 열매와 곤충류 개구리 작은 민물고기 등을 먹이로 삼, ,

으며 특히 도토리를 즐겨 먹기 때문에 도토리나무숲 즉 참나무류의 수종이,

우점하는 숲과 원앙의 분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일범( ,

주요 생활 환경의 유형은 주로 하천 호소 등 습지를 중심으로 서식하1998). ,

며 채식지로 활용되는 육상 식생 지대인 숲과 초지에서 높은 비율로 주로 생,

활한다 김병수 외 박현두 곤충 물고기 수생식물 등 다양한 습( , 2001 ; , 2017). , ,

지의 생물자원을 먹이로 하고 은신과 휴식에 필요한 식생 구조 등을 필요로

하여 습지 생태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천의 생물 다양성(Mistry et al., 2008)

을 나타내는 깃대종으로 자주 거론된다(Kushlan, 1993).

원앙의 생태와 서식환경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인공둥지 다른 조류의 둥지. ,

가 있는 산림이 필요하며 그 산림이 하천의 주변에 있을 경우 그리고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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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나무 열매가 나는 참나무림인 경우가 적합하며 또한 번식지의 산림과

생활환경인 습지 사이의 안전한 연결성이 보장될수록 원앙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수컷 원앙 외형< 3>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학습컨텐츠: ,

그림 암컷 원앙 외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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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색딱다구리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연구

오색딱다구리(Dendrocopos major 는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Piciformes)

에 속하며 유럽에서 오호츠크해 연안 아프리카 북부 러시아 사할린(Picidae) , , ,

인도차이나 북부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전역 넓

게 분포하고 있다 검은 날개에 흰색의 반점 무늬와 배 쪽의 깃털 그리고 머. ,

리와 꽁지 아래 붉은 깃털이 특징이다 그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림에< 4>.

서 단독으로 생활하는 텃새이며 주요 먹이로 곤충과 거미 간혹 나무의 열매,

를 먹는다 또한 일차 구멍 둥지종 로서 번식기 이전에. (primary cavity nesters)

전국의 낙엽활엽수림 잡목림의 등 산림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며 산림의 수목,

에 구멍을 파서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침엽수나 간혹 건물 외

벽에도 구멍을 내기도 한다 월에 접어들 무렵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 산란을. 4

위해 여러 나무에 구멍을 파고 여러 장소에 나무 둥지를 만들고 번식기인 5-7

월 사이에 그중 한 둥지에 산란한다 특히 선호하는 나무 유형은 고사목으로. ,

섭식 장소 및 둥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Pasinelli, 2007; Smith,

딱다구리의 둥지는 호반새 파랑새 원앙 및 하늘다람쥐 박쥐 등 다른2007). , , ,

동물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산림 생물종의 다양성 및 개체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Martin et al., 2004; Virkkala et al., 2006; Pasinelli 2007)

산림 생물종의 보존을 돕는 핵심종 이자(keystone species) (Kotaka amd

박찬열 외 산림 생물 다양성을 나Matuoka2002; , 2011; Gil Tena et al., 2012)

타내는 지표종의 역할을할 수 있다(Mazgajski & Rejt, 2006; Virkkala et al.,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딱따구리 서식지에서 딱다구리와 다른 조류의2006).

종 풍부도 및 종다양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특히 오색딱다구리는 파편화된 도시 녹지의 환경에도 적응하여 도시 내에

위치한 공원 및 잔존 산림에서도 쉽게 관찰되는 종으로 도시에서의 서식 환경

을 조사하는데 적합한 이점이 있는 생물 종이다.(Lee et al. 2010; Hong et al.,

이경민201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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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오색딱다구리는 고사목이 많이 분포한 활엽

수림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며 먹이자원으로 나무 열매 또한 먹기 때문에,

원앙과 마찬가지로 도토리류가 열리는 참나무가 우점인 활엽수림이 오색딱다

구리 서식에 적합하다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최소한의 산림 녹지 패치.

영역이 조성되어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둥지로 사용하는 나무의 수

종 또한 참나무류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 활엽수가 우점하고 있는 숲이 적, ,

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오색딱다구리 외형< 4>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학습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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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서식지 적합성 지수 이론적 고찰2 :

1. 서식지 적합성 지수를 활용한 서식지 평가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녹지와 습지에서 서식하는 야생 조류인 원앙과 오색

딱다구리의 서식 환경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서식지 적합성 지

수 이하 를 만들고자 한다 위의 두 종을 목표종(Habitat Suitability Index ; HSI) .

으로 선정한 이유는 오색딱다구리와 원앙은 참나무림에 대한 자원 이용이 공

통적으로 나타나며 딱다구리에 의해 원앙의 자연적인 서식지가 제공된다는,

점 등 생태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유형인,

산림과 하천에 적합한 화려한 외모의 두 조류종을 함께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HSI (U.S. Fish and

에서 개발된 서식지 평가 절차Wildlife Service, 1980) (Habitat Evaluation

이하 에서 사용되는 서식지 평가 방법중 하나이다Procedure : HEP) .

는 야생생물종의 서식지에 대하여 질 시간 공간적인 관점의 평가 기준HEP , ,

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생태계를 평가하여 여러 서식지 간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하여 비교하거나 한 서식지의 서로 다른 시간대의 환경 상태를 비교가

될 정도의 수치화를 통해 서식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각 평가 관점의 내

용은 다음 표 과 같다< 3> .

항 목 내 용

주체 어떤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평가 대상을 평가하려 하는가

질
* 주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질을 갖춘 서식지인가

공간 주체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넓이의 어떻게 배치된 서식지인가,

시간
주체의 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서식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가

*
에서의 질은 서식 적합성 지수 로 표현됨HEP ‘ ’ HSI(Habitat Suitability Index : )

표 각 연구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 출처 다나카3 (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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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는 서식지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서식지를 정량적 정HSI ,

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환경과 생물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개

발되었다 심윤진 이보은 외( , 2003; Tanaka, 2006; , 2017).

는 환경요인별 적성지수 이하 를 종합하여 나타내며HSI (Suitability Index : SI)

기존의 연구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선정된 평가 목표종의 서식지에 어

떠한 환경요인이 해당 목표종의 생존에 필수 조건인지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의 상태와 그 적성 수준의 사이의 상

관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평가값 기준값을 설정한 것을 모델이라고 한다, SI .

는 현재의 값을 도출하는 경우와 미래 혹은 과거의 값을 추측하는 경우로SI

나뉘며 본 연구에서 다룰 는 현재의 수치를 구하는 경우이며 평가 대상지SI SI

의 현장 조사 위성사진 판독 기존의 선행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각 커버 타입, ,

의 평가 구역별 환경요인 수준인 서식지 변수를 파악하고 각 서식지 변수에,

따라 수치를 설정한다 이렇게 제작된 모델을 종합하여 모델로 나타SI . SI HSI

낼 수 있다 표 와 표 를 통해 와 모델 각각의 의미에 대해 요약. < 4> < 5> SI HSI

설명하였다.

표 에서 이용되는 지수들의 분석 방법4 H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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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평가 목표종의 서식환경 중 서식에 영향을 주는 생존에 필수적인SI

환경 요인과 그 요인의 상태와 정도에 대하여 부적합 에서 최적 조건 사0( ) 1( )

이의 숫자로 서식에 적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모델을 더하거나 곱하는 방법으로 종합하여 서식지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SI

하여 평가하는 것이 모델이 된다HSI .

는 목표종의 서식지 환경요소와 그 변수에 따라 서식환경의 최소한의 요HSI

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심윤진 외 서식지의 환경을 분석 후 그 요( , 2015)

인과 그 기준에 따라 지도화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서식지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는 서식지의 질을 대변하는 환경요소들을. HSI

정량화하여 대상지에서의 대상종의 서식 환경과 서식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으며 또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목표종의 서식이 가능하거나 서,

식에 적합한 지역을 예측 가능케 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서식지 모형의 개발이

가능하다(Gibson et al., 2004).

약칭 명 칭 개념식

SI
Suitability Index

적합 지수( )
SI=

평가 구역 서식처의 특정 환경요인 상태
이상적인 서식지의 특정 환경요인 상태

HSI
Habitat Suitability

Index
서식처 적합 지수( )

HSI
=

평가 구역 서식처의 상태
이상적인 서식처의 상태

표 에서 이용되는 지수들의 개념식5 H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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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수 유형 설정 방법

대상종의 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문헌조사를 통해 목표종 별 대표적SI

인 국내 서식 환경 먹이자원 월동지 둥지 등 전반적인 생태에 관하여 조사, , ,

하였다 오색딱다구리의 경우 오색딱다구리의 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분포.

하고 있는 또 다른 분류학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딱따구리 종의 생태에 관한

연구 또한 참고하였다 까막딱다구리. (Dryocopus martius 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leucotos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 의 둥지 및 생활사 연)

구 이장호 양성년 외 김미란 외 권영수 이경민( , 2000; , 2009; , 2011; , 2012; ,

허진우 를 고찰하였다2013; , 2014) .

원앙의 생태를 파악하고자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서식 환경 생활사 및 둥지,

선택 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원앙 외에도 백로와 다른

오리과의 조류들의 하천에서의 생활 환경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일범( ,

김병수 외 유정칠 권영수 최유성 외 박1998, 2002; , 2001; , 2004; , 2004; , 2012;

현두 대상종의 적합성 지수의 요소와 그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현장조, 2017).

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특징들 가운데서 복

원 사업이 실제 진행하게 될 경우 가장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준의 요

소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기후나 기온의 경우는 인위적인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으며 토양의 성질이나 수온 수질의 경우 또한 한정적인, ,

공간이나 고여 있는 정수역의 경우 일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고 여긴 적합성 지수와 그 기준을 선정하는데 전문가의 자문과 선행연구의 참

고를 통해 그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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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선행연구 고찰3 :

1. 원앙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연구

원앙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류 도감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으로는 그 분포

지역과 기본적인 먹이 자원 및 계절에 따른 이동 행태 그리고 부화 직후에,

하천으로 이동하는 행동적인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원병오 한국( , 1993)

에 서식하는 원앙의 생태 및 분류학적 위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월별 행동양

식 산란 및 포란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송사리 붕어 미꾸리 식물 구근 및, , , , ,

열매 등 먹이자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이일범 그리고 사육( , 1998; 2002).

하는 원앙의 음성에 관하여 계절적인 빈도 및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음성의 변화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조삼래와 강종현,(

그리고 원앙이 서식하는 둥지의 방향 입구 크기 등 둥지 선택의 유형2002), ,

과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현두.( 2017)

종합하여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표 과 같다 우리나라의 원앙의 생태에 관< 6> .

련해서는 아쉽게도 그 연구 자료가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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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

제목 내용

이일범
(1998)

한국에서 서식하는
원앙(Aix galericulata 의)
생태에 관한 연구

원앙의 월동 상태와 인공사육 중인 원앙의
번식에 대한 연구

월별 시간별 수변과 육지의 이용률이 변함,
원앙의 먹이는 송사리 붕어 징거미 미꾸리, , , ,

식물 구근과 열매 등으로 나타남
사람 차량 다른 동물 소음에 경계함, , ,

김병수 외
(2001)

다려도에 도래하는 원앙
Aix galericulata의

월동생태에 관한 연구

월동하는 원앙의 생태 특성에 대한 연구
원앙의 주요 행동 유형은 휴식이며

하천 외에도 채식지로 육지의 목장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냄

또한 주요 먹이로 식물의 뿌리와 도토리인 것을
제시함

표재훈,
유영한
(2011)

도심하천과 자연하천의
식생형에 따른 조류
서식지 유형분석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조류들의
식물 구조와 조류 군집의 연관성을 연구
원앙이 속한 수면성 조류인 오리과의 생태

특성에 대해 참고
수변 식생과 모래 둔치 하중도 등의 환경,

요소의 중요성 제시

박현두
(2017)

원앙 Aix galericulata의
둥지선택과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원앙의 신체 크기 특징 둥지 장소 둥지 유형, ,
등에 관한 연구

나무의 공간 까막딱다구리의 둥지 인공둥지의, ,
번식을 확인함

또한 산림과 하천을 산란지로 선호하며 시야가
확보된 장소를 선호한다는 점을 볼 수 있음

표 원앙 생태에 관한 선행연구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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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색딱다구리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연구

오색딱다구리의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유럽의 자연 산림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Pasinelli, 2007; Smith,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2007).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를 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색딱다구리 뿐만아니라 까막딱다구리 쇠딱다구리에 관,

련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된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도시녹지에서의 경관 특성.

이 오색딱다구리와 쇠딱다구리의 분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경민( ,

를 통해 인공형 녹지보다는 자연형 녹지를 선호하며 이상의 녹지가2013) , 20ha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활엽수림이 부족한 지역인 아한대.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에도 둥지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고,

사목이 중요한 먹이 자원의 원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딱따구리의 생태.

중 먹이 자원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수목의 유형 둥지의 방향 및 위치 기울기 등 딱따구리가 만든 둥. , ,

지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허진우 북한산 국립공원의 등( , 2014),

산로 주변의 딱따구리류의 탐방객에 의한 영향에 대한 연구 김미란 외( , 2011)

가 진행되어 이를 통해 둘레길과 같은 등산로 주변의 종 다양성이 전체 지역

의 종 다양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는 점과 큰오색딱다구리의 경우 인간의

영역에서부터 이내의 공간에서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비교5m ,

적 몸집이 작은 쇠딱따구리의 경우 먼 거리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 한다 이외에도 나무를 쪼을 때 나타나는 소리인 드러밍의 음향학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기경석 외(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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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

제목 내용

이장호
(2000)

까막딱다구리(Drycopus
martius 의 서식지)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까막딱다구리(Drycopus martius 의 둥지 자원 및)
먹이자원 이용 특성 조사

둥지 선호 수목 및 고사목 생목에 따른 분류,
흉고직경과 둥지 높이 방향 등에 대한 연구,
둥지를 위한 교목과 고사목과 서식지 이용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있음을 제시

Pasinelli, G.
(2007)

Nest site selection in
Middle and Great

Spotted Woodpeckers
Dendrocopos medius &
D.Major: implications
for fores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유럽의 산림에 서식하는 오색딱다구리와
중간오색딱다구리(Dendrocopos medius 에)

관하여 자연 산림 서식지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습성 특히 번식과 둥지 선택 먹이 고사목, , , ,

나무 수종 등을 포함하여
서식지에 대한 연구

딱따구리류는 다른 생물들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지표종임을 제시

Smith, K.W.
(2007)

The utilzation of dead
wood resources by

woodpeckers in britain

영국의 참나무림에서 년 기간의 참나무와20
딱따구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오색딱다구리는 생목과 고사목 모두 둥지를
지을 수 있음을 제시

고사목은 딱따구리에게 먹이 둥지 등을,
제공하는 자원임을 제시

Matsuoka, S.
(2008)

Wood hardness in nest
trees of the Great
Spotted Woodpecker
Dendrocopos major

딱따구리류는 산림 환경에 서식하는 다른
생물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핵심종 임을 제시(Keystone species)
고사목 중 서있는 상태의 나목은

먹이자원으로서뿐만 아닌 둥지에 적합한
자원임을 제시

표 오색딱다구리 생태에 관한 선행연구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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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년 외.
(2009)

제주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leucotos
quelpartensis의 번식기

동안의 먹이선택

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번식기 동안의 먹이
선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딱정벌레목과 나비목이 각각 약 정도를40%
차지하며 암컷과 수컷 간의 먹이 선호도는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딱정벌레 유충을 위해서는 산림의 간벌 기간을
길게 하고 고사목을 유지하여 먹이를 제공해야

함을 제시함

김미란 외.
(201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조류 서식과
딱따구리류의 탐방객에

대한 민감도

둘레길과 같은 산책로가 딱따구리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

탐방로에서 이내에서 주로 관찰10~20m
큰오색딱다구리의 민감도가 제일 낮으며

오색딱다구리와 쇠딱다구리가 탐방객의 활동에
민감함을 제시

이경민
(2013)

도시 녹지와 경관
특성이 오색딱다구리와
쇠딱다구리 분포에
끼치는 영향비교

도시의 잔류 산림 및 공원을
대상지로 오색딱다구리와

쇠딱다구리의 서식지에 관한 연구
서식지의 면적 식생피도 그리고 연결성이,

중요한 환경요소임을 제시
도시화로 인한 잔존 산림의 보호와 유지 그리고

주변 경관과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함을 제시함

허진우
(2014)

한국에서 딱따구리류의
둥지특성 비교연구

한국에 서식하는 주요 딱따구리류의
둥지 특성 수고 흉고직경 둥지 높이와 위치에, , ,

대해 연구
오색딱다구리는 신갈나무에
주로 둥지를 선택하며,

흉고직경은 인 것으로 나타남40.2±9.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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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지 적합성 지수를 활용한 서식지 평가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서식환경 평가요소 및 서식에 필요한 환경 요소를 제시하기 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식처 적합성 지수 를 주제로 하여 진행한 서식 환(HSI)

경에 대해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서식처 적합성 지수의 기본 요소인 적합성.

지수 를 선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기본적인 연구 접근 방(SI) ,

법 및 이를 통한 평가 요소 및 그 기준의 설정 그리고 도출된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연구의 방법은 우선 목표종의 생활사 및 생태에 관련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먹이자원 산란지, ,

은신처 생활 공간 등 서식에 필수적인 환경요소와 그 유형을 도출해 내었다, .

또한 현장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소들 중 적합한 요소를 선택하고

그 기준값을 설정하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 진행된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로는 가장 기본

적으로 서식처 적합성 지수 를 통해 서식지의 질을 대변하는 환경요소들을(HSI)

정량화하여 대상지의 서식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식 가능한 지역을

예측 가능케 하다는 점을 제시한 연구 를 통해 본 연구의 기본(Gibson. 2003)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대형 포유류인 우제목의 무스의 서식처 적합성.

기준을 만들어 분석하고 무스의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먹이원이 되는 식물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 방법을 볼 수 있었으며,

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한 종의 암수에 따라 다른 서식처 적합성 지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식처 적합성(Dussault et al. 2006).

지수의 평가 요소 및 기준을 기존의 문헌자료를 주요 연구 자료 및 근거로 활

용하여 모델 제작을 진행 한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Jhon et al. 2009) .

그리고 토끼과의 동물을 목표종으로 하여 산림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그래프 모델로 나타낸 연구(Warren. 2015)

와 난초의 한 종류 의 서식 적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Platanthera praec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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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도화하여 나타내어 서식에 최적의 장소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다루는 연구로.

는 주로 서식지 복원을 위해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목표종으로는 남생이 금개구리 맹꽁이 수달 나도풍란 등으로 목표종. , , , ,

에 대한 생활사 및 생태를 조사하여 서식 적합성 지수 모델을 제작한 바 있

다 그중 환경요소와 그 기준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계층분석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 사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각 서식환경 요소를 도출하였며 또한 각 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

도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 박용수 외 또한 나도풍란의 모델을 개발( , 2015). HSI

하고 그를 활용하여 서식지 평가 및 서식지 복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 심윤진 외 와 서식처 적합성 지수 모델 개발에 앞서 기초( . 2020)

연구로 목표종의 기초자료 선행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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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

제목 내용

Lesley A.
Gibson
(2003)

Modelling habitat
suitability of the swamp
antechinus(Antechinus
minimus maritimus) in

the coastal
heathlandsof southern
Victoria, Australia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통해
서식지의 질을 대변하는 환경요소들을 정량화하여
대상지의 서식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식
가능한 지역을 예측 가능케 하다는 점을 제시

Dussault
Christian
(2006)

A habitat suitability
index model to assess
moose habitat selection
at multiple spatial

scales

대형 포유류인 우제목의 무스의 서식처
적합성을 분석

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먹이원이 되는 식물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접근

암수에 따른 모델의 차이가 생길 수도HSI
있음을 제시

John M.
Tirpak et

al.
(2009)

Assessing
Ecoregional-Scale Habita

t Suitability
Index Models for
Priority Landbirds

기존의 문헌자료 들를(Breeding Bird Survey)
활용하여 적합성 지수의 기준을 설정함

육상조류의 서식처 적합성 지수 모델 제작

김수련 외.
(2013)

남생이서식처 복원을
위한 서식처 모형연구

목표종인 남생이의 생활사와 서식지 적합성
지수의 환경 변수를 활용하여 서식처 모형과

복원 시 고려 사항을 제시.
서식지 적합성 지수 구성 요소로 먹이 일광욕,

및 은신처 수환경 등으로 분류,

박용수 외.
(2015)

서식지 적합성
지수 를 활용한(HSI)
남생이 서식지 복원
대상지 선정방안 연구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활용하여
남생이의 서식 복원 대상지로서의
보호가치가 높은 서식 도출.

계층분석방법 를(Analytic Hierarchy Process)
활용하여 전문가를 통한 모델 제작

가중치를 산정하여 각 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가능

표 서식처 적합성 지수 에 관한 선행연구8 H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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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진 외.
(2015)

서식처 적합성
지수 를 활용한(HSI)
맹꽁이 서식처 복원

위치 선정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활용 및 실제 적용하여
맹꽁이 서식처 복원 계획을 제시

계획 과정과 각각의 적합성 지수를 반영하기
위한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요구 조건을 분석 후

공간 구획 설정

Alena
Warren
(2015)

Developing a Habitat
Suitability Index to
Guide Restoration of
New England Cottontail

Habitats

토끼과를 목표종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산림에서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 제작
작성된 지수를 그래프 모델로 제시

Michael D.
Knudson
et al.
(2015)

A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for the

Western Prairie Fringed
Orchid (Platanthera
praeclara) on the
Sheyenne National

Grassland,North Dakota,
USA

를 활용하여 난초 의GIS (Platanthera praeclara)
서식 적합 지역 분석

지하수와의 거리 표고 지형 습도 지수, ,
분석하여 적합 지역 지도화하여 제시

심윤진 외
(2020)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Ⅰ
나도풍란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 개발(HSI)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문헌조사 현장조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모델 개발HSI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여 적합지역을 제시
목표종의 서식지 평가 및 서식지 복원의 모델을

제시를 위한 근거가 되는 연구

심윤진 외
(2020)

금개구리 서식지 적합성
지수 모델 개발을(HSI)

위한 기초연구

목표종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조사 실시
서식처 적합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식처 적합성 지수를 활용하여 서식처 평가 및
서식처 복원 조성 연구에 있어서 목표종의,

기초자료의 필요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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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3 :

절 연구의 범위1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두 목표종의 서식환경에 집중하여 분석

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 대상 지역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시

가지 내부 및 인근의 녹지와 습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목표종의 서식현황은 문헌 조사를 통해 기존 서식지를 파악하고 조류 동시

센서스 환경부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국립공원연구원( , 2018; 2019), ( , 2014;

등 문헌상에서 개체의 발견 기록이 남아 있는 서식지를 확인하여2017; 2019)

참고하였다 특히 도시에서 출현하는 개체의 확인을 위해 시민 참여형 웹 기.

반 모니터링 플랫폼인 네이처링을 적극 활용했다 목표종인 원앙과 오색딱다.

구리 두 목표종 출현에 대한 최근 관찰기록 데이터들을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의 관찰 지점들을 확인하였고 여러 서식 지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근 도심지 주변에 나타난 데이터 표 를 선별하였으며 특히 원앙의 서식< 18>

환경 조사 대상지 선정에 주로 참고하였다.

문헌자료를 종합한 결과 원앙의 서식환경의 요소로 습지 번식지 채식지, , ,

먹이자원을 중점으로 조사 계획을 세웠으며 네이처링의 관찰 기록에 따라 빈

번히 관찰된 지점을 답사하여 실제로 개체가 목격된 지점을 대상지로 선정하

였다 그 결과 자연형 도시하천이며 원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습지와 하천 조.

류들이 나타나는 대상지인 도봉산 및 수락산에 인접한 계류가 모여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연하천인 중랑천 그리고 과거에 조성된 인공 연못인 창경궁의 춘

당지와 경기도 김포시의 장릉의 연지를 현장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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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색딱다구리 서식지는 조사된 장소들 중에서 국립공원 등 대형 산림,

녹지를 제외하였으며 도시 내 파편화된 녹지 패치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서식지는 자연 서식지인 현충원 주변의 서달산 우면산에서 남부순,

환로로 단절되어 파편화 녹지인 방배근린공원과 인위적으로 오색딱다구리의

서식환경이 조성되고 유지 관리되는 길동생태공원을 현장 조사 대상지로 선정

하였다 목표종 별 연구 대상지의 목록과 그 소재지는 표 로 정리하였으며. < 9>

지도상 위치는 그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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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연구대상지 위치< 5>

대상종 조사 대상지 위치

원앙
Aix galericulata

연지 장릉(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666-1

중랑천 상도교 창동교( -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1150-36

춘당지 창경궁(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일원2-1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방배근린공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 일원43-6

서달산 현충원(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일원34-1

길동 생태공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476

표 연구 대상지 목록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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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 서식지(1).

원앙의 경우 오색딱다구리보다 출현에 대한 정보나 그 목격의 빈도가 적어

네이처링의 기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였다 원앙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어 보호받는 종으로 네이처링에 단순히 검색하여서는 그 위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관찰기록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관찰기록 데이터를2020 3 2021 5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 에 해당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기록에 따라 서울< 18> .

시와 인근 경기도 수도권의 출현지역을 파악하고 그 빈도수가 높은 지역을 선

별하였다 비교적 그 위치가 자연 녹지 또는 하천인 지역 주변이 아닌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내에 위치한 서식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자연형 하천인 지역.

과 인위적인 연못과 저수지가 있는 지역으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또 그 규모에

따라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연구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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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연지1).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지번에 위치한 장릉은 장릉산 자락에 위치하며666-3

년 조선 인조 년 에 처음 조성되었으며 년 인조 년 에 장릉이라는1626 ( 4 ) 1632 ( 10 )

이름이 되었다 경기도 김포 시청과 약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500m .

장릉 내에는 그림 과 같이 두 곳의 습지가 있으며 북쪽의 습지는 연지라는< 6>

이름 그대로 많은 연꽃이 자라는 연못 그림 과 남쪽의 비교적 큰 규모의 장< 7>

릉 저수지 그림 가 존재하며 습지의 수면적은 대략< 8> 7000m
2
이다 원앙 외에.

도 왜가리와 오리 및 백로류의 물새가 많이 출현하며 꾀꼬리 및 딱따구리도

빈번하게 출현하는 장소이다.

그림 연지7〈 〉

그림 장릉저수지8〈 〉그림 장릉의 연못과 저수지 위치6〈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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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춘당지2).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지번에 위치한 창경궁은 년 조선 성종 년2-1 1483 ( 14 )

에 창건되었으며 내부엔 그림 와 같이 춘당지라는 이름의 돌로 가장자리를< 9>

처리한 대형 인공 연못이 존재한다 대략적인 수면적은 그림 의 위의 연못< 10>

과 그림 의 아래 큰 연못을 합쳐서< 11> 6500m
2
이다 서울시의 한가운데 있는.

넓은 규모의 문화재로 북쪽에 북악산이 자리하고 있다 춘당지 또한 원앙 외.

에도 다양한 조류가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춘당지 북쪽 작은연못10〈 〉

그림 춘당지 남쪽 원도가 있는 큰 연못11〈 〉그림 창경궁 춘당지9〈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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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상도교 창동교 구간3). - ~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와 노원구 중랑구 그리고,

성동구를 거쳐 한강으로 합류되는 자연형 하천으로 서울의 동남쪽의 지역을

크게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그 규모가 크고 자연성이 비교적 높은 하천으.

로 다양한 습지성 조류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할 주요.

대상지는 상도교에서 창동교 사이의 구간으로 하였으며 약 의 구간이다4km

그림 이 구간의 일부는 도봉산과 수락산의 사이에 위치하며 도봉산에서< 12>.

흘러 들어오는 그림 와 같은 무수천과 방화천 등 지류가 합류되는 그림< 13> <

와 같은 합류 지점이 있는 구간이다 또한 주변에 서울시 지하철역과 주거14> .

지역이 존재하는 등 시가지에 위치한다.

그림 방화천 중랑천 합류지점14 -〈 〉그림 무수천13〈 〉

그림 중랑천 전경 상계교12 ( )〈 〉



- 36 -

오색딱다구리 서식지(2).

오색딱다구리의 경우 원앙에 비해 그 개체의 관찰이 쉬운 편인데 도시의 녹

지 특히 녹지비율이 비교적 적은 공원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조류이다 따라서.

네이처링의 출현 기록 데이터를 참고하긴 하였으나 최종적인 연구 대상지 선

정에는 크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실제 오색딱다구리의 개체를 자주,

목격한 대상지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처는 자연녹지 비율.

이 높은 산림 녹지 및 근린공원과 인위적으로 서식환경을 조절하며 관리하는

생태공원을 선정하였다.

방배근린공원1).

방배근린공원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 번지의 매봉재산에 위치힌다43-6 .

대형 산림 녹지인 우면산과 인접하며 남부순환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는 약

0.25km
2

면적 매봉재산 면적 포함 의 파편화 녹지이다 유아숲 및 체력단련시( ) .

설 약수터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 녹지이며 인근의 서리풀공원 몽마르트 공원,

동과 함께 우면산에서 반포 지역까지 연결되는 녹지축을 이루고 있다 네이처.

링의 기록 데이터 거의 없으나 본 연구 이전부터 목표종인 오색딱다구리의 산

란기가 포함된 월에서 월 사이에 방문 시 높은 확률로 목표종을 목격 가능4 8

한 지역으로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주거지와 인접한 산림녹지16〈 〉그림 방배근린공원 입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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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달산2).

서달산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번지를 중심으로 약36 2.3km
2

현충원(

및 연결된 산림녹지 면적 포함 의 면적을 갖고 있는 대형 도시 녹지이다 현충) .

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충원이 있는 지점 주변에서는 서울의 주요 생태축인

한강까지 이격 거리가 정도로 매우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서달산 또한150m .

네이처링의 관찰 기록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의 중심

에 위치한 대형 산림녹지 지역 중 한곳으로 쉽게 목표종을 목격 가능하여 연

구하기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길동생태공원3).

길동생태공원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산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7-3

자연 생태의 상태와 가깝게 유지 및 관리하여 조성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생태공원이다 길동생태공원의 크기는 인접한 산림의 면적과 합치면.

약 0.35km
2

승상산 면적 포함 이며 크게 초지와 습지 그리고 산림지구로 나뉘( )

어져 구성되어 있다 길동생태공원은 대표적으로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를 테.

마로한 체험관과 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태공원을 실제 관리

하는 공원 코디네이터와 인터뷰한 결과 오색딱다구리의 서식 환경을 지속적으

로 조성해 주고 있으며 그 둥지의 위치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그림 서달산 안내도17〈 〉 그림 현충원 외곽 등산로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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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길동생태공원은 다른 대상지와 달리 인위적으로 서식환경을 조.

성하는 서식지로서 다른 자연서식지와 함께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길동생태공원 입구19〈 〉

그림 길동생태공원의 보호종인 반딧불이의 자연서식지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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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목표종은 원앙과 오색딱다구리로 각각 습지와 산림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깃대종과 핵심 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에서 서.

식하고 있는 두 목표종의 서식환경을 분석하고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크

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선정하고 종합하여 각 대상종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인 모델을 제작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외와 국내의 서식지 적합성 지HSI .

수 모델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대상종의 생태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고찰하였고 또한 공원 코디네이터와 생태 조사 및 모니터링 전문가의 자문

을 통해 모델의 기준에 대해 객관성을 높이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모델의 환경요소들은 인위적으로 조성 가능한 수준의 지표들로 선정하여

실제 서식지 조성 및 복원 시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서식지 적합성 지수

모델을 제작하여 평가하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서식지 조성에 관한 연구

를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두 대상종의 산란기가 포함된 년 월 일부터 월 일 사이2020 4 1 8 30

에 서식지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대상종의 월동지 환경을 알아보기 위,

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년2020 12 1 2021 2 28 . 2021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추가적인 서식지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3 1 2021 5 23

다 상세한 현장조사 일정 기록은 표 과 같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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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 조사 대상지 조사 일자

원앙
Aix galericulata

중랑천
상도교(
창동교- )

2020. 05.16
06.20
07.19
08.16
09.05

2021. 03.13
03.14
04.03
04.24
05.08
05.30

06.11
06.12
06.26
07.23
07.24

춘당지
창경궁( )

2020. 05.09
05.23
07.26
08.15
09.05

2021. 03.14
04.03
04.24
05.05
05.30

06.11
06.12
06.26
07.24

연지
장릉( )

2020. 05.14
05.16
07.20
08.23
09.12

2021. 03.27
04.07
05.02
05.26

06.28
07.10
07.30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방배
근린공원

2020. 04.09
05.23
06.18
07.17
08.22
09.06
09.26

2021. 03.20
04.14
04.28
05.01
05.17
05.31

06.01
06.13
06.30
07.01
07.12
07.22

길동 생태공원

2020. 04.08
04.09
07.18
08.20
09.23

2021. 03.19
04.28
05.15
06.12
07.03

서달산
현충원( )

2020. 05.23
06.18
07.17
08.22
09.30

2021. 03.20
04.14
04.30
05.01
05.16
05.31

06.01
06.20
06.30
07.02
07.11
07.21

표 연구 대상지 현장조사 일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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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 방법2 :

본 연구는 목표종의 도시 내 서식지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종의 생활사 등,

생태적 특징을 위한 문헌조사를 진행하여 대상종과 서식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한 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식처 적,

합성 지수 의 평가 요소인 적합성 지수 의 기준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HSI) (SI)

되었다 먼저 연구 대상종인 원앙과 오색딱다구리의 도시 내 서식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웹 기반의 시민참여형 생물 모니터링 플(web)

랫폼인 네이처링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겨울철 조류(Naturing)

동시 센서스 자연자원 보고서 등을 통해 서식 및 분포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

다 또한 대상종의 생활사와 서식환경 등 생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서식환경의.

평가 요소와 그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종과 관련된 문헌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다.

1. 대상종 생태 및 서식지 문헌조사

목표종의 생활사 산란 및 번식지 채식지 등 서식 환경 조사를 위해 국내외, ,

논문 편과 보고서 편 등의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36 7 .

목표종 모니터링 방법과 목표종의 서식환경의 특징 중점적인 관찰 지역과 특,

징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오색딱다구리의 경우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들에 대하여 생태공원을 관리하

는 실무자와 인터뷰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환경에서 서.

식하는 다른 조류종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목표종의 요소로서 활용 가능SI

한 서식 환경의 지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목표종의 서식현황은 문헌 조사는.

조류 동시 센서스 환경부 와 국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 국립공원연( , 2018; 2019) (

구원 등과 같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목표 종이 출현한 지점, 2014;2017;2019)

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도시에서 서식하거나 출현하는 목표종 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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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웹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인 네이처링을 활용했다.

목표종인 원앙과 오색딱다구리의 출현에 대한 시민들의 관찰 기록을 참고하기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기록과 년 월 일부2020 3 01 2020 8 31 2021 3 01

터 년 월 일까지의 관찰기록 데이터들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공식적2021 5 23

인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전달받은 관찰 자료를 통해 관찰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서식 지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근 도심지 주변에 나타난 데이.

터들을 선별하였으며 특히 원앙의 서식 환경 조사 대상지 선정에 주로 참고하

였다 표 또한 비교적 자연 유지되는 서식지와 인공적으로 조성 또는 관< 18>. ,

리되는 유형 등 조금씩 다른 유형의 비교해 보았으며 또한 면적의 차이가 단,

계적으로 나타내는 서식지를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대.

상종의 서식 환경 조사 대상지 후보는 대상종의 출현은 명백히 나타나는 지점

들 가운데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 중 하의 서식 환경으로 대략적으로 평, ,

가되는 지점들을 선정하였다.

그림 네이처링 의 생물 검색 결과 화면21 (Natu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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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현장조사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한 서식 환경의 유형 및 서식지 현황을 토대로 도시의

서식지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제로 개체가 빈번히 목격되었던 장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현황 가운데서 국립공원 등 대.

형 산림 또는 녹지를 제외한 도시 내에 파편화된 산림 또는 녹지의 서식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두 대상종의 산란기가 포함된 년 월부터 월. 2020 4 8

사이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동선을 따라 각 대상지마다 회 조사 진행3~5

하였다 개체 목격 지점을 중심으로 먹이자원 은신처 위협요소 등을 조사하. , ,

고 기록하였다 연못과 같이 서식 환경이 비교적 좁은 대상지는 연못의 주변.

을 따라 이동하며 전체적인 환경과 반경 의 환경을 조사하였으며 산림의20m ,

경우 기존 등산로를 기준으로 이동하였고 하천의 경우 하천변 따라 이동하며

선조사법에 따라 내에 출현하는 개체를 육안과 쌍안경 으로 탐색25m (12×50)

하였으며 원앙의 경우 개체 관찰 지점 주변 내의 식생 현황 등의 환경을25m

조사하였으며 딱다구리의 경우 둥지와 섭식과 활동의 흔적이 발견된 나무를

중심으로 의 방형구 내의 수목 밀도 수종을 조사하였다10m X 1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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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및 적합성 지수 화(SI)

먼저 서식처 적합성 지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와(HSI) < 22>

같다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목표종의 서식지에서 나타난 영향력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환경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모델을 통해 지수화하여 대. SI

상지 간의 비교 평가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유

효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목표종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목표종의 생

활사 서식환경 먹이자원 둥지 등에 관해 조사하였으며 오색딱다구리와 비교, , ,

적 가까운 큰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의 둥지 및 생활사 연구 이장호, ( , 2000;

양성년 외 김미란 외 권영수 이경민 허진우, 2009; , 2011; , 2012; , 2013; , 2014)

와 원앙의 생태 및 다른 오리과 조류의 서식 환경 생활사 등의 연구 이일범, ( ,

김병수 외 유정칠 권영수 최유성 외 박1998, 2002; , 2001; , 2004; , 2004; , 2012;

현두 를 고찰하였다, 2017) .

문헌상 나타난 서식 조건으로 번식지 채식지 먹이자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 ,

었으며 서식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환경 요소인 의SI

후보를 선정하고 각 후보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추가적으로SI

필요한 문헌 조사와 개체의 추가적인 확인 및 서식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현

장조사를 수차례 추가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내역과 문헌 조사자료 서식. ,

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환경 요소를 의 후보로 선SI

정하고 각 후보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SI

헌 조사와 개체의 추가적인 확인 및 서식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차례 추가로 실시하여 항목과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준SI

에 따라 서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0,

경우를 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리된 의 요소와 그 기준값을 종합하여1 . SI

각 목표종 별 그래프로서 정리하였으며 종합된 모델을 기준으로 각HSI , HSI

대상지의 서식 적합성 평가 값을 도출하여 대상지 간의 상대적인 서식지 적합

성을 비교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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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식처 적합성 지수 개발 흐름도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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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결과 및 고찰4 :

절 대상종 서식지 환경 조사1 :

1. 원앙 서식지 환경요인 조사

(1) 원앙 서식환경 및 생활사 문헌조사

원앙의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 생태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휴식

과 일반적인 생활공간 그리고 먹이를 먹는 섭식지에 대한 환경 번식지 환경, , ,

그리고 위협요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원앙은 보통 하천이나 연못 저수. ,

지에서 물고기나 개구리 수중식물과 그 뿌리 등을 먹이로 하여 생활하거나, .

그러한 습지 주변의 초지와 숲에서도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 냉이와 같은,

식물의 뿌리 그리고 개구리와 작은 곤충들을 먹이로 하며 섭식지와 휴식공간,

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번식과 산란을 위한 환경으로는 하천과 인.

접한 숲과 산림의 자연적인 나무 구멍이나 딱따구리에 의해 만들어진 나무 둥

지 그리고 인공 둥지에서도 산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절벽과

바위의 틈에서도 산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상종은 조류이기 때.

문에 비행능력을 통해 어느 정도 경계 거리를 스스로 유지하거나 하천과 연못

가운데에 위치한 하중도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위협에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원앙의 생활사 중 알에서 깨어난 새끼 원앙은 둥지에서 뛰.

어내리고 곧장 하천이나 연못과 같은 수변 환경으로 이동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둥지가 존재하는 산림이나 숲과 생활의 중심이 되는 하천 사이.

에 벽이나 차량 통행 등 물리적인 단절의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는 원앙의 생

존에 큰 위협인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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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앙 서식지 현장조사

대상종의 서식지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요소인 공간 먹이자원 번식 위협요소를 중심적으로 조사하였다, , , .

휴식 및 기본적인 생활영역 환경

원앙 서식지 조사 결과 연구 대상지 세 곳 모두 공통적으로 하천과 연못 주

변에 정수식물이 우거진 곳에서 원앙을 비롯한 백로와 오리과의 개체 목격이

빈번했으며 인공섬이나 모래 위에서 휴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번식 및 산란지 환경

번식과 산란지로 적합한 요소로는 인공 둥지 자연적인 나무의 구멍 그리고, ,

절벽이나 바위틈이 둥지로서 산란을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요소로 나타났다.

그중 자연적인 나무 구멍이 많이 분포하는 산림을 주요 번식 및 산란에 적합

한 환경으로 판단하여 산림과 그 임상을 주의 깊게 관찰 조사하였다 세 곳의.

연구 대상지 모두 수변과 인접한 산림의 주요 임상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

기타 활엽수로 참나무 우점림이며 아까시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등이 섞, ,

인 활엽수 혼효림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생태계에서 둥지로 활용 가.

능한 딱따구리의 서식에 적합한 임상이며 그 면적 또한 주변의 산림과 연결되

어 가작 작은 규모인 연지의 경우에도 대략 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00ha .

또한 세 대상지 중 중랑천은 연구자의 현장 조사 시에는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문헌과 시민 모니터링 기록으로는 딱따구리류의 출현 기록이 존재했으며 창경

궁과 장릉의 경우에는 문헌 기록은 물론 현장 조사 시에도 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원앙의 먹이활동이 일어나는 섭식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과 휴식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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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천과 연못을 중심으로 하며 주변의 초지와 산림으로 나타났다 각각 주.

요 먹이자원은 하천의 경우 작은 물고기 개구리 수서곤충 수생식물과 그 뿌, , ,

리 등이 있으며 주변 초지나 산림에서는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 곤충 개구, ,

리 식물 뿌리를 먹이로 하는 것을 문헌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습지와 초, .

지 및 산림 중 섭식지로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하천 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맞는 먹이 자원 중 다른 먹이가 되는 동물종의 경우

그 서식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조절 및 연구할 수 있는 요소로 수생식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위협요소

위협요소로는 산란 및 번식이 이루어질 둥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산림 및 녹지와 하천 또는 연못과의 접근성에 대해 조사하고 파악하고자 하였

다 그 접근성이 차량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경우 새끼 원앙의 생존율을.

크게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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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연지1). -

장릉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주요 경로와 개체 목격 지점은 그림 과 같< 23>

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지도 네이처링 관찰기록: ( ) , ( )

주요 조사경로 현장조사 관찰지점 네이처링 관찰기록

그림 장릉 조사 경로 및 개체 목격 지점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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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기본적인 생활영역 환경

장릉은 연지 주변에 다양한 교목 관목 초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장릉의 연지는 창경궁에 비해 자연스러운 연못으로 인위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자연형의 연못 습지로 보였다 또한 하중도가 존재하였으며 창경궁의 춘당지, .

의 하중도에 비해 관목과 초본이 매우 우거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비.

교적 얕은 수심이며 꽃창포와 갈대와 같은 정수식물 마름과 연꽃과 같은 부,

엽식물 개구리밥과 같은 부유식물 물수세미 같은 침수식물 등 다양한 수생식, ,

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래의 장릉 저수지 또한 주변을 갈대와 연.

꽃이 일부 자라고 있었다 습지 주변은 바로 산림에 둘러싸여 인접해 있으며.

산림의 식생의 밀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종은 상수리나무 갈. ,

참나무 졸참나무 아까시나무이다 원앙 외에도 백로류와 오리류의 크고 작은, , .

습지 조류와 꾀꼬리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지빠귀 등 산림의 조류가 모, , ,

두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그림 장릉 저수지 주변의 수변식생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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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및 산란지 환경

장릉의 주변의 임상은 임상도를 통해 우선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임상도의 라벨은 다음 그림 과같이 임종 수종 경급 영급 밀도 순서로< 27> , , , ,

해석하였으며 각 수종의 코드는 그림 과 같다 장릉의 임상도는 다음과< 28> .

같다 그림 기타참나무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기타활엽수림으로 나타났다< 29>. .

현장 조사 시에 관찰한 결과 아까시나무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

이 섞인 혼효림인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 주변 지역만 소나무림인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로 본 대상지는 청딱다구리의 소리가 매우 빈번하게 들리고 간간.

히 드러밍 소리도 들리며 쇠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를 육안을 통해 여러 차례,

개체 확인이 되었다.

그림 장릉 외곽 아까시나무 군락26〈 〉그림 장릉 외곽 침활혼효림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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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임상도 라벨 보는 방법27〈 〉

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임상도 수종 코드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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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장릉 임상도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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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장릉의 연지는 수생식물 또한 개구리밥 연꽃 갈대 검정말 등 다양한 수생, , ,

식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꽃이 많이 자라고 있으며. 6

월 무렵부터는 하중도의 식물들과 연꽃과 창포 갈대 등이 매우 번성하여 바,

로 앞에서 울음소리는 들리지만 개체를 찾기 어려웠다 수생식물의 유형 중.

부들 갈대 창포와 같은 정수식물과 연꽃과 같은 일부 부엽식물은 먹이 자원, , ,

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은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네이처링:

그림 연지 주변에서 먹이활동 중인 원앙30〈 〉

출처 네이처링:

그림 저수지에서 휴식과 먹이활동 중인 원앙 떼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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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소

장릉은 연못과 저수지 주변에 연석이 없는 보행로만 존재하며 보행로 주변

은 울타리나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장릉 주변의 녹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변 녹지에 딱따구리의 서식을 확인한 바 있으며 실제 딱따구.

리의 나무 둥지가 많고 이를 원앙이 충분히 활용하게 되어 산란을 한다고 가

정한다면 산림 녹지와 습지가 바로 연결되며 차량의 통행이 없고 연석과 같은

물리적인 방해물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장릉 내의 보행로 유형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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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춘당지2). -

창경궁의 춘당지 현장조사를 진행한 주요 경로와 개체 목격 지점은 그림<

과 같다33>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지도 네이처링 관찰기록: ( ) , ( )

주요 조사경로 현장조사 관찰지점 네이처링 관찰기록

그림 창경궁 조사 경로 및 개체 목격 지점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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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기본적인 생활영역 환경

창경궁의 춘당지의 경우 궁궐에 조성된 인공적인 연못으로 그림 와 같< 34>

이 가장자리가 큰 돌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초본과 관목 등이 일부 존재하

긴 하나 전체적인 평균 식생 피복율이 낮게 나타났다 수생식물 또한 북쪽의.

작은 연못은 마름과 같은 수생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지만 아래쪽 큰 연못

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춘당지의 가운데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원형의 하.

중도가 존재했고 연못의 가장자리와 같이 인공적으로 암석을 쌓아서 마감된

형태였으며 그 위의 식생은 소나무와 철쭉 등 침엽수 교목과 관목 그리고 초

본이 일부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림 그림 과 같이 대다수의 조류들. < 35>, < 36>

이 하중도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위쪽 작은 연못에서는 먹이를

먹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었다 특이사항으로는 네이처링의 관찰 기록 데이.

터에 비해 연구자의 현장 조사 시에 실제 관찰된 출현 개체 수는 그다지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춘당지의 가장자리 형태와 휴식중인 원앙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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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중도의 식생과 그늘아래 휴식중인 원앙35〈 〉

출처 네이처링:

그림 춘당지 내부 인공 하중도에서 휴식중인 원앙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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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및 산란지 환경

춘당지 주변의 대략적인 임상은 그림 과 같으며 거의 전부 기타참나무< 38>

림으로 분류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와 같은 참나무류와 단풍나무 느, , ,

티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목련 소나무 주목 백송 등 조경수를 비롯한 다, , , , , ,

양한 수종이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참나무와 활엽수를 번식에 영향을 미치.

는 커버자원으로서 으로 보았으며 이는 딱따구리의 서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 실제 오색딱다구리의 개체가 확인된 바 있으며 네이처링의 관찰기록에 따. ,

르면 새끼 원앙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출처 네이처링:

그림 춘당지에서 관찰된 원앙 새끼 년 월 일37 (2020 4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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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창경궁 임상도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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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춘당지의 경우 인공으로 만들어진 연못이기에 가장자리가 암석으로 마무리

되어 식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쪽의 작은 연못 부분은 수심.

도 얕은 지점이 있으며 마름과 같은 부엽식물이 넓게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원앙 외에도 흰뺨검둥오리 중백로가 수면 아래로 먹이를 찾는 모습을. ,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변의 상수리나무 벚나무 매화나무 주목 등 열매가 나. , , ,

오는 수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열매 또한 먹이자원으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작은 연못에서 먹이활동 중인 원앙40〈 〉

그림 먹이활동 중인 중백로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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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소

춘당지의 내부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와 함께 관리 차량이 지나는 도로

가 존재하며 도로의 가장자리에 연석으로 인한 물리적인 작은 방해 요인이 존

재하며 일부 지점에서는 배수로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림 와 같이 차량, . < 42>

통행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이 관리 차량만 제한적으로 이

용하기 때문에 로드킬의 위협이 일반 차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석의 경우 일반 도로의 연석 에 비해 낮은 높이 약(100 ~ 250mm) ( 60 ~ 70mm)

로 새끼 원앙의 도약으로 극복 가능하거나 조금 돌아서 연석이 없는 지점을

통해 연못으로 입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배수로가 위치한 춘당지 내 차량 통행로 모습42〈 〉

그림 가장자리에 연석처리 된 춘당지 내 보행로 모습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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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상도교 창동교 구간3). - ~

창경궁의 춘당지 현장조사를 진행한 주요 경로와 개체 목격 지점은 그림<

과 같다43>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지도 네이처링 관찰기록: ( ), ( )

주요 조사경로 현장조사 관찰지점 네이처링 관찰기록

그림 중랑천 조사 경로 및 개체 목격 지점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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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기본적인 생활영역 환경

중랑천은 다른 연구 대상지에 주거지 및 전철과 대로 등 도시의 한 가운데

에 위치하지만 자연형 하천의 성격이 강하여 육상식물과 수생식물이 복합적으

로 분포하며 그 밀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식생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또한 중랑천은 자연적으로 퇴적과 침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44>.

자연형 하중도로 물에 잠겨 있는 식생들로 되어 있는 유형 모래 둔덕의 유형, ,

물에 잠기지 않고 식생으로 되어 있는 유형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그중.

물에 잠기지 않은 채 정수식물 및 육상의 초본 식생으로 덮여있는 하중도에서

원앙 중대백로 왜가리 논병아리 물닭 가마우지 해오라기 흰뺨검둥오리 등, , , , , , ,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그림 의 넓은 어도. < 45>

와 다른 지류의 합류 지점 등에서 많고 다양한 조류종과 개체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폭우가 내리거나 폭염 시에는 중랑천 위를 지나는 교량의 아래.

그늘에서 그림 와 같이 휴식을 취하는 조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 46>

다 중랑천은 많은 하천 조류에게 언제나 헤엄치며 머물 수 있는 공간 안전한. ,

도피 및 휴식공간 먹이가 풍부한 채식지를 갖추어 서식에 적합한 공간인 것,

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번식의 부분에 있어서 논병아리나 개개비 등 같이 갈.

대나 풀숲에서 산란을 하는 조류들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인 것으로 보이나.

번식을 위한 둥지를 조성하기 위해 바위틈 나무 둥지 등 비교적 큰 교목이나,

다른 요소가 필요한 원앙의 경우 완벽히 적합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조류종의 성체 및 나그네새 철새 종이 머물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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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량 아래의 모래 하중도에서 휴식중인 조류 모습46〈 〉

그림 중랑천 주변의 밀도 높은 식생지대44〈 〉

그림 많은 종 출현 및 개체수가 많은 어도 구역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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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및 산란지 환경

중랑천의 주변은 차도와 주거지 및 시설지 등이 존재하며 도심지 한가운데

에 위치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원앙이 번식을 하기 위해.

서는 폭이 넓은 하천변에 인공둥지 또는 나무 둥지가 존재하는 숲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가장 낮은.

확률로 주변 아파트의 보일러 배관과 같은 곳에서 산란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 가장 이상적으로 산란하기 위한 장소로는 중랑천의 상류 지점을 볼 수

있다 상도교와 노원교가 위치하는 부근에는 도봉산과 수락산에서 흘러 들어.

오는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이 있으며 그중 도봉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무수천

을 따라 도봉산과 맞닿는 상류지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무수천의 하류 부분의 얕은 지점에서 원앙을 차례 그림 관찰1 < 47>

하였으며 중백로 차례 흰뺨검둥오리를 수차례 관찰할 수 있었다 무수천은2 , .

도봉천이 합류되며 두 지류의 상류 지점의 임상은 그림 와 같다 임상도< 48> .

상으로도 기타활엽수림으로 상수리나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현장 조사 시에도 상수리나무가 우점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출처 네이처링:

그림 무수천 하류의 원앙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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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중랑천 상류 지점 임상도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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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중랑천의 주요 식생은 수변의 관목과 초본이 많이 분포하며 특히 수생식물

로는 갈대와 부들 같은 정수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같이 수생. < 49>

식물 외에도 다양한 초본이 존재하는 까닭에 식물과 곤충과 같은 먹이자원은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류를 제외한 중랑천의 주변에는 참나.

무류가 조성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도토리와 같은 열매는 상류지점 그림< 50>

에서만 취식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느티나무 꽃사과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 ,

등 이 간혹 존재하며 일부 지역은 벚나무와 같은 나무 열매가 열리는 수종들

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중랑천의 하중도에서 먹이를 찾는 원앙49〈 〉

그림 도봉산자락 상류지역의 참나무와 기타활엽수림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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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소

번식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랑천의 상류 쪽은 도봉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약 의 지류가 존재하며 거슬러 올라가 주변 지형을1.5km

파악한 결과 산림과 맞닿아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지점은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로 및 담과 울타리 등 시설물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부

분도 있고 그림 그림 더욱 올라가면 번식과 먹이 공급원에 적합한< 51>, < 52>.

산자락에 분포한 참나무 및 기타활엽수림과 맞닿아 바로 옆을 따라 흐르는 얕

은 수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3>.

일부 지역은 산림과 계곡 사이가 그림 와 같이 울타리로 출입이 금지되< 54>

어 있었지만 아래 틈새로 원앙은 충분히 드나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

와 같은 지류를 통해 중랑천으로 새끼가 유입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중랑천은

원앙의 번식지의 역할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도봉산자락 무수천 상류지역의 참나무림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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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참나무와 활엽수림과 인접하는 무수천 상류지역53〈 〉

그림 도로에 의한 무수천과 참나무림 사이 단절52〈 〉

그림 울타리로 침활혼효림과 무수천 사이 단절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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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색딱다구리 서식지 환경요인 조사

(1) 오색딱다구리 서식환경 및 생활사 문헌조사

오색딱다구리의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 생태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를 종합

하면 일반적인 생활공간 그리고 먹이를 먹는 섭식지에 대한 환경 번식지에, ,

적합한 환경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원앙과 달리 오색딱다구리는 기본적.

인 서식환경 섭식지 번식지가 모두 동일한 산림과 또는 초지 및 숲인 것으로, ,

나타나며 위협요소 또한 인간의 접근성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조류가, .

가지고 있는 비행이라는 특성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위

협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별하게 조사하거나 서술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오색딱다구리의 기본적인 서식환경은 산림 초지 숲 모두 가능, ,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 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으로

불 수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일상생활환경과 번식을 위한 환경은 밀접하며 활.

엽수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침엽수림에서

도 둥지를 만들고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둥지에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는 그 흉고직경 을 조사한 연구가 여럿 존재하지만 그 기준과 범(DBH)

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둥지의 방향 높이 기울기 등에 대한. , ,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나 그와 관련된 사항들은 딱따구리의 각 개체가 조절하

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흉고직경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오색딱다구리이 출현하는 녹지는 그 녹지 패치의 면적이 이상인 경우10ha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보다 작은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서도 서식,

가능한 것으로 본 연구가 있으며 이경민 그보다 조금 작은 몸집을 가진( , 2013)

쇠딱다구리인 경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0ha .

딱따구리의 생태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언급하는 먹이

자원으로는 고사목이 있다 고사목 자체가 먹이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사.

목에 존재하는 딱정벌레 풍뎅이 등의 성충 및 고사목 내부의 그 유충까지 딱,

따구리의 주요 먹이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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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딱다구리 서식지 현장조사(2).

휴식 및 기본적인 일상 생활영역과 번식 환경

오색딱다구리의 연구 대상지의 현장조사에 앞서 임상도 산림청 산림공간정( ,

보서비스 를 분석한 결과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 활엽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수종은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 ,

갈참나무 아까시나무이며 특히 참나무류의 수종이 우점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그 외에는 식재된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침염수도 존재하였다. ,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이 확인된 연구 대상지 결과 공통적으로 개체가 목격된

지점과 둥지 구멍 섭식 흔적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의 방형구, 10m X 10m

를 설정하여 방형구내의 환경울 조사하였다.

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본 연구의 연구 대상종인 오색딱다구리와 같은 딱따구리과의 조류 외에도

까치와 까마귀와 같은 까마귀과의 조류도 고사목의 곤충을 주요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방형구 내의 고사목과 간벌 후 토막을 내어

쌓아놓은 간벌목 더미의 분포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 다른 먹이자원으로는 나,

무 열매가 있으며 이 또한 산벚나무 팥배나무 고욤나무 참나무류 등 활엽수, , ,

우점림에 가까울수록 먹이가 될 열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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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근린공원1).

방배근린공원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주요 경로와 개체 목격 지점은 그림<

와 같다55>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지도 네이처링 관찰기록: ( ), ( )

주요 조사경로 현장조사 관찰지점

그림 중랑천 조사 경로 및 개체 목격 지점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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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기본적인 일상 생활영역과 번식 환경

방배근린공원의 임상도는 그림 과 같으며 상수리나무가 우점하는 것으< 58>

로 나타났으며 내의 녹지를 포함했을 때 패치의 넓이는 이상으로40m 700ha

나타났다 이경민 실제 현장조사 결과 신갈나무 갈참나무 그리고 상수( . 2013). ,

리나무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는 산벚나무 목련 고욤나무 팥, , ,

배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

먹이 활동 흔적이나 둥지가 나타난 방형구내 수목의 구성 비율은 활엽수가

대략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둥지로 예상되는 지점은 곳이며90% . 6

그중 한 지점의 경우만 방형구 내의 교목 그루 중 한 그루가 식재된 잣나무9

로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며 이 외 둥지 지점 주변과 먹이 활동 흔적 주91%

변의 임상은 활엽수 로 나타났다100% .

또한 둥지가 나타난 수목의 흉고직경 는 사이로 나타났으며(DBH) 24~33cm

평균 정도로 나타났다 둥지는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에 지어진28cm . , ,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둥지 수목 흉고직경 측정57〈 〉그림 방배근린공원의 둥지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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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방배근린공원 임상도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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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방배근린공원은 나무열매가 열리는 참나무와 활엽수의 비율도 높으며 고사

목도 분포하고 있지만 대부분 간벌하여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연 생태계와 유사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생태공원과 이용객의 편리함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는 근린공원의 운영 방식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방.

배근린공원의 고사목과 간벌목 더미의 분포는 방형구내에 에서10m x 10m 6

최대 곳이 분포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한 결과13 . 100m
2

내에 평

균 곳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

그림 방배근린공원 간벌목 더미 분포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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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달산2).

서달산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주요 경로와 개체 목격 지점은 그림 과 같< 60>

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주요 조사경로 현장조사 관찰지점

그림 방배근린공원 조사 경로 및 개체 목격 지점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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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기본적인 일상 생활영역과 번식 환경

서달산의 임상도는 그림 과 같으며 상수리나무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 63>

났으며 내의 녹지를 포함했을 때 패치의 넓이는 이상으로 나타났40m 260ha

다 실제 현장조사 등이 분포하고 있다. .

서달산의 둥지로 예상되는 수목은 곳이었으며 먹이 활동의 흔적이 나타난4

지점의 주변의 임상은 참나무류와 아까시나무가 우점하며 그 외에도 잣나무와

리기다 소나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활엽수 구성비가 정도로 평균75~82% 79%

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와 대학교 시설지에서 가.

까운 지점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그림 또한 그 흉고직경은< 60>. 22, 24, 24,

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로 나타났다 그 둥지들은 신갈나무와 갈참나26cm 24cm .

무에 지어져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62〈 〉

서달산의 오색딱다구리

그림 61〈 〉

참나무 동정 결과 신갈나무 좌 와 갈참나무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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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서달산 임상도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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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서달산 또한 방배근린공원 만큼은 아니지만 참나무 분포 비율이 높으며 월9

중순 이후에는 도토리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림 고사목도 존재하지만< 64>.

간벌목 더미의 비율이 높았으며 단단하고 나뭇가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매

우 부후 되어 발로 밟으면 쉽게 으스러져 버리는 수준의 간벌목 더미도 있으

며 사이의 빈도로 분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6~11 . 100m
2
당 곳 정도 분포하8

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림 서달산 참나무림에서 나온 도토리64〈 〉

그림 서달산 간벌목 더미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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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태공원3).

서달산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주요 경로와 개체 목격 지점은 그림 과 같< 66>

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지도 네이처링 관찰기록: ( ), ( )

주요 조사경로 현장조사 관찰지점 네이처링 관찰기록

그림 길동생태공원 조사 경로 및 개체 목격 지점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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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기본적인 일상 생활영역과 번식 환경

길동생태공원은 그림 의 임상도를 통해 기타활엽수가 우점하며 기타참< 69>

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임상을 볼 수 있었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참나무류는.

갈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주로 분포하였으며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물푸레나, ,

무 층층나무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동 생태공원은 과거에 만든 나무, .

둥지를 포함하여 곳 이상의 나무 둥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둥지를 포함하10 .

여 공통적으로 목표종의 활동 흔적이 나타난 지점의 주변의 임상은 그림< 68>

과 같이 활엽수가 로 나타났다 공원 내에 침엽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100% .

아니지만 둥지 주변 100m
2
이내 영영의 식생은 모두 활엽수로 파악 되었다.

매우 높은 밀도로 가까운 거리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임상과 고사목

분포를 조사하였다.

그림 길동생태공원의 활엽수 우점형 임상68〈 〉

그림 길동생태공원의 나무 둥지들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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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수목의 흉고직경은 부터 까지 다양했다 이상의 둥지22cm 35cm . 30cm

수목은 서있는 고사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로 정28cm

리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수종은 대부분 갈참나무이며 일부 둥지는 아까시.

나무 물푸레나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길동생태공원 임상도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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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자원 및 섭식지 환경

길동생태공원의 경우 인위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하지 않고 존치 시켜놓은 환

경임을 볼 수 있었으며 그 분포 정도는 100m
2

내에 그루 정도 분포하고4~9

있었다 평균적으로 곳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나무 열매와 곤충의 먹이. 6 .

가 되는 참나무도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습지지구에 의해 산림의 곤

충뿐 아니라 수서곤충과 같이 다양한 곤충을 볼 수 있었다.

그림 길동생태공원의 인위적인 고사목과 간벌목 배치70〈 〉



- 85 -

그림 길동생태공원의 자연 고사목 존치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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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서식지 적합성 지수 모델 제작2 : (HSI)

1. 적합성 지수 종합(SI)

(1) 원앙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

원앙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 모델을 구성하는 적합성 지수 는 표 가(SI) < 11> 6

지로 선정하였다 휴식 및 먹이 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하천과.

저수지 연못 주변을 덮고 있는 식생의 피복률과 인간이나 다른 천적의 위협,

을 피해 휴식을 취하는데 적합한 하중도의 존재와 그 유형에 대한 기준을 선

정하였으며 번식에 필요한 커버 자원인 주변 산림의 크기에 대하여 다루었다, .

또한 주요 먹이로 활용되는 자원들 중 도토리와 같은 나무열매와 수생식물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주변산림의 임상의 유형과 수생식물의

유형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산림과 하

천 사이의 단절 정도를 평가 요소로 선정하였다 표< 12>.

1) 수변 지역 식생 피복률SI :Ⅰ

먼저 먹이 섭식 활동의 공간인 하안 주변의 초본 식생대에 대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교목과 관목 그리고 초본류의 수직구조가 발달할수록 목표종 뿐.

만아니라 그 대상 지역의 전체적인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실제 하천 주변은 교목보다는 초본과 일부 관목이 우점한 환경이 대부분이

며 원앙과 기타 오리과의 조류의 출현에는 차원적인 피복률을 측정하는 것으1

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앙을 포함한 오리과의 수면성 조류는 농경지와 초지에서 채식을 하며

하안의 식생 피복률이 높을수록 먹이 식물 곤충(Loesch and Kaminski, 1989) ,

등 섭식지의 먹이자원이 증가하여 다양한 채식지를 조성하고 그에 따라 보다

목표종의 서식에 적합한 섭식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Smith et al., 1989; Baldassarre and Bole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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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 주변의 식생 피복률이 로 나타날 때 그리고 를 로90~100% 1.0, 50% 0.75

하고 의 점으로 하여 각 의 기준를 설정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피복률이0% 0 SI .

정도 이상만 되어도 비슷한 수의 개체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90%

으며 정도의 피복률의 수변환경에서도 그 개체 수의 출현 빈도는 어느. 50%

정도 차이가 났지만 피복률의 환경에서의 개체의 출현은 그 정도가50% 100%

피복률의 지역과 비교했을 때 로 나타났기 때문에 로 선정하게 되었으70% 0.75

며 의 경우 단독 개체의 출현이나 개체 미출현으로 상대적으로 부적합한0%

환경으로 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점으로 설정하였다0 .

2) 하중도의 유무와 그 유형SI :Ⅱ

수면성 조류는 주로 수면뿐만 아니라 모래톱이나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

하기도 하며 특히 수면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모래 둔덕이나 식생지대인 하중

도는 인간이나 천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조류의 휴식지의 역할을 하

며 식물이 존재하는 식생대의 경우 섭식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의 하.

중도의 존재 유무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었다 습지성 조류 관련된 선행.

연구 ( 허위행 외Loesch and Kaminski, 1989; , 2003; 표재훈과 유영한, 2011)

와 전문가의 자문에서도 이 하중도의 유무에 대해 조언을 받은 바 있으므로

하중도의 유무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다 하중도가 없.

는 경우 점 나지의 하중도 또는 모래 둔덕의 존재를 로 그리고 섭식지로0 0.5

서 활용이 가능한 초본 식생이 존재하는 하중도를 점으로으로 설정하였다1 .

하중도의 유무로 각각 점과 점의 값을 설정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단순히 휴1 0

식만 취할 수 있는 모래 둔덕이나 나지 상태의 하중도의 환경을 점으로 설0.5

정하였다.

3) 습지 주변 산림 패치의 크기SI :Ⅲ

원앙은 번식을 위해 흉고직경이 큰 입목의 나무 구멍을 필요로 한다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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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나 나무 구멍 그리고 아파트의 보일러 배관 등에,

도 산란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둥지는 주로 딱따구리가 파놓은 나무 둥지

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천이나 연못 저수지 주변의 산림 지. ,

역은 원앙의 번식을 위한 커버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우신 등 허위행( , 2000;

등 따라서 주변 산림의 크기를 서식 환경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그 크, 2003).

기로 평가 기준을 정하였다 산란지로 이용 가능한 인접한 산림의 크기는.

이하 인 경우 점 이상인 경우 점으로 지정하였다 이 기준은10ha 0.0 , 40ha 1 .

자연상태에서 나무구멍을 제공하여 원앙과 다른 조류와 소형 포유류에게 둥지

를 제공하는 딱다구리의 서식 가능한 환경 여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고 인용하였다 오색딱다구리는 이상의 녹지에서 출현하지만 그와 비슷. 10ha

한 종인 쇠딱다구리의 경우 이상의 면적의 녹지에서 번식한다는 점을 반20ha

영하였다 이경민( 2013).

4) 습지 주변 산림의 임상 유형SI :Ⅳ

먹이 자원에 관련하여 설정한 기준으로는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이 도토리

가 나는 참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환경은 점으로 지정하였으며 기타 나무 열1

매가 많이 나는 활엽수가 우점하고 있을 시 점 그 외 침활 혼효림 점0.75 0.5 ,

침엽수 우점림인 경우 먹이 요소도 부족하고 자연 둥지를 조성하는데도 비교

적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점으로 지정하였다0.25 (Matsuoka,

양성년 외 이경민2008; , 2009; , 2013).

5) 수생식물의 유형SI :Ⅴ

또 다른 먹이자원인 수생식물의 식생이 없는 습지의 경우 먹이자원이 상대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점으로 지정하였으며 먹이원으로 활용 가능0

한 물수세미 개구리밥 등 침수식물과 마름 개구리밥 등 부유식물이 분포하는, ,

습지는 로 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갈대 줄 연꽃 등 정수식물 및 부엽식물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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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습지는 먹이 김병수 외 로서 활용과 더불어 은신처의 기능( , 2001)

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경우가 있기에 점으로 선정하였다1 .

6) 산림과 하천 사이의 단절 정도SI :Ⅵ

새끼 원앙은 습지 주변 산림이나 초지의 산란지에서 부화한 직후 어미를 따

라 수변으로 이동한다 때문에 산림과 하천 사이의 단절 정도가 원앙의 번식.

이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절을 유발하는 도로의 유형과 이격.

거리 단절된 상태를 완화 보완해 주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전체적으로 고려, ,

하기 위해 간단한 체크 리스트를 통해 단절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7) 모델 그래프SI

앞서 선정한 적합성 지수 모델의 요소와 그 기준값을 정리하여 표(SI) < 11>

로 나타냈으며 이 값을 그림 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다 요소< 72> . SI

가 단일 요소일 경우 연속되지 않는 그래프로 나타났으며 복합 요소로서 그,

비율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일 경우 연속형의 그래프로 나타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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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형 SI 평가값 기준

휴식 및
생활공간

SI 1
수변 식생 피복률

0.00 0 ~ 50%

0.75 50 ~ 90%

1.00 90% ~ 100%

SI 2
하중도 유무
및 상태

0.00 하중도 없음

0.50 식생이 없거나 모래둔덕 형태의 하중도

1.00 식생이 존재하는 하중도

번식
SI 3

습지 주변 산림 크기

0.00 이하10ha

0.50 20ha

1.00 이상40ha

먹이자원 및
섭식지

SI 4
주변산림 임상 유형

0.25 침엽수림

0.50 침활혼효림

0.75 활엽수림

1.00 참나무 우점림

SI 5
수생식물 유형

0.00 수중식생 없음

0.50 침수식물 및 부유식물

1.00 정수식물 및 부엽식물

위협요인
SI 6 *

산림과 하천의
단절 정도

0.00 점 이상4

0.25 점3

0.50 점2

0.75 점1

1.00 점 이하0

표 의 체크리스트의 점수의 총합에 따라 점수 산정* < 12> SI

표 원앙 모델의 평가요소 및 기준11 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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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하천 및 습지와 주변 산림과의 단절 정도를 대략적으로 평가( )

점수

수변과 산림사이의
단절 유형 및 단절 정도

산림과 습지가 직접적으로 붙어있거나
연석이 없는 도로로 분리된 경우

0

연석이 있는 보행로로 인한 단절 1

이면도로 및 차선 차량 도로로 인한 단절2 2

차선 이상의 도로로 인한 단절4 3

수변과 산림 사이의
단절 거리

이하20m 0

20m ~ 50m 1

이상50m 2

수변과 산림의 사이의
단절 완화를 위한 시설

산림과 수변사이의 야생동물용 유도울타리 존재함 -1

산림과 수변사이의 야생동물용 생태통로 존재함 -2

표 산림과 습지사이의 단절 정도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12〈 〉



- 92 -

그림 원앙의 적합성 지수 모델 그래프72 (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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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 모델을 구성하는 평가요소인 적합성 지

수 는 표 과 같이 가지로 선정하였다 휴식 및 먹이 그리고 번식활동을(SI) < 13> 5 .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산림에서 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서식지를 포함한 산림 패치의 크기를 평가 요소로 선정하였

으며 또한 번식에 관련된 환경 요소로는 둥지로 사용되는 나무의 유형 그리고

둥지를 만들기에 적합한 흉고직경에 대해 조사하여 평가요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열매와 같은 먹이 자원이 생기는 활엽수를 선호한다

는 선행연구와 실제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식지의 활엽수의 비율을 평

가요소로 선정하였다 오색딱다구리와 고사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급한 많은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고사목 그리고 그와 유사한 간벌하,

여 쌓아놓은 나무더미는 먹이자원으로서 활용도가 크다고 볼 수 있기에 고사

목과 간벌목 더미의 분포 정도에 대해서도 평가 지표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서식지 산림 패치의 크기SI :Ⅰ

오색딱다구리의 생활권의 크기는 암수 나이 등에 의한 차이는 없으나 계절,

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 이후 새끼를 키우는 기간애는.

늦은 봄에는 이른 봄에는 겨울철의 경우에 가장 넓은 영43ha, 103ha, 335ha,

역인 로 파악된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만 반면에742ha (Wiktander et al., 2001),

서식지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작은 서식지에서도 번식이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작은 경우 한정된 먹이자원으로 인해 종.

간 먹이경쟁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번식을 유지

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고려한(Mazgajski and Rejt, 2006)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번식에 요구되는 산림 패치의 최소 면적은.

로 나타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경민 다른 딱다구리종인 쇠딱다10ha ( , 2013)

구리의 경우 가 필요하다 또한 이내의 다20ha (Natuhara and Imai, 1999).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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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녹지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만. 10ha

의 산림 패치는 으로 지정하였고 오색딱다구리 뿐아닌 다른 딱따구리 종이0 ,

서식하기에 적합한 넓이인 이상의 산림 패치를 으로 설정하였다 그리20ha 0.5 .

고 번식기에 나타난 생활권의 크기 를 고려하여(Wiktander et al., 2001) 40ha

이상인 경우를 으로 설정하였다1.0 .

2) 둥지 수목의 유형SI :Ⅱ

둥지 수목의 수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 유럽의 경우 물푸레나무 느릅나,

무 참나무 등으로 나타났으며 활엽수가 부족한 환, (Hebda et al, 2009; 2017)

경인 경우 침엽수림에서도 둥지를 짓고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

라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종은 신갈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은사시나무 소, , , ,

나무 물푸레나무 등으로 나타났다 허진우 선행연구에서의 딱따구리과, ( , 2014).

가 실제로 둥지를 조성한 수종에 관한 분석 결과를 고찰하였으며 서식지 현장

조사 결과 나타난 둥지가 존재하는 수목의 수종을 분석하였다 또한 딱따구리.

류가 선호하는 먹이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환경은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 우점

림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임상 및 수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선

정하였다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소나무나 잣나무와 같은 침.

엽수종의 경우 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아까시 또는 물푸레나무 같은 참나무0.5 ,

를 제외한 활엽수는 점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갈참 신갈나무 등 참나무0.75 . ,

의 경우 점으로 지정하였다 위의 산림의 임상에 서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1.0 .

침엽수에도 둥지를 만들고 서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점이 아닌0 0.5

점으로 중간의 점수로 설정하였다 양성년 외 이경민. (Matsuoka, 2008; , 2009;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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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둥지 수목의 흉고직경SI :Ⅲ

또한 생목을 기준으로 둥지 수목의 흉고직경은 미만의 수목은 둥지를13cm

만들기에는 그 굵기와 두께가 너무 가늘어 부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점으로0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인 문헌 조사에 따르면 오색딱다구리가 둥지를 짓는 수목

의 흉고직경은 각 선행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종합했을 때

최소로 요구되는 흉고직경의 최소값은 로 파악되었으며14cm (Smith, 1995;

Kosi ski & Winiecki 2004;Matsuoka, 2008; Pasinelli, 2007; Matsuoka, 2008; Gil

이경민 폴란드의 국립공원에선 흉고직경Tena et al., 2012; , 2013) Bialowieza

이 이상 되는2m Pedunculate Oaks(Quercus robur 에도 둥지를 만들어 서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흉고직경 의 중심값으(Hebda et al, 2017). 14~16cm

로 를 지정하였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둥지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0.5 ,

는 이상의 수목의 경우를 으로 지정하였다16cm 1.0 .

4) 서식지의 활엽수 비율SI :Ⅳ

산림의 주요 임상이 활엽수일수록 적합한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

다 참나무는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가 나는 수종이기도 하고 거위벌레나. ,

잎벌레와 같은 곤충은 참나무 잎을 먹이로 하며 또한 참나무 줄기에서 흘러,

나오는 수액은 하늘소와 사슴벌레 등 딱정벌레목의 곤충의 주요 먹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곤충들의 성충과 유충은 오색딱다구리의 먹이자원으로 활용.

이 된다 또한 활엽수는 주위에 키가 작은 관목과 초본이 함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활엽수나 초본 등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침엽수림에 비

해 다양한 곤충 및 나무 열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침엽수의 비율이 높은 임상보다 활엽수 특히 참나무류의 비율이 높은 임상의,

산림이 오색딱다구리를 포함한 다양한 잡식성의 생물종의 서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박종균과 안승락( , 2000).

따라서 활엽수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를 가장 높은 로 지정하였으며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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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 비율이 의 경우 점으로 설정하여 연속적인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0% 0.5

나게 하였다 앙성년 외 이경민. (Matsuoka, 2008; , 2009; , 2013).

5) 고사목 및 간벌목의 분포도SI :Ⅴ

또 다른 먹이자원으로는 딱정벌레 및 풍뎅이와 같은 곤충의 유충이 많이 서

식하는 고사목과 간벌목 더미가 중요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Smith,

이경민 그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장1995; Pasinelli, 2007; , 2013).

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의 면적. 100㎡

에 간벌목 더미 혹은 고사목이 많은 곳은 곳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평균적14

으로 곳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와 조성 시에 가장 단순하게 측정할11 .

수 있는 곳을 가장 높은 점으로 설정하였고 고사목이나 간벌목 더미가 없10 1

는 경우 점으로 지정하였으며 부터 곳의 사이의 고사목 또는 간벌목 더미0 0 10

의 분포 정도에 따라 값도 에서 점 사이로 지정하였다SI 0 1 .

6) 모델 그래프SI

앞서 선정한 적합성 지수 모델의 요소와 그 기준값을 정리하여 표(SI) < 13>

으로 나타냈으며 이 값을 그림 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다 요< 73> . SI

소가 단일 요소일 경우 연속되지 않는 그래프로 나타났으며 복합 요소로서,

그 비율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일 경우 연속형의 그래프로 나타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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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형 SI 평가값 기준

휴식 및
생활공간

SI 1
서식지 산림
패치의 크기

0.00 이하10ha

0.50 20ha

1.00 이상40ha

번식

SI 2
둥지 수목의 유형

0.50 침엽수

0.75 기타활엽수

1.00 참나무류

SI 3
둥지 수목의
흉고직경

0.00 이하14 cm

0.50 14 ~ 16 cm

1.00 이상16 cm

먹이자원 및
섭식지

SI 4
서식지의 활엽수

비율

0.50 이하50%

0.75 50-75%

1.00 이상75

SI 5
고사목 및 간벌목

분포

0.00 그루 더미0 ( ) / 100㎡

0.50 그루 더미5 ( ) / 100㎡

1.00 그루 더미10 ( ) / 100㎡

표 오색딱다구리 모델의 평가요소 및 기준13 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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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색딱다구리의 적합성 지수 모델 그래프73 (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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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지 적합성 지수 평가 적용 결과 및 고찰

(1) 원앙 서식지 적합성 평가

본 연구에서 다뤘던 목표종의 서식 연구 대상지 각각 세 곳의 환경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표 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각 목표종에 대한 선행< 14> .

연구와 서식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만든 적합성 지수 모델에 연구(SI)

대상지의 현황을 모델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산술 평균으로 종합하여 서식처

적합성 지수 평가값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표 그 결과 세 연구 대(HSI) < 16>.

상지 중 장릉의 연지와 중랑천의 서식처 적합성 지수가 으로 가장 높게1.00

나타났다.

환경유형 SI
연구 대상지

중랑천 춘당지 연지

휴식 및
생활공간

SI 1
수변 식생 피복률

개체 발견지점의
경우 대부분 거의

의 피복률100%

돌로 다듬어진 연
못의 가장자리로
초본등의 식생 피
복률은 대략 10%

개체 발견지점의
경우 대부분 거의

의 피복률100%

SI 2
하중도 유무
및 상태

식생이 자라는 하
중도 존재

연못 가운데의 관
목과 교목이 식재
된 인공섬 존재

연못 가운데의 관
목과 교목이 식재
된 인공섬 존재

번식
SI 3

습지 주변 산림 크기
이상3,000ha 이상7,000ha 이상300ha

먹이자원 및
섭식지

SI 4
주변산림 임상 유형

기타 참나무
우점림

기타 참나무
우점림

기타 참나무
우점림

SI 5
수생식물 유형

정수식물갈대( ) 부엽식물마름( )

정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위협요소
SI 6

산림과 하천의
단절 정도

차선 도로로 단절1
산림인접(
상류 지역)

연석이 있는 산책
로로 단절

연석이 없는
산책로로 단절

표 원앙 서식지 현장조사 결과 요약14〈 〉



- 100 -

(2)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적합성 평가

오색딱다구리의 서식 연구 대상지 각각 세 곳의 환경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표 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각 목표종에 대한 선행연구와 서식지< 15> .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만든 적합성 지수 모델에 연구 대상지의 현황(SI)

을 모델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산술 평균으로 종합하여 서식처 적합성 지수

평가값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표 그 결과 세 연구 대상지 가운데(HSI) < 17>.

방배근린공원의 서식처 적합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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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형 SI
연구 대상지

서달산 방배근린공원 길동생태공원

휴식 및
생활공간

SI 1
서식지 산림
패치의 크기

이상260ha 이상700ha 이상300ha

번식

SI 2
둥지 수목의 유형

신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아까시나무
물푸레나무

SI 3
둥지 수목의
흉고직경

24±2cm
(24)cm

29±4cm
(28cm)

29±6cm
(28cm)

먹이자원 및
섭식지

SI 4
서식지의 활엽수

비율 평균( )
79% 91% 100%

SI 5
고사목 및 간벌목

분포 평균( )

곳6-10
곳(8 )

곳6-13
곳(9 )

곳4-9
곳(6 )

표 오색딱다구리 서식지 현장조사 결과 요약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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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술평균 계산 방법74 HSI〈 〉

대상지 SI1 SI2 SI3 SI4 SI5 HSI

서달산 1.00 1.00 1.00 1.00 0.80 0.96

방배근린공원 1.00 1.00 1.00 1.00 0.90 0.98

길동생태공원 1.00 1.00 1.00 1.00 0.60 0.92

표 원앙 서식처 적합성 지수 분석 결과16〈 〉

대상지 SI1 SI2 SI3 SI4 SI5 SI6 HSI

중랑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춘당지 0.15 1.00 1.00 1.00 1.00 0.75 0.83

연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오색딱다구리 서식처 적합성 지수 분석 결과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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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처 적합성 지수 기반의 서식처 모델 설계

앞서 도출된 서식처 적합성 지수 모델의 평가 요소인 를 기준으로 참고하SI

여 두 대상종의 도시 서식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두 종의 서식처 모두 도.

시의 녹지와 습지에 조성하는 서식지로 근린공원 생태공원으로서 시민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그럼에도 대상종은 방문객이나 시설의 위협으로 피해

를 받지 않도록 인간과 목표종이 자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1) 원앙 서식처 모델

원앙의 서식처는 기본적으로 주변 내에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참나40m 40ha

무림이 존재하는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 먹이로 삼는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와.

같은 도토리가 나는 참나무류를 식재하였으며 호수 주변에 참나무와 활엽수,

가 혼합되도록 식재하였다 이를 통해 호수를 향해 시야가 트인 나무 둥지들.

이 많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새끼가 태어나면 즉시 물가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혹여나 기존에 존재하는 자연 참나무림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물가로.

이동 중 로드킬 같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습지와 기존 산림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를 염두하여 생태통로 및 습지 주변에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

였다 원앙은 물가에서 활동하고 오후 시간에는 주로 물가 인근의 하중도나.

식생지대에서 습성이 있다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식재지로 활용 가능.

한 하중도를 조성하였으며 말즘과 마름 검정말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하,

여 먹이 자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수변에는 키가 큰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원.

앙이 외부 위협을 느낄 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 수 있도록 연꽃 줄, ,

부들 등을 식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평면도 그림 와 단면도 그림. < 75> < 77>

로 나타내었다 환경부(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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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색딱다구리 서식처 모델

오색딱다구리의 서식처 또한 기본적으로 주변 내에 이상의 면적40m 40ha

을 가진 참나무림이 존재하는 지역에 조성을 하는 것이 적합하며 주로 참나무

를 포함한 활엽수림에 둥지를 만들고 살아간다 특히 오색딱다구리의 먹이가.

되는 나무 열매가 풍부하며 참나무 잎과 줄기의 수액을 선호하는 잎벌레 하,

늘소 및 다양한 풍뎅이류와 같은 딱정벌레목 그리고 나방 나비와 같은 곤충,

들이 많이 유인되고 서식할 수 있기에 참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임상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신갈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와 활엽수를. ,

주로 식재하고 위에 언급한 먹이가 되는 곤충들의 유충이 선호하는 고사목과

간벌목 더미를 사이사이 조성한다 그 외에도 나무 열매가 많이 나오는 수종. ,

팥배나무 뽕나무 산벚나무 등을 식재하고 방문객에 대한 경계 외부 소음과, , ,

불빛에 의한 교란을 완화하기 위해 빽빽하고 키가 큰 식물들을 심어 차폐가

잘 되도록 조성해 주었다 이를 종합하여 서식처 모델의 평면도 그림 와. < 76>

단면도 그림 으로 나타내었다 환경부< 78> (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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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앙 서식처 모델 평면도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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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색딱다구리 서식처 모델 평면도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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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앙 서식처 모델 단면도77〈 〉

그림 오색딱다구리 서식처 모델 단면도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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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1 :

본 연구는 도시의 주변과 내부의 하천 또는 연못 등 습지에 서식하는 원앙.

그리고 산림에서 서식하는 오색딱다구리를 대상으로 생태 및 서식 환경에 관

하여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목표 종들의 를 추출하였으며 그 가운데SI

서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 요소들만을 선정하여 이를 종합하

여 모델을 개발하여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모델을 만HSI

드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이자 목적 중 하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원앙은.

습지를 중점으로 먼저 먹이 활동을 하는 공간인 채식지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변 식생의 피복률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하중도의 유무 먹이자원인, ,

수생식물 유형을 서식환경 변수로 선정하였고 산란지로 이용 가능한 인접한,

산림의 크기와 산림과 하천 사이의 단절 정도를 위협요소로 반영하여 서식환

경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오색딱다구리는 거의 모든 생활사가 산림에서 이루.

어지는 만큼 산림 서식환경에 초점을 맞춰 선정하였다 채식 번식 휴식 등. , ,

전반적인 활동 영역인 산림의 크기 번식과 채식에 적합한 활엽수의 구성비, ,

둥지 수목의 유형과 그 수목의 흉고직경 그리고 먹이자원이 풍부한 산림 내의

고사목의 분포 정도를 변수로 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문헌상의 서식지의 정.

보와 원격탐사 자료만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하고HSI

현장 조사지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지만 일부 의 지표는 현장에서만 직SI

접 파악이 가능하여 문헌자료만으로 모든 를 완벽히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SI

한계가 있었다 또한 를 수치화 및 모델화하는 과정에서 문헌연구 특히 전. SI ,

문가의 자문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목표종의 서식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요소를 로 추출하고 그 요소를 수치화 및 모델화 시키는 과정SI ,

에서 선행연구 등 참고문헌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세밀하게 나타내기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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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관련된 연구가 없는 부분도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현장조사의 결과와 모니터링의 결과를 통해 거시적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조사

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고 평균화하여서 반영했다 그 결과 서식처 적합성 지.

수 모델에 대입하여도 대부분의 기존 서식지가 적합한 상태로 나타나거나 그

래프의 선이 주로 차적인 직선으로 단조롭게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1 .

라서 향후 후속 연구 또는 대상종과 관련하여 서식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서

식 환경의 조사 결과의 데이터들을 통해 의 가중치를 선정하거나 새로운 변SI

수를 개발하고 모델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로서HSI .

는 그러한 연구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오색딱다구리의 경우 둥지에 관한.

연구나 먹이활동 등 기초적인 습성과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원앙의 서식 환경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는 오색딱다구리에 비해 비교적

매우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오리과 조류와 같이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조류의 서식 환경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문헌자료보다는 실제 원앙의

서식지의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하여 모델로서 나타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생존에 필요한 환경요소를 도출해

내었고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그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대해 세밀하게 설정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

다 그로 인한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한 가지로 중랑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중랑천 본류에는 직접적으로 산림과 연결되는 지점이 제한되어 본류에 합

류되는 지류를 따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봉산 자락에서 원앙의 번식에1.5km

적합한 환경을 찾을 수 있었다 중랑천 본류와 큰 위험 없이 이어지는 계류이.

긴 하지만 라는 가깝지 않은 거리라 이 지점이 확실히 원앙의 번식과 산1.5km

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또한 원앙과 기타.

하천 조류에게 필요한 수면적 수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를,

보완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된다.

목표종의 출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시민 참여형 생물 모니터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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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네이처링의 정보를 적극 반영하여 원앙의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네이.

처링은 확실히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종을 연구하거나 찾기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고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이처링의 데이터 상 관.

찰 기록이 많다고 해서 그 장소가 목표종의 서식에 적합하다고만 보기는 어렵

다고 볼 수 있었다 목표종의 개체 수가 많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장소에. ,

방문객이 많은 경우엔 목표종의 개체 수에 비해 관찰 기록만이 월등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모델은 목표종의 서식에 완전히 적합한 상태의 환경의 모델을 구축하는HSI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대상지의 면적,

이나 성장단계 등의 환경과 역동적인 생태계를 반영하기에는 완전무결한 모델

은 있을 수 없었으며 여러 대상지의 서식 환경을 비교 가능하도록 현실의 다, ,

양성을 평균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모델 구성을 위해서는 적합도 에 가까운 자연서식지에 대한HSI , 1

조사자료뿐만 아니라 사이의 다양한 교란과 훼손에 노출된 서식지의 자, 0~1

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훼손 서식지를 어떻게 찾아내고 평가된 및 값. , SI HSI

을 모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보다 객관적인 모델 정립을 위해 해결HSI

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도 해결되.

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사 지점 수를 늘렸을 때에도 수렴하리라 판단되는,

모델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초반에는 환경요소의 기준과 그 평가값들이 완

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연구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자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 현장조사 결과의 표준편차가 매우 높게 나오거나 그 기준이,

모호하였고 선행연구에 나타난 범위에 맞지 않는 일도 비일 비재하였다 목표, .

종의 생태에 대하여 정답만을 찾으려 하였다 하지만 모델에 관한 연구를. HSI

진행할수록 깨달은점은 모델의 정확도는 완벽한 정답으로서의 서식지 변HSI

수와 그 기준을 마련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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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떤 한 종의 야생생물의 서식 조건에 대한 정량적인 지식과 식견 선,

행 연구 등의 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도 현실적으로 생태

계를 정확히 정량적인 값으로서 생존에 요구되는 환경의 수준과 같은 요소를

결정하고 나타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생태계 특히 생물과 관련된 연구는.

정답을 구한다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답을 내는 방향으로 연구

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서식처 적합성 지수 와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문서화하여 연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

제점을 찾고 모델의 목적에 맞도록 테스트와 기준을 개량하여 고쳐야 한다 그<

림 이와 관련된 의견으로 다나카 아키라는 애초에 모델이란 복잡한 현79>. “

실 세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다 개체 간의 차이가 있는 현.

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델은 확률 을 나타낸. ‘ ’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델에 대해서도 어느 한정된 현장 데이터가... SI SI

모델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초점에 어긋난 일이다 모델. . . SI

이란 최초의 모델이 공개되어 사용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토대로 한 개량형

모델도 태어나지 않는다 이라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다나카.” ( , 2015).

이를 위해서는 더 나아가 모델 복원 서식지를 실제로 로 구현HSI Test-bed

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연구까지 진행된다면 그

리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점점 객관적으로 편차가 좁아질 것이다SI .

또한 각 항목이 서식의 적합성을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보완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HSI

것이며 향후 서식지 조성 및 복원 분야에서 모델을 활용될 것이라고 생, HSI

각된다 도시 생태계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기.

능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

며 그러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복원 및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생물종의 생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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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발 연구 흐름도< 79>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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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일자 지번 주소 위도 경도

2020-08-07 15: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1 37.61307005 126.7111087

2020-03-18 9: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0921531 126.7126025

2020-04-17 11: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1115369 126.7120232

2020-04-29 9: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1095764 126.7126093

2020-05-06 9: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0982359 126.7111612

2020-05-06 10: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1076763 126.7122559

2020-05-12 9: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10606 126.7115088

2020-10-18 14: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0893663 126.7118901

2021-02-23 12: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3 37.60870929 126.7117564

2021-03-18 11: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4 37.6092 126.7122

2020-04-24 11:00 경기 김포시 풍무동 675-6 37.6073228 126.7114518

2020-06-03 10: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84-2 37.67388889 127.0488889

2021-02-14 15: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96-2 37.6749228 127.0493805

2020-04-27 10: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813-2 37.655 127.0541667

2020-12-26 22: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7.58185461 127.0516196

2020-12-28 14: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906-7 37.66514443 127.0513385

2020-03-10 11: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916-1 37.66845509 127.0494423

2020-05-04 12:00 서울 도봉구 도봉동 86-1 127.0494423 127.0501036

2020-10-10 15:00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1 37.67955603 127.0495753

2021-02-06 11:00 서울 도봉구 창동 2-2 127.0501036 127.0534968

2020-03-24 13:00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21 37.66596948 126.9969435

2020-05-08 12:00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21 127.0495753 126.9975865

2020-03-19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65696036 126.995155

2020-03-19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7.0534968 126.9953306

2020-03-22 11: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155 126.9950709

2020-03-24 12: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91111 126.994173

표 네이처링 원앙 관찰기록 요청 데이터 출처 네이처링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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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9: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3306 126.9948827

2020-04-09 12: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73575 126.9950639

2020-04-11 13: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0709 126.9947016

2020-04-16 9: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794565 126.995185

2020-04-21 17: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4173 126.9948261

2020-04-30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207986 126.9951999

2020-04-30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48827 126.9951999

2020-05-01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51224 126.994979

2020-05-01 11: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0639 126.9949507

2020-05-21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227807 126.9953717

2020-05-21 12: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47016 126.9959883

2020-05-21 12: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94833 126.99616

2020-07-25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185 126.9952444

2020-08-20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201553 126.9951997

2020-08-20 11: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48261 126.9945333

2020-09-17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7941654 126.9952344

2020-09-17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1999 126.9952611

2020-09-23 12: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7941654 126.9947469

2020-10-13 12: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1999 126.995

2020-10-21 14: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90643 126.9950681

2020-10-22 9: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4979 126.9951299

2020-10-22 9: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9312 126.9951133

2020-11-01 9: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49507 126.9949733

2020-11-20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87 126.9952944

2021-02-28 14: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3717 126.9949167

2021-03-18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7740167 126.9947128

2021-03-18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9883 126.9952111

2021-03-18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7736833 126.99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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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9: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616 126.9951999

2021-03-30 12: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91389 126.9953526

2021-03-30 14: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2444 126.9950167

2021-04-15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20169 126.9943931

2021-04-15 10: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1997 126.9945861

2021-04-17 11: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223333 126.9948035

2021-04-17 16: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45333 126.9952336

2021-04-19 13: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94063 126.9947455

2021-05-20 11: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126.9952344 126.996185

2021-05-20 11: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37.58193889 126.9962755

2020-04-18 13:00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126.9952611 126.99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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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Habitat Suitability Index of of Evaluation Factors and

the Evaluation Factorsfor Aix galericulata and Dendrocopos major

Urban Habitat Restorati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s human civilization develops rapidly, land changes are caused by the

expansion of cities and the building facilities, which are adversely affecting

the natural ecosystem.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and

cut-off and reduction of river pollution green areas have destroyed

ecosystems, thereby losing habitat for many living things. Consequently,

biodiversity, the foundation of ecosystem services that provide diverse natural

resources and values to humanity, is also decreasing, which means a

reduction in the quality of the services provided by ecosystems. biodiversity

is still being destroyed and the protection of lost speci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 habitat is required to reduce the damage. Therefore,

natural ecology and habitat creation and restoration are essential area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specially in cities, where the size and number of

species will increase as humans develop and the population increases, and

biological habitats will also decrease. so, we need research on the creation of

alternative habitats and ecological restoration is necessary as a way to

coexist with wildlife in urban area.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tudy the

habitats of urban wildlife and to investigate which environmental factors are

essential or fatal to the survival of the species and to use them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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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or supplement habitat restoration.

In this study, the target species that to address are the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and great spotted woodpecker(Dendrocopos major) that live

in streams and forests, which are Korea's representative natural ecosystem

types. A. galericulata is a common bird of the duck family and is a winter

bird found in rivers throughout Korea. Because mandarin ducks reflect

various food resources and wetland ecosystems such as vegetative structures,

they are often mentioned as flagship species that represent biodiversity in

rivers and wetland. And D. major is one of the woodpecker family, and as a

primary cavity nester, they nest in several trees before the breeding season

and use one of them. Other nests can be home to other animals, such as

bluebirds, or mandarin squirrels, so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diversity

and population of forest species, keystone specifications that help preserve

species in similar habitat environments, and can also serve as flagship

species so they are indicator of forest biod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to analyze the habitat conditions of the

mandarin and colorful woodpecker, wild birds that inhabit urban green land

and wetlands.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is a quantitative indicator of the

value of habitats developed by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and is

used as a qualitative assessment method of Habitat Evaluation

Procedure(HEP), a method of assessing ecosystems comprehensively by

applying quality, time, and spatial criteria for habitats. In addition, HSI may

present minimum requirements for habitat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habitat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target species and their variables. HSI is

able to develop habitat models by quantifying environmental factors that

represent habitat quality to objectively evaluate the habitat enviro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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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rget site and make it predictable for habitat areas.

The conclude of study is there are six SI factors (or habitat variables) for

A. galericulata. These include (1) the presence of alluvial islands, (2)

waterfront vegetation cover rate, (3) type of aquatic plants for food, (4) size

of forest patch, (5) type of trees in nearby forests, and (6) connectivity of

waterfront and forest. We also conclude that there are five SI factors for D.

major, which include (1) size of forest patch, (2) rate of broadleaf trees in

forest patches, (3) type of nesting trees, (4)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of nesting trees, and (5) density of dead trees. In order to select the

conformity index, an evaluation element of HSI, data collection and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to derive SI models

extracted and selected at the actual site, and the evaluation of each target

site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future studies with useful guidance

when both (1) comparing the habitat suitability of the target species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2) restoring or creating habitats for thes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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