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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간 상에 나타나는 생물 종의 분포는 해당 종이 접하는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종 분포 모형은 이 점에 착안하여 환경 변수를 사용해 생물 종의 

분포를 예측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종 분포 모형은 환경 변수와 종의 

출현 여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환경 공간 상에서 진행하며 일체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정보는 사용되지 않는다. 만약 생물 종의 분포가 온전히 환경 공간 

상의 거리로 결정될 수 있다면, 해당 모형에서 산출되는 잔차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잔차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난다면 해당 모형은 중요한 환경 변수를 놓치고 있거나, 지리적 변수가 더 

중요한 상태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최근 종 분포 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비출현 자료의 

부재로 인해 모형의 잔차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비출현 

자료가 부재하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기 

곤란하며, 생물 종의 분포가 오로지 환경 공간 상의 거리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지리 공간 상의 거리가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예측의 잔차가 아닌, 예측 성능 향상의 

측면에서 공간 변수가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형에 투입되는 자료들 간의 거리 의존성을 스케일마다 포착하는 공간 

변수(PCNM)를 사용했을 때 종 분포 모형의 예측과 설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생물 종 분포 연구에 주로 쓰이는 척추동물 분류군 ９７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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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46건의 출현자료로 선정하여 정량적, 정성적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모형 

알고리즘은 변수 규제로 많은 변수 투입이 가능하면서도 출현, 배경 자료만을 

필요로 하는 최대 엔트로피 기반 모형을 사용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자료 수집에 

상당한 자원이 소모되는 비출현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 많은 연구가 채택하는 알고리즘이다. 모형의 독립 변수로 생물 

기후 변수 19종과 공간 변수(출현, 배경 자료의 PCNM)를 사용하였다. 이후 

모형의 정확도 평가를 AUC, TSS, Boyce index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 변수가 종 분포 모형에 투입될 경우 그 예측 정확도는 혼돈 

행렬 기반 지수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나 신뢰성 지수의 측면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공간 변수가 생물 종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임은 분명하나, 

최대 엔트로피 기반 종 분포 모형에 설명 변수로 투입될 경우, 배경 자료에서 

왜곡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곡된 배경 자료로 인하여 Boyce 지수의 

감소와 비정상적인 모형 적합이 관찰되었으며 분류군 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감소된 모형의 예측력이 모형의 공간적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 교차검증과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공간 변수가 포함된 종 분포 모형에서 외삽 시 더 높은 

예측력의 변동이 발견되었다. 

종 분포 모형의 예측 결과를 신뢰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학적 요인과 분산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자료의 공간 상의 구조를 다중 스케일에서 고려해 줄 수 있는 

공간 변수를 사용할 경우 예측력의 증가를 확인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차별성 

지수가 아닌, 신뢰성 지수의 면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 교차검증을 통하여 

공간 변수에 의한 예측력 감소는 모형의 공간적 전이가능성과 일반화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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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종 분포 

모형에서 거리 기반 아이겐벡터 매핑 혹은 PCNM은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려우며 

보다 나은 공간 구조를 고려해줄 수 있는 설명 변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주요어 : 공간 변수, 공간 필터링, PCNM,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 공간 

교차 검증, Boyce index 

학   번 : 2019-2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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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들어 종 분포 모형은 자연지리학과 생태학에서 주요한 연구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생물 종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자연지리학적 맥락에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 

공간적 분포를 예측하는 데 있어 종 분포 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Elith & Leathwick, 2009; von Humboldt & Bonpland, 1805; 

Wallace, 1876). 연구자는 종 분포 모형을 통해 생물 종이 각각의 환경 변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달라지는 환경 변수에 

따라 생물 종의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종 분포 모형은 학문사적 흐름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응용에 대한 가치 

역시 높게 평가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생물 종의 멸종 가속화와 야생 

생물과의 접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종 분포 모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M. B. Araújo, Mestre, & Naimi, 2020; Carlson, 

Chipperfield, Benito, Telford, & O’Hara, 2020; Guillera-Arroita et al., 

2015). 종 분포 모형은 시공간적 전이(model transfer)를 통해 관측하지 못한 

미래와 공간에 대한 예측을 제시해줄 수 있다. 종 분포 모형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생물 종의 서식처를 탐지하거나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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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예측하는 것 또한 종 분포 모형의 응용 사례가 될 수 있다. 

종 분포 모형은 환경 변수 분포 간의 상관 관계를 통해 생물 종의 분포 

확률을 예측하는 상관 모형(correlative model)과 생물 종의 형태, 생리, 행동 

등을 체질량과 에너지 방정식을 통해 서식 한계를 추정하는 역학 

모형(mechanic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Sillero et al., 2021). 상관 모형 

형태의 종 분포 모형은 생물 종의 출현 여부를 관측, 수집해 구성한 위치 

자료(e.g. 경위도 좌표를 가진 지리 자료)와 해당 위치의 환경 변수(e.g. 기후, 

토양, 고도, 지형 혹은 다른 종의 분포나 밀도 따위)로 구성된다. 위치 자료는 

생물 종의 출현 여부를 나타내는 출현, 비출현 위치 자료와 해당 위치의 환경 

특성을 제시해주는 배경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은 이를 

사용해 출현, 비출현, 배경 자료의 환경 분포를 구성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모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모형 가운데, 환경 변수 

분포와의 관계를 가장 잘 포착하는 모형을 찾는 과정 혹은 적합(model 

fitting)시키는 방법이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이다(Journé, 

Barnagaud, Bernard, Crochet, & Morin, 2020).  

종 분포 모형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모형의 예측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Norberg et al., 2019). 현재 많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최적의 모형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특성과 투입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예측 결과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종 분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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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연구의 목적과 배경, 주어진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된 종 분포 모형 연구와 알고리즘 대부분은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 중 비생물적 요인을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 

과정 역시 기후나 지형적 요소 같은 환경 자료의 구배와 밀도분포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 종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인 

공간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생물 종의 분포는 비생물적 요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상호작용(호혜작용과 종간, 종내 경쟁 등), 생물의 분산 

요인(물리적 이동이나 개체군간 지리적 인접성, 교란 프로세스로부터의 거리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질 수 있다(Elith & Leathwick, 

2009; Hubbell, 2001; Hutchinson, 1961; J. Soberón & Peterson, 2005; 

Soberón & Nakamura, 2009).  

따라서 종 분포 모형이 단순히 서식처 적합성 여부를 추정하는 모형을 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실제 생물 종의 출현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종 분포 모형의 투입 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물 종의 

상호작용의 측정과 정량화는 여전히 어려운 난제로 여겨진다. 생물학적 

상호작용은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개체군마다, 시공간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구지역의 스케일에 따라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의해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C. Araújo, Marcondes-Machado, & Costa, 

2014; Soberón, 2007). 

분산 요인 역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종 분포 모형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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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다(Hooten, Wikle, Dorazio, & Royle, 2007; Rouget & 

Richardson, 2003; Schurr et al., 2007).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특정 

스케일, 특정 종, 특정 연구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분산 요인을 암시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공간 변수를 종 분포 모형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De Marco, 

Diniz-Filho, & Bini, 2008; Václavík, Kupfer, & Meentemeyer, 2012). 

생물 종의 분포에 있어서 분산 요인은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비해 거시 

스케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실험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J. Soberón & Peterson, 2005). 따라서 공간 변수가 종 분포 

모형에 투입될 경우 어떠한 스케일에서 유효할 수 있는지, 모형의 예측과 현상의 

해석에 어떠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인 생물 종 

분포를 추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종 분포 모형은 다양한 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현장 중심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다중 선형 회귀와 같은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환경과 종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최대 엔트로피 

기법을 위시로 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종 분포 모형 연구에 적용되는 여러 

알고리즘 가운데 빈번히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이 배경에는 기계학습 기반 

방법론이 기존 일반 선형 회귀 방법론과 비교하여, 독립 항동 분포와 같은 

통계적 가정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자료 형태에서도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기관, 대학, 일반 대중의 생물 종 관측 

데이터의 공유 플랫폼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12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가 2004년 개설되면서 모형 구성에 가용할 

수 있는 출현, 비출현 자료의 양이 많아지고 원격 탐사 기술의 발달로 환경 

변수의 종류와 스케일이 다양해져 기계학습 모형의 응용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Elith et al., 2006).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 알고리즘은 GBIF가 처음 개설된 

Phillips, et al. (2004)에 의해 제시되었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베이즈 

정리에 기반하여 특정 환경 조건 하에서 생물 종의 출현 확률을 예측하는 확률 

모형이다. 기존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 대부분이 생물 종의 출현, 비출현 자료를 

필요로 했던 것에 반해, 최대 엔트로피 알고리즘은 출현 자료만으로 종 분포 

모형을 구성할 수 있어 최근 연구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Elith et al., 2010; 

Phillips, Dudik, & Schapire, 2004b). 출현 자료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과 

자연 환경 조사, 일반인들의 출현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수집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비교적 흔하게 공개되어있다. 이 때문에 출현자료만 존재하거나 비출현 

자료가 시공간적으로 부족하여 모형에 투입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값비싼 

비출현 자료 구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비출현 자료와 출현자료를 사용하는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은 적용이 어려웠다(Leroy et al., 2018). 하지만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등장으로 환경 변수를 제시해줄 수 있는 배경자료와 

출현자료만으로 종 분포 모형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출현 자료와 환경 

변수만을 통해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 덕분에 최근 들어 최대 

엔트로피 모형을 사용하는 종 분포 모형 연구가 많이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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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알고리즘에서 지리적 정보는 사용되지 않는, 온전히 

환경 공간상에서의 데이터 분포를 통해 적합이 이루어지는 모형이다(Phillips, 

Anderson, & Schapire, 2006; Phillips, Dudik, & Schapire, 2004a). 이는 

대부분의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이 공유하는 특성이며 반면 공간 변수를 두어 

특별히 공간 요소를 고려하는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들을 공간 종 분포 

모형(spatially explicit species distribution model)이라고 칭하기도 

한다(Domisch et al., 2019). 처음 최대 엔트로피 모형이 제시되었을 때, 

Phillips et al. (2004)은 인식된 종의 서식처 분포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일 수 

있지만 종의 잠재적인 서식처 분포에서 반드시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Phillips et al., 2004a). 즉, 최대 엔트로피 모형 

알고리즘은 생물 종의 분포에 지위와 환경 공간을 더 중요한 변수로 두는 

알고리즘이며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예측 결과를 잠재적인 서식처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물 종의 분포가 반드시 환경 공간상의 변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생물 종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그 프레임 워크를 

Soberón and Peterson(2005) 이 제시하였다(그림 1). 해당 다이어그램에서 

B는 생물학적 요인(biological factor)에 따른 지리적 분포를 의미한다. 이는 

호혜나 촉진에 의해 생물 종의 출현과 분포에 긍정(positive)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경쟁과 포식압에 의한 생물 종의 출현과 분포에 부정(negative)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A는 비생물적 요인(abiotic factor)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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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포로 생태학에서 기본 지위에 해당될 수 있는 영역이다. 해당 영역은 

생물학적 요인을 제외한 물리적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지리적 분포로써 기온, 

강수와 같은 기후나 고도, 사면과 같은 지형학적 요소에 의한 분포일 수 있다.  

 

 

 

 

다이어그램에서 M은 이동(movement)로 생물 종이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생물 종의 부모 혹은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며 해당 과정에 인위적 도입 과정 역시 포함될 수 있다. 경쟁이나 

호혜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제한이 없고 기후나 지형학적 요소에서도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상의 제약이 나타나는 영역은 실현된 

그림 1.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에 따른 지리적 분포(Soberón and Peter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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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realized niche)로서 “RN”으로 제시하였다. 생물학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따른 지리적 분포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생물 종이 접근가능한 지점이 

실현 지위의 부분 집합으로 존재한다. 해당 지점은 가장 안정적인 개체군이 

유지되는 지역으로 본 다이어그램에서는 P로 제시하였다(J. Soberón & 

Peterson, 2005).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모형에 투입되는 출현 자료가 개체군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불안정적인 서식처(sink habitat)에서 확인된 것이 

아닌, 비교적 안정된 서식처(source habitat)에서 수집된 것이라 

가정한다(Phillips et al., 2006). 해당 가정을 통해야만 생물 종의 실현된 

지위를 모형을 통해 모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입이 없다는 가정 하에, 

출현 자료가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경쟁이 심하거나 호혜 종이 

부재하는 경우, 기후적 요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에서 수집되었다면 모형의 예측 

결과가 개체군 감소로 인해 현실과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이동성이 높아 개체군 변화가 지나치게 유동적인 경우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조류 종이나 이동성이 높은 해양생물에 대한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Phillips et al., 2006).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예측은 따라서 생물 종의 실현된 지위를 추정하는 것이며 이 중 

개체군이 가장 안정적인 P의 범위는 분산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거나 

혹은 출현 자료가 미비할 경우 아예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생물 종의 

분포 추정은 생물학적, 비생물적 요인 뿐만 아니라 생물 종의 접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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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분산에 대한 고려 역시 함께 포함되어야 “P’에 가장 근접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추정은 비출현 자료와 마찬가지로 수집이 어렵고 

이루어진 자료 역시 대부분이 미시적 스케일에서 수집된 것이다(J. Soberón & 

Peterson, 2005).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분산 요인의 중요도가 

어떠한 상황에서 더 중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추정만 존재할 뿐 여전히 

불명확하며 학계의 공통된 관심사다(Miller & Holloway, 2015). 

분산(dispersal)과 생물 종의 이동이 생물 종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모형 연구는 그 관계가 단순하고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그 전제조건 위배에 따른 오류가 확인된 일반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에서 다루어져왔다(Dormann et al., 2013, 2007; Halvorsen 

et al., 2016; Mielke et al., 2020; Miller, 2012). 하지만 정작 종 분포 모형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며 출현 자료 사용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더 높은 알고리즘인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서 이러한 분산과 이동, 접근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부족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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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 알고리즘에서 지리적 거리가 

모형의 예측 결과와 설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공간 변수가 투입될 경우, 환경 변수만으로 

구성된 모형보다 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일 것이다. 

2.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공간 변수가 투입되었음에도 예측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모형의 공간적 전이가능성을 증가시킨 것과 연관되어있다. 

연구 가설의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교차 검증과 

공간 교차 검증을 도입하여 모형의 예측력 평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출현 자료만을 사용하여 모형을 적합할 수 있지만, 모형에 대한 

정밀한 사후 검증은 비출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 GBIF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비출현자료의 수는 제한적이며 그 비율 역시 

분류학적, 시공간적으로 상이할 수 있어 정량적인 비교 연구가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현 자료만을 사용하는 모형에 적합한 검증 지수를 사용하여 

비교하고, 보다 정확한 예측의 측정을 위하여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이 산출한 예측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검증에 대한 노력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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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cross-validation)에 대한 학계의 노력에서 잘 드러난다. 외삽과 내삽의 

영역에서 모형에 대한 교차검증이 주로 이루어져왔고 해당 과정에서 모형의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감소폭이 어느 정도이며 외삽의 필요 조건은 무엇이며 학습-시험 

데이터 간의 비유사성에 따른 예측력 감소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따위의 심층적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Roberts et al., 2017).  

비출현 자료를 사용하는 다른 모형 알고리즘에 비해,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있어 교차검증은 그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차 검증은 모형 예측의 

일관성(robustness), 공간적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일반성(generality)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의 정확도 지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학습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상이하게 구성하여 정확도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데이터의 

특정 구조에 모형이 과적합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형에서 제시되는 정확도 측정 지수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며 보다 

현실과 근접한 오차 측정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Roberts et al., 2017).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 2>를 통해 정리하였다. 



 19 

 

그림 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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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종 분포 모형은 “종 분포 모형(species distribution model)”, 혹은 

“생태학적 지위 모형(ecological niche model)”으로 일컬어지며 여전히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용어 정리 시도를 찾을 수 있었다. (J. M. Soberón, 

2010)은 “Species distribution model”은 순수한 생물 종의 지리적 분포를 

탐색하는 모형으로, “Ecological niche model”은 생물 종 지위의 추정을 

위한 모형으로 구분짓기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물 종의 잠재적 

지위(Fundamental niche)를 완벽하게 포착하는 모형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으며 종의 분포에 투입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 보니 사용된 변수에 

따른 용어 정의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렇듯, “생태학적 지위 

모형(Ecological niche model)”은 함축적 임의가 다양하고 정의가 다를 수 

있으나 “종 분포 모형”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중립적인 용어로 보여진다(Elith 

& Leathwick, 2009). 

 생태학적 지위 모형으로 번역될 수 있는 “Ecological Niche Model”의 

지위 개념은 Grinnell이 처음 제시한 지위 이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Grinnell, 1917). 그가 제시한 생태적 지위 이론은 비록 양적 모형화는 

되지 못했지만 질적인 표현으로써 현재의 생태학적 지위 모형에 대한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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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특정 생물 종의 공간 상의 서식처이자, 개체군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물 종의 

지위를 정의하였다. 또 다른 지위의 정의로는 Elton의 지위가 존재하며 이는 

생물 종의 군집(Community)상에서 나타나는, 먹이 사슬의 개념에서 해당 

생물 종의 다른 생물 종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었다(Elton, 1927; Soberón, 2007). 

마지막으로 Hutchinson은 지리적, 군집적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환경 

공간에서의 다차원적 개념에서 생물 종의 지위를 정의하였다. 그의 “n-

dimensional hypervolume”개념은 기온, 강수, 광량, 영양분 등 생물 종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각각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해당 차원들이 서로 

겹쳐지는 영역에서 생물이 개체 수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Hutchinson, 1957). 해당 개념은 이후 Levins 와 MacArthur에게 

받아들여져, 생물 종들이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때, 공존과 경쟁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폭이 생물 간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Levins, 1978; Macarthur & Levins, 1967). 

Hutchinson의 지위는 실현된 지위(Realized niche)와 잠재적 

지위(Fundamental niche)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잠재적 지위는 환경 공간 

상에서 구성될 수 있는 n-차원 상의 하이퍼볼륨(n-dimensional 

hypervolume)으로, 실현된 지위는 잠재적 지위의 일부로써 경쟁 축출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라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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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포 모형은 생물 종의 출현이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생물의 공간적 분포를 환경 변수를 통해 찾으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종 분포 모형은 앞서 언급한 Hutchinson의 지위 이론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종 분포 모형은 기본적으로 지표면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룸에도 모형 적합 과정은 전적으로 환경 구배 축 사이에서 

나타나는 환경 공간 상에서 이루어진다. 모형의 예측 역시, 오로지 환경 

공간에서 모형이 적합되었기 때문에, 지표면 상의 자료임에도 환경 자료의 

속성에 기반하여 예측이 진행된다. 지표면 상에서 각 출현 자료 간에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더라도, 환경 공간 상에서 나타나는 거리가 모형에서 

고려된다(Soberón & Nakamura, 2009). 하지만 생물 종의 지위는 

시공간적으로 항상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장 확인한 출현 자료 역시 

교란이나 다른 생물학적 영향으로 인해 변동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비생물적 

환경 변수만을 사용한 생물 종 분포 모형은 적절한 비출현 자료나 다양한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분산 변수가 없다면 생물 종의 실질적인 지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현된 지위(realized niche)보다는 기본 

지위(fundamental niche)를 찾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종 분포 모형으로 예측된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물 종의 분포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예측된 결과이다. 이는 즉, 환경과 종의 

분포 간의 관계가 시공간 상에서도 유지되며 생태학적 평형 

상태(equilibrium)에 놓였을 경우에 해당한다(Hutchinson, 1957).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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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종의 출현 자료와 비출현 자료가 각각 생물 종에게 적합한 환경(기후나 

고도 등)과 부적합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쉽사리 변하지 않음을 전제로 두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으로부터 나아가고 종 분포 모형이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형 상태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노력해왔다. 생물 종의 군집구성(assemblage)과 기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거나, 종합 종 분포 모형(joint species distribution model) 등이 

시도되고 있다(M. B. Araújo & Pearson, 2005; Thorson et al., 2016; 

Warton et al., 2015). 

앞서 언급한 종 분포 모형의 가정 때문에 여러 비판이 존재했으며 역학적 

모형(Mechanical model)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Buckley, Waaser, 

Maclean, & Fox, 2011; Kearney & Porter, 2009). 하지만 역학적 모형의 

경우, 모형의 구형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으며 주로 비생물적 요인만을 

고려한다. 역학적 모형을 통해 생물 종의 지리적 분포를 추정한다면 실현 

지위에 따른 지리적 분포가 아닌, 기본 지위에 따른 지리적 분포 추정에 더 

유사한 결과가 제시된다(Kearney & Porter, 2009; Sillero et al., 2021). 

반면, 종 분포 모형과 같은 상관 모형(correlative model)은 역학 모형에 

비해 보다 더 실현 지위에 근접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며(Sillero et al., 2021), 

실용적이면서도 과거의 기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종 분포 모형의 단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모형의 예측 결과 

역시 엄밀하게 평가 받고 있다(Elith & Leathwi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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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개발된 여러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 가운데,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일반 선형 모형과 더불어 저널에서 주로 인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최대 

엔트로피 알고리즘을 사용한 종 분포 모형은 다른 대부분의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이 출현, 비출현 자료를 필요로 함에 반해 오로지 출현 자료만으로 

모형을 구축할 수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본래 

경관 구조에 따른 출현 자료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나(Merow, 

Smith, & Silander, 2013) 현재는 모형의 높은 예측력과 자료 투입의 용이성 

덕분에 2021년 8월 검색 기준, 약 8,000여건의 인용수를 보이며 인기있는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이 되었다. 하지만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사용에는 

유의해야할 사항과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는 출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검증 기법의 한계이자 이로 

인한 모형의 불확실성이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우선시되는 장점인 비출현 

자료의 불필요는 대부분의 최대 엔트로피 모형 사용이 비출현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형세를 만들었다. 이는 모형의 정책적, 경제적 

응용에 있어서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큰 장점이지만 비출현 자료의 부재로 

인한 정확도 측정 지수의 제한은 모형의 응용, 신뢰 측면에서 한계로 다가온다. 

비출현 자료는 Area Under Curve(AUC), True Skill Statistics(TSS), 

Cohen’s Kappa와 같은 종 분포 모형의 주된 정확도 평가 지수가 기반하는 

혼돈 행렬 구성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대 엔트로피 모형과 같은 출현-배경 

자료 기반 모형은 혼돈 행렬에서 산출되는 지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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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예측 결과의 해석에는 항상 유의를 요한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검증에 혼돈 행렬을 사용하는 평가 지수의 적용은 

정교하게 구성된 비출현 자료가 부재하다면 적용되어선 안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Fourcade, Secondi, & 

Besnard, 2016; Leroy et al., 2018; Lobo, Jiménez-valverde, & Real, 

2008). 몇몇 연구자들은 출현 자료와 무작위 분포하는 배경 자료를 대상으로 

혼돈 행렬을 구성한 뒤, AUC, TSS와 같은 지수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출현자료가 무작위로 분포하는 배경 자료와 비교하여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지 평가했을 뿐이며 정확한 평가 척도로서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돈 행렬로 구성된 평가 지수는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의 

비율에 영향받을 수 있으며 출현 자료가 배경 자료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연구들이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를 사용하는 최대 엔트로피 알고리즘을 사용했음에도 그 

정확도 측정에 배경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모델 알고리즘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Guillera-Arroita, Lahoz-Monfort, & Elith, 2014; Sillero & 

Barbosa, 2020).  

반면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만을 통해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POC(presence-only calibration) plot이나 Boyce 지수의 경우, 출현 자료의 

크기와 상관 관계를 지니는지, 그렇다면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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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학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 연구의 두번째 한계는 모형 부적합(model misspecification) 

불명확성의 문제이다. 모형 부적합은 모형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모형과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앞선 비출현 자료의 부재로 인해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적인 모형은 그 형태가 회귀(regression)나 분류(classification), 

군집화(clustering)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 모형이 예측에 실패한 부분을 

잔차(residual)나 오차(error), 혼돈 행렬(confusion matrix) 등의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출현 자료가 부재하는 종에 대해 구성한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이러한 오류의 측정이 어렵고 합의된 잔차나 오차의 측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Halvorsen et al., 2016).  

따라서 완성된 모형을 검증하는 데 있어 오로지 출현 자료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확인해보는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잔차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 역시 검증이 불가능하다.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은 모형 부적합의 여부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Dormann, 

2007; Elith & Leathwick, 2009). 모형의 예측과 현실 간의 차이인 잔차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난다면, 이는 생물 종의 분포에 중요한 환경 변수가 

모형에 빠진 것이거나, 환경 변수가 아닌, 지리적 변수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나, 

모형의 전제조건이 틀린 것일 수 있다(Elith & Leathwick, 2009). 따라서 

비출현 자료가 부재하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모형 부적합을 명확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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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며, 출현자료와 배경자료만으로 구성된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비출현 

자료가 구성될 때까지는 오로지 출현 장소에 대하여 얼마나 실제 출현 

확률(Prevalence)에 근접하게 예측했는지 만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출현 확률 자체도 부재한다면 출현 자료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 측정 역시 

불가능하며 모형의 예측 결과에 대한 해석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극도로 

보수적인 형태(서식처 적합도)로 제한된다(Guillera-Arroita et al., 2015).  

모형 부적합의 위험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모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현상의 설명과 해석 또한 곤란하게 된다. 모형 부적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부적절한 변수 선택이기 때문이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서 

permutation test나 percent contribution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변수 

중요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해석까지 나아가고자 한다면, 연구자는 모형 부적합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비출현 자료 불필요 특성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출현 자료의 부재하에서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예측과 해석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모형의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높은 예측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측되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예측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모형은 예측 뿐만 아니라, 현실을 간략하게 모사하여 설명해주는 

역할 역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시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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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형이 더 신뢰받게 된다. 

제 2 절 연구 동향 

 

앞선 배경을 통해,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성능과 편의성에서 다른 모형 

알고리즘과 견주어 보았을 때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한계로 지목되는 것은 환경 공간을 다루는데 특화된 알고리즘이며, 

모형의 잔차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인 생물 종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인과 분산 요인을 보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분포 추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잔차의 측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4절에서는 분산 요인의 핵심 개념인 공간적 자기상관과 잔차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그것이 모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잔차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교차 검증과 이에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제시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지표 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의 공간적 

연관성을 정의하는, 지표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라면 필연적으로 

다루게 되는 개념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Legendre에 

의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값을 가지는 무작위 변수의 속성으로, 주어진 

거리 내의 쌍들 간에는 무작위로 연관된 쌍들의 기댓값들 보다, 서로 더 

비슷하거나(양의 자기상관), 덜 비슷하게(음의 자기상관)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지리학과 공간 통계학에서 Tobler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진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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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Tobler, 1970). 

 Moran’s I, Geary’s C와 같은 체계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의 측정 방식이 

제시된 이후, 연구자들은 비로써 공간적 자기상관이 지표상의 현상을 관측한 

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공간 자료의 기본적 특성이라고 정량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 상의 현상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관측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예측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통계학적 모형을 개발하여 공간 통계학과 

지리학, 생태학 등의 분야에서 시도하였다. 공간 통계학과 지리학적 방법론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선형적 관계를 제시하는 모형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소제곱법 방식은 모형과 자료의 적합 과정에서 잔차를 최소화하는 

선형적인 관계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찾는 기법이다. 잔차를 

제곱한 뒤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선형 모형을 자료와 적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제곱법 혹은 최소 자승법이라고 불린다.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는 

표준 선형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와 상관이 있다고 여겨져 투입된 독립 

변수들의 가중치가 편회귀계수로 각각 산출되며 각 편회귀계수(β)의 크기가 

각 변수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최소제곱법 방식의 표준 선형 회귀분석은 가우스-마르코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최량선형불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을 

가진다고 증명되었다. 이는 즉, 최소제곱법 기반 회귀 모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회귀 분석을 통해 계산된 추정값들의 분산이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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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모수와 일치한(unbiased)다는 것이다.  

1. 예측하고자 하는 현상이 선형성을 띄며 편미분을 통해 상수가 나와야 할 

것. 

2. 오차 항의 평균이 0 일 것. 

3. 오차 항이 서로 독립이어서 각 샘플들의 공분산이 0이며 자기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4. 오차 항이 정규분포를 따를 것. 

5. 오차 항이 등분산성을 가져 분산이 일정할 것. 이 때 잔차의 분포는 특정 

지점에 뭉쳐 있지 않으며 분산 분포할 것.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공간적 고정성(spatial stationarity)으로 불려, 영역 

내 무작위 추출한 샘플들의 평균이 동일하고(1st order stationarity) 영역 내 

무작위 추출한 샘플들의 분산이 동일(2nd order stationarity)다는 것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특성을 공간상에 나타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라 불리는 공간 의존성이 공간 자료 

대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상기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 공간 현상에 대한 회귀 분석에 최소제곱법의 사용은 비교 연구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D. Kim et al., 2019; J. Kim & Lee, 2019). 

그러나, 표준 선형 회귀 분석의 해석은 다른 모형에 비해 훨씬 용이하므로 

연구자가 추가적인 독립 변수로 공간 변수를 투입하는 공간 선형 통계가 

생태학과 자연지리학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지리학계에서는 주로 공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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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통한 접근을 주로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리 가중 

회귀(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나 지리통계(geostatistics)와 

같은 공간 통계 기법이 발전이 있어 왔다. 공간 모형은 기본적으로 연구의 

대상인 공간 자료가 공간적 비고정성(Spatial non-stationarity)를 띄고 

있음을 확인하여 공간적 의존성을 모형에서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오차항을 

추가하거나 거리조락에 따라 회귀 계수의 가중에 차이를 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는(account for) 공간 모형과 그렇지 않은 비 

공간 모형 사용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진행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공간 

자료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통계적 추론의 전제 조건을 위배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통계 모형의 모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나아가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대한 심층적 토론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형으로부터 산출되는 예측 값과 현실의 

관측값 사이의 차이인 잔차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날 경우, 통계적 

추론의 가정인 독립 항등 분포의 가정을 위배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즉,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잔차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확인된 경우, 

모형의 통계량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 사용되는 자유도가 과대 추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대 추정된 

자유도의 문제는 표준 오차의 과소추정으로 이어지고 곧 통계적 추론의 1종 

오류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Pierre Legen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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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Legendre로부터 제기된 공간 자료과 표준 선형 회귀 모형간의 

불협화음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최소제곱법을 사용해 

산출된 추정량들이 최량선형불편추정량임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해당 모형의 편 회귀계수(β)와 F 통계량, 결정계수가 

신뢰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즉, 모형 예측에 높은 영향을 미친 변수 

중요도의 추론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공간 

자료의 특성을 인지하고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샘플의 수가 적거나,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관측되어 자유도가 실질적으로 낮을 것이라 

추정된다면 최소제곱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Bini et al. 

(2009)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모형의 예측과 독립 변수 간의 스케일의 

괴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Bini et al., 2009). Gaspard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발생 원인을 크게 5가지로 

(ecological data and processes, scale and distance, missing variables, 

sampling design, and assumption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정리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Gaspard, Kim, & Chun, 2019). 하지만 

이전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전통적인 표준 선형 회귀모형의 적합 방식에 대한 

것으로 최대 엔트로피 모형과 같은 기계학습 기반 모형 적합 알고리즘에서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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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방식의 모형 적합의 근본 가정은 어떠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근원 메커니즘인 F 함수가 존재하며 해당 함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기계학습 F 함수와 유사한 G 함수와 그 

오차 항인 E가 여러 조합과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F 함수에 최대로 

근사시킨 G 함수를 찾는 것은 확률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F 함수에 가장 근사한 함수 G를 찾아내는 것이 기계학습 기반 방법론의 

목적이며, 이 과정은 통계적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통계량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오차를 줄여 나가며 진행된다. 이전 과거의 전통적 

통계학이 통계적 유의성과 결정 계수, F 통계량에 주목하였고 이상치에 

해당하는 값이더라도 모형 적합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은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오차항과 G 함수 계산을 

시행착오를 통해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G 함수를 대입하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관측 값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오차가 나지 않도록 

모형 스스로의 적합 정도를 조절하며, 해당 오차의 정도가 기계학습 모형 

성능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수가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결정 계수는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점이 아니게 되었으며 정보 

이론 기반 통계 지수인 AIC, BIC와 손실 함수(loss function)과 같은 

통계량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탐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였음에도, 새로이 관찰한 값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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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실패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을 보고 기계학습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과적합(overfit)되었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모형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했을 때, 다른 G 함수에 비해 오차가 

크게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모형이 저적합(Underfit)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모형 복잡성의 딜레마를 기계학습 개념에서 “bias-variance trade 

off”라고 부른다. 

기계학습 기반 모형이 과적합 혹은 저적합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감소하게 되며 현상의 설명보다, 예측력에 주목하는 

기계학습 기반 모형에서는 모형의 성능 평가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기계학습 모형은 이상치라고 보아도 괜찮을 값들까지 모형에 

적합시키고자 노력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regulariz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형의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기계학습 모형에서 

사용되는 비모수(hyperparameter) 설정과 K-fold 교차 검증을 통해 학습 

모형은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생물 종의 지리적 분포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은 분명히 유용한 개념이다.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요인 역시 공간 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공간적 자기상관을 띄고 있으며 생물학적 요인 역시 지리적 

거리에 따라 상호작용의 강도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 요인 

역시 생물 종의 군집 형성(colonization) 과정과 물리적 이동에서 지리적 

거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Dormann, 2007; Dorman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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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 공간만을 고려하는 모형은 생물 종의 궁극적 분포를 추정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공간 변수의 도입 필요성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다(Hooten et al., 2007; Rouget & Richardson, 2003; Schurr 

et al., 2007) 

De Marco, et al. (2008)의 연구는 공간 구조를 종 분포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모형의 예측 성능이 증가하였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종 분포 

모형에서 전제하는 평형 상태가 아닌, 비평형 상태에서 공간 구조가 모형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Swanson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공간 

구조를 mixed effect로 일반 선형 모형에 추가하여 더 낮은 잔차와 넓은 신뢰 

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Cardador et al. (2014) 연구와 Vaclavik et. 

al. (2012) 연구에서는 아이겐벡터의 형태인 공간 필터를 종 분포 모형에 

적용해 예측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환경 공간에서 모형 적합이 이루어지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공간 변수를 적용할 경우 보다 현실과 근접한 생물 종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측력의 향상 역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제시한 이유에 의하여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서 잔차를 특정할 수는 없고 모형 

부적합이나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 역시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간 변수를 포함시키고 평가 지수의 증감을 확인함으로써 공간 변수가 실제 

생물 종의 분포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적 자기상관이 모형의 전제조건이나 오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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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설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해준 것이다. 

하지만 앞선 연구는 출현 자료만을 사용하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혼돈 

행렬을 사용하는 지수를 사용해 측정하였으며 모두 오차의 측정이 과소추정될 

수 있는 무작위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연구들이다. 

최근 제시된 공간 블록 교차검증은 무작위 교차검증에서 측정된 오차가 

과소추정된 것임을 보이고 보다 현실과 비슷한 잔차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Brun et al., 2020; Roberts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간 교차검증을 통해 모형에 내삽을 통한 오차의 과소추정을 

해소하고 외삽을 강제하여 공간 변수가 모형 예측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주지 못한다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외삽하였을 때, 예측 성능 감소가 

저하되어 일반성과 모형 공간적 전이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lith and Phillips (2010) 연구는 종 분포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비출현 자료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은 완벽한 관측의 불가능성이며 해당 위치에서 종이 출현하였음에도 

연구자가 관측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출현 자료의 편의는 

생물학적 상호관계(biotic interaction), 분산(dispersal), 과거의 교란(past 

disturbances)에 의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도 설명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출현 자료 역시 모형 적합에 유의하여야 함을 논의하였다. 출현 자료만을 

가지고 모형을 적합할 경우, 샘플 수집에서 편의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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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결과는 실제 분포가 아니라 "샘플 수집이 자주 진행된 지역의 분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형의 외삽 성능을 높이기 위해 침입 프로세스에 따라 종 분포 모형을 

가중하거나, 샘플을 가중 시킬 수 있으며, 분산을 직접 모형에 투입할 수도 

있다(Elith & Leathwick, 2009). 공간적 아이겐 벡터(SEVM)를 생물 종 분포 

모형에 적용하는 시도는 크게 평형 상태를 추적하는 연구와 생물 종의 

colonization, 서식 범위 확장(range expansion)과 관계가 깊다. De 

Marco, et al. (2008)은 그의 연구에서 공간적 벡터를 모형에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환경 적합도와 공간적 분포 간의 결합이 강제로 이루어져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물 종의 분포가 단순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생물학적 상호작용과 무작위적 colonization 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공간 구조를 종 분포 모형에 사용한 

또 다른 연구는 Václavík, et al. (2012)의 것으로 생물 종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대안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여러 스케일에 걸쳐 

제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대 엔트로피 기반 모형을 사용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변수 중요도와의 관계를 탐구한 Halvorsen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모형의 계수와 예측력에 미치는 

특별한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Halvorsen et al., 2016). 가장 

최근에 제시된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기계학습 모형을 다룬 연구는 Haris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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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1)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모형의 변수 중요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그의 연구는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편중이 발생하여 

생물 종의 환경 구배가 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단봉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 상이한 환경 

선호도 내에서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나는 환경 변수가 종 분포 모형에 

투입될 경우, 선형의 환경 선호도를 지닌 생물 종의 종 분포 모형에서 변수 

중요도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봉형의 환경 선호도를 

지닌 생물 종의 경우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나는 변수가 투입되어도 

변수 중요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하여 연구 자료 수집의 

편중과 독립 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모형의 변수 중요도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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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과 범위 

 

종 분포 모형의 예측 성능이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와 교차 검증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모형 투입 자료와의 상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틀의 

구성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자료의 수집과 자료 전처리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공간적 분포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드물게 관찰되는 

자료가 아닌, 정석적, 정량적 대표성을 갖춘 일반적인 자료여야 한다. 또한 

전처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자료의 양에 의해 그 대표성을 해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형의 구성 방법에 따라 적합한 예측 평가 지수의 통계적 추정량을 

선정해야 한다. 모형의 구성은 어떤 모형 알고리즘을 선택했는지, 모형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교차검증은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연구의 본론인 공간 변수의 예측 성능 확인과 교차 검증 및 종 분류 및 

종의 생태학적 특성, 변수 중요도의 변화를 다양한 독립 변인하에서 실험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모형의 학습, 시험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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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모형의 예측력 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아닌, 실제로 관측된 다양한 분포 특성을 

띄는 종들의 출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출현 자료의 수가 종에 따라 

상이하게 다르고 자료의 시공간적 이질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다. 모형의 예측 성능 평가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지수와 출현 자료-배경자료를 사용하는 모형에 가장 적합한 평가 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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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과 분석 대상이 되는 종과 샘플의 수, 환경 변수 선정 

① 산점도를 이용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② 정성적/정량적 대표 종 선정 

③ 연구 지역내 환경 변수에 대한 배경 자료 대표성 확인 

↓ 

수집된 자료의 전처리 

① 이상값과 결측치, 낮은 신뢰성을 가진 자료 제거 

② 계산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료 제거 

③ 공간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자료 제거 

↓ 

학습/시험 데이터 분할과 교차검증, 공간 변수 생성 

① 무작위적 학습, 시험 데이터 분할 

② 무작위적, 공간 블록 기반 교차 검증 

③ 주성분 분석과 Principal Co-ordinate 분석을 통한 공간 변수 모형 

생성 

↓ 

모형 적합과 예측, 변수 중요도 확인 

① 개발된 모형을 통한 예측과 성능 평가 지수 확인 

② 교차 검증에 따른 모형 예측값의 변이 확인 

③ 변수 중요도의 일관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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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의 분석 틀 

분석에 앞서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표1의 과정을 통하여 수집, 탐색적 자료 분석,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이후 학습 데이터를 무작위 교차검증, 공간 블록 

교차검증으로 모형에 적합시켰다. 모형 적합에 앞서 나누었던 시험 자료를 통해 

모형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차이가 분류학적 차이, 교차 

검증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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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자료 

 

연구에 사용한 생물 종의 출현 자료는 GBIF에서 양서파충류 97종에 대하여 

수집하였다. 이들 종은 포유류나 조류보다 먹이활동 및 분산으로 인한 

상호작용이 덜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2＞에 포함된 전처리과정을 거쳐 총 1,504,446건의 출현자료를 모형에 

사용하였다. 

a. 도, 분, 초 단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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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현 자료의 전처리 과정 

종 분포 모형의 구성에 투입되는 독립 변수는 생물 기후자료와 출현, 배경 

자료의 공간 필터를 사용하였다. 생물 기후 자료는 worldclim.org에서 

제공하는 생물 기후 자료 중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진 30 초(약 1km2) 단위의 

래스터 자료를 종 분포 모형의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다(Fick & Hijmans, 

2017).  

반면 실험군은 생물 기후 변수를 포함함과 동시에 공간 변수를 추가하여 

b. 국가 정중앙에 위치한 자료 제거 

c. 좌표계의 불일치 자료 제거 

d. 종 동정이 불명확한 자료 제거 

e. 환경 변수를 추출할 수 없는 자료 제거 

f. 경위도 좌표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 제거 

g. 경도와 위도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 제거 

h. 경위도 좌표가 소수점 3자리 미만인 자료 제거 

i. 자료 수집의 시간 정보가 부재한 자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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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분포 추정에 비생물적 요인 뿐만 아니라 분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실험군에 투입된 변수는 기존 대조군에 포함된 생물 기후 변수 

19종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5개의 주성분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포함하는 변수 5종을 선택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나머지 14개의 

변수는 출현 및 배경 자료의 공간 필터를 첫 아이겐벡터부터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환경 변수의 목록은 다음 <표 3>에서 제시하였다. 본 자료는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기상 관측지점과 위성 영상을 통해 기후 자료를 

수집하여 공간 보간한 것이며, 분기라 함은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Bio 1 연 평균 기온 

Bio 2 평균 일교차 

Bio 3 등온성(Bio2 / Bio7 * 100) 

Bio 4 온도 계절성(표준 편차 * 100) 

Bio 5 최난월 최고 기온 

Bio 6 최한월 최저 기온 

Bio 7 연 온도 범위(Bio 5- Bio 6) 

Bio 8 최고 습윤 분기의 평균 온도 

Bio 9 최고 건조 분기의 평균 온도 

Bio 10 최고 온난 분기의 평균 온도 

Bio 11 최고 한랭 분기의 평균 온도 

Bio 12 연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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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13 최고 습윤 월의 강수량 

Bio 14 최고 건조 월의 강수량 

Bio 15 강수량 계절성(변동 계수) 

Bio 16 최고 습윤 분기의 강수량 

Bio 17 최고 건조 분기의 강수량 

Bio 18 최고 온난 분기의 강수량 

Bio 19 최고 한랭 분기의 강수량 

 

<표 3> 종 분포 모형 구성에 사용된 환경 변수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 구성은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가 필요하다. 

배경 자료의 개수는 Phillips 2006년 연구에서 처음 제시되었던 초기 설정 

값인 10,000개로 설정하였다. 이 10,000개 보다 더 많은 배경 자료를 

투입하여도 모형의 성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Phillips et al., 

2006, 2009). 모형에 투입되는 자료는 모두 경위도 좌표계(WGS84) 상의 

자료이므로 래스터 격자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 자료를 

무작위로 생성할 때 경위도에 대한 가중치를 주어 편중을 고려한 무작위 

생성을 실시하였다(Pebesma, 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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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UCN 서식처에 해당하는 생물 기후 래스터 자료의 히스토그램과 해당 

서식처에서 무작위 추출된 10,000개의 배경 자료가 가진 생물 기후 변수의 

히스토그램 비교 

 

 

 

 

 

 

 

 

 

 

제 3 절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엔트로피는 Shannon의 1948년 연구에서 언급된 

정보 엔트로피를 지칭한다. 이것을 흔히 불확실성의 단위로 설명하곤 한다. 

Shannon의 암호학적 배경에서 엔트로피는 어떠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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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예를 들면 Bits)의 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확률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높은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낮은 엔트로피를 제시한다. 

즉, 제약 조건이 많을수록, 불확실성 혹은 선택의 폭이 적을수록 엔트로피는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최대 엔트로피의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으며 굉장히 

불확실하고 제약조건이 적은 분포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된 최대 

엔트로피는 특정 확률 분포를 제한된 정보만으로 근사함에 있어 사용될 수 

있다. 어느 제약조건에 의하여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분포가 생성될 때, 해당 

분포를 가장 근접하게 근사하는 방법으로 엔트로피가 최대로 나타나는 분포를 

찾는 접근법이 가장 최선의 추정이라고 Jaynes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다(Jaynes, 1957; Phillips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Phillips의 선행 연구에 따라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떠한 사건을 선택함에 있어 주어진 선택의 가짓수의 값.”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란 더 많은 선택의 가짓수가 주어진 것이며 이는 더 적은 제약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엔트로피의 측정 방식은 Shannon이 

1948년 그의 연구에서 제시하였고 이를 변형한 종 분포 모형에서의 엔트로피 

수식은 Phillips의 2006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H(π̂) = − ∑ π̂(𝑥)x∈X ln π̂ (x)     [수식 1-1] 

𝐻(�̂�): 엔트로피 

𝑥: 연구 지역 내의 격자 셀 혹은 포인트 

𝑋: 연구 지역 내의 격자 셀 혹은 포인트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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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알려지지 않은 분포 

π̂: 알려지지 않은 분포를 근사하는 분포 

ln: 자연로그 

이 과정을 거쳐 산출된 엔트로피를 여러 분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그 중 

가장 엔트로피가 높게 나타나는 분포를 알려지지 않은 분포에 가장 근접한 

분포라고 정의한다.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은 “어떠한 알려지지 않은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조건 내에서 편향 없이 가장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는 분포는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지니는 확률 분포이다.” 라는 

Jaynes의 연구와 정보 이론에 근거하는 모형 알고리즘이다(Jaynes, 1957; 

Shannon, 1948). 즉,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의 목표는 알려지지 않은 

생물 종의 확률 분포를 알려진 환경 제약 조건 내에서 모사하는 여러 확률 

분포 가운데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것이다. 모형 

알고리즘은 예상되는 여러 확률 분포들을 대상으로 엔트로피를 측정한다. 

이는, 상대적 엔트로피(쿨백 라이블러 발산;Kull back libler divergence)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분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대적 엔트로피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것은 출현 자료의 확률 분포 엔트로피와 배경 자료의 확률 

분포에서 측정된 교차 엔트로피 간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알고리즘은 2004년 Phillips에 의해 기계학습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이후 2006년 Ecological Modelling 저널에 실리며 생태학계에 

제시되었다(Phillips et al., 2004, 2006).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성능은 이후 

Elith, et al. (2006)에 의해 다른 기존의 모형 알고리즘과 비교 검증되었으며 

비출현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 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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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은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 환경 자료를 

필요로 하며 해당 자료들은 지표 상에 위치를 가지는 공간 상의 지리 자료이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주어진 출현자료와 배경자료에 해당하는 환경 값을 

환경 변수인 래스터 자료로부터 추출하고 환경 속성 값들의 분포를 구성한다. 

이후 구성된 환경 속성의 분포 상에서 모형 적합을 시도하며 지리 자료를 

사용함에도 지리 정보는 모형 적합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환경 속성 정보에 

의존적인 모형 알고리즘이다. 최대 엔트로피 기반의 모형의 제안자인 

Phillips는 생물 종의 분포, 그 중에서도 실현된 지위(Realized niche)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 지위(Fundamental niche)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며,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종 분포 

모형에서 필수적으로 지향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Phillips et al., 

2004a).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은 생물 종의 분포를 인식된 

지위보단, 잠재적인 지위에서 찾는데 보다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형 알고리즘은 앞서 언급한 Jaynes의 연구에서 밝힌 제약 조건을 환경 

속성 정보에서 찾는다. 즉 모형의 투입 변수는 궁극적인 생물 종 분포의 확률 

분포에 대하여 연구자가 가진 불완전한 정보를 의미하며 환경 속성 자료로써 

모형 알고리즘에 투입되는 변수이자 관측 대상의 특성 혹은 

피처(feature)이다. 다시 말해, 해당 피처들에 의해 제시되는 제약조건은 

연구자가 설정한 생태학적 전제조건(생물 종의 지리적 공간분포를 제한하는 

환경조건)이다. 즉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은 궁극적인 생물 종 

분포를 결정하는 확률 분포와 이를 모사하는 여러 확률 분포 간의 생태학적 

전제조건이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엔트로피를 가진 확률 분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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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조건을 Phillips는 기댓값인 평균으로 제시하였다(Phillips et al., 

2006). 하지만 평균이 언제나 일치할 수는 없으므로 연구자가 지정한 반복 

횟수와 임계치를 두고 가장 근접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 모형 알고리즘은 궁극적인 종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를 잘 모사했다고 추정되는 여러 확률 분포 하에서 산출되는 환경 

변수들의 속성 값의 기댓값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즉, 출현 

자료에서 추출된 환경 자료의 평균과 인접한 평균을 지니는 환경 변수 분포 

가운데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 환경 변수 분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은 출현자료와 배경자료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베이즈 정리 확률론에 입각하여 제시된 환경 변수에 대한 예측 

확률을 산출해낸다. 문제는 베이즈 정리의 사전 확률에 해당하는 모든 환경에 

대한 생물 종의 출현 확률(Prevalance)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𝑃𝑟(𝑌 = 1|𝑧) =
𝑓1(𝑧) ⋅ 𝑃𝑟(𝑦 = 1)

𝑓(𝑧)
 

𝑃𝑟(𝑌 = 1|𝑧) =  환경 자료 조건 하에서의 출현 확률 

𝑓1(𝑧) =  출현 자료의 환경 속성 

𝑃𝑟(𝑦 = 1) = 전체 환경에 대한 출현 확률(𝑃𝑟𝑒𝑣𝑎𝑙𝑎𝑛𝑐𝑒) 

𝑓(𝑧) =  배경 자료의 환경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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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 엔트로피와 같은 출현 자료와 배경자료에 기반한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은 보다 정확한 사전 확률을 투입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비출현 자료를 사용하는 종 분포 모형은 해당 생물 종의 

비출현을 관찰할 수 있는 확률 추정(false absece; 해당 위치에 출현하였으나 

연구자가 관측하지 못하여 비출현으로 입력한 자료)에 대한 문제를 겪으며 

비출현 자료와 출현 자료를 사용하는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의 출현-비출현 

확률 역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Elith et al., 2010). 

따라서 보다 정확한 모형의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정밀도를 가진 

사전 확률을 모형에 투입하여야 하며 이는 출현, 배경 자료를 사용하는 모형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출현, 비출현 자료를 사용하는 모형 알고리즘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은 부족한 정보로 

구성된 사전 확률을 τ값 지정을 통해 보정 할 수 있으며 비출현자료를 

사용하는 모형 알고리즘에서 측정된 𝑃𝑟(𝑦 = 1)의 값 만큼 일치하는 상수를 

제시할 경우 출현 자료만을 사용함에도 비출현 자료를 사용하는 종 분포 

모형과 충분히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Elith et al., 2010). 

최대 엔트로피 모형을 비롯한 종 분포 모형의 담론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종의 출현 자료에서 편의가 나타나는 것으로(Sampling bias) 배경자료는 

편향되지 않은 무작위 포인트 자료를 사용함에도 출현 자료의 수집은 

무작위적이지 않았던 점에서 기인한다. 편의가 나타나는 출현 자료를 모형에 

투입할 경우 모형의 예측 결과 역시 출현자료의 편의에 기대어 해석해야 하며 

그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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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과 유사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배경자료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서 제외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적합한 사전 확률을 지정하고 생물 종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잘 모사할 수 있는 배경 자료, 편의가 없는 출현 자료, 종 

분포에 유의미한 변수 선정을 하였다면 최종적인 모형의 예측 결과는 해당 

환경 분포 상에서의 상대적 출현 확률이자 생물 종의 해당 환경에 대한 선호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Merow et al., 2013; Phillips et al., 2006).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예측 결과는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변수를 투입했는지에 따라 모형의 예측 값에 대한 해석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연구자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되는 벡터를 투입할 수 있다. 종의 지위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종의 환경 

구배에 따른 선호도 혹은 분포는 그 구배의 높낮이에 따른 선형적 분포보단 비 

선형적이면서도 다른 변수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지닐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학과 자연지리학적 학문사적 흐름에서 이러한 생물 종의 분포와 

환경 구배에 따른 비선형적 관계를 방법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연구자는 

모형에 투입되는 공변량을 변형시켜 종과 환경 간의 관계를 근사 시킬 수 있는 

비 선형적인 형태를 찾아야한다. 일반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이나 일반화 가법 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에서는 

공변량에 다항식이나 조각 선형 함수(piecewise linear functions)를 통해 

공변량을 변형시켜 모형에 적용한다. 기계학습 기반의 학문적 흐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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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형된 공변량을 feature로 일컬으며 국내 학계에서는 단순히 “특징” 

혹은 “변량”이라고 번역된다. 즉 피처(feature)는 변수 그 자체 혹은 모형에 

적합시키기 위해 적절히 변형된 다양한 형태의 변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Elith et al., 2010). 

최대 엔트로피 기법에서 사용되는 특징 속성은 총 6가지로, 선형(linear), 

제곱(quadratic), 변수곱(product), 힌지(hinge), 임계값(threshold), 명목 

(categorical)이 존재한다. 선형 특징은 변수의 형태를 유지하여 투입하는 

것이며 변수곱 특징은 가능한 모든 공변량 간의 조합간의 곱으로 이루어진 

공변량을 의미한다. 임계치는 변수에 특정한 임계치를 주어 특정 임계치를 

주어 변화를 주는 것이며, 힌지는 조각 선형 함수, 임계치 특징과 유사하나, 

변수 분포에 구배를 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의 공변량에 다수의 

힌지 혹은 임계치 특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엔트로피 모형은 

다소 복잡한 함수를 도출해낸다(Merow et al., 2013).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은 모형 적합의 하이퍼파라미터로써 L-1 

norm인 규제(regularization)와 피쳐 속성(Feature class), 시행 횟수를 

연구자가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의 구조로부터 산출되는 일반적인 

모수(Parameter)에 반해, 하이퍼파라미터는 연구자가 모형 적합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모수에 영향을 주는 설정 값이다. 하이퍼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라 모형의 모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즉 모형의 예측력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모형에 대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시행 횟수는 최저의 로그 손실 

함수를 찾는 횟수로 최대 500회로 고정하여 사용하였고 피쳐 속성은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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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선형(linear; 출현 자료에서 나타나는 환경 분포의 평균이 예측 

모형에서 제시하는 환경 분포의 평균과 유사하도록 예측을 모사), 변수의 

제곱(quadratic; 분산이 유사하도록 예측을 모사), 변수 쌍의 곱(product; 

공분산이 유사하도록 예측을 모사), 변수 값이 임계값을 넘을 경우 1이 되도록 

하는 힌지 특징(hinge)을 사용하였다. 규제 하이퍼 파리미터의 경우 각각 1, 3, 

5, 7로 설정하여 높은 규제를 설정할수록 투입되는 변수가 제한되게 된다. 

이를 통해 모형의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형의 예측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과 적합은 R 패키지 SDMtune, 

maxnet, dismo, sf, raster, blockCV를 사용하였다. 

 

 

 

 

 

 

 

 

제 4 절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은 완성된 모형의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만들어진 모형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지만, 모형 학습 과정에 투입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예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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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교차검증을 통해 해당 모형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여 모형을 진단하는 것이다. 

전체 데이터를 k 개의 데이터로 구분하고 k-1개를 학습에 동원하는 것을 k-

fold 교차 검증이라 부르며 만약 전체 데이터셋을 최소 단위로 구분한다면 n-

fold 혹은 leave one out 교차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K-fold 교차검증이 

아닌, n-fold 교차검증을 실시할 경우 거의 모든 데이터가 모형 학습에 

동원되기 때문에 모형의 예측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평균에 근접하는 

예측 오차)이나 varaince가 높게 나타나 전혀 다른 구조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이 전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k-fold 교차검증을 실시할 경우, 

모형의 variance가 낮게 나타나지만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했느냐에 

따라 bias가 높게 나타나 예측에 크게 실패할 수 있다(Hastie, Tibsshirani, 

& Friedman, 1999).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 셋 중 2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시험 

데이터로 구분하였으며 남은 80%의 데이터 중 1/4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검증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였다. 즉 모형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셋의 60%이며 나머지 40%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검증 데이터 

셋(20%)과 시험 데이터 셋(20%)으로 나눈 것이다. 검증 데이터 셋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에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최종 예측과 진단은 시험 데이터 셋을 

통해 진행하였다. 학습자료 구분에 사용되는 Folds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가지 교차검증 방법을 통해 구성하였다. 첫째는 일반적인 모형 적합에 



 57 

사용되는 무작위 교차검증 방식이며 둘째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공간 

블록 교차검증이다 (Roberts et al., 2017).  이후 하이퍼 파라미터 수정을 

통해 최적의 모형 적합 방식을 찾아 예측에 사용하였다. 

제 1 항 무작위 교차 검증 

무작위 교차검증(random cross-validation)은 학습 자료와 검증 자료, 

시험 자료를 각각 무작위로 구분하여 교차검증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료의 구조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셋의 수가 충분히 높다면 모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오차 중 가장 낮은 오차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Hastie et al., 

1999 Fig.7.8). 무작위 교차 검증은 현재 종 분포 모형의 적합에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무작위 교차 검증은 데이터의 구조를 

무시하며 서로 유사한 자료들의 수만 충분히 확보되었고 모형의 변수나 

학습과정이 적절하였다면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는 

연구자가 생물 종 분포의 매커니즘을 완벽히 인지하고 보유한 자료가 완전한 

상태에서 최적의 예측을 하고자 한다면 옳은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과 공간, 생물 종의 종과 개체군에 따라 

상이하게 다를 수 있으며 그 매커니즘을 완벽히 파악함과 동시에 정확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된 무작위 교차검증 모형은 

연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나 자료에 대한 예측을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무작위 교차 검증과 같이 학습-훈련 데이터를 무작위로 

구분하는 것은 모형의 예측 검정을 과대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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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학습과 시험 데이터 셋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모형을 만들고 검증하는 방법이 제기되었다(Roberts et al., 2017).  

 

제 2 항 지리적 공간 블록 교차 검증 

공간 블록 교차 검증(Spatial block cross-validation)은 학습과 검증 

데이터의 구분을 지리적 공간 상에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전체 

연구 지역의 특정 부분만을 통해 학습된 모형이 학습하지 못한 부분적인 연구 

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예측을 내릴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되며 모형의 

일반성(Generality)과 공간적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적절한 지리적 공간 블록 크기의 설정은 환경 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의 

범위보다 커야 한다는 Roberts의 주장에 따라 모형에 투입된 환경 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베리오그램을 통해 측정하였다. 베리오그램 혹은 

세마이베리오그램(Semivariogram)은 투입한 모든 자료 쌍의 거리에 따라 

자료 속성 값의 분산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으로, 두 지점 

간의 속성 값에 대한 분산을 계산한다. 

베리오그램은 nugget, sill, range라는 총 3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nugget은 측정 자료의 오차나 미세 스케일 상의 변동성 혹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range는 공간적 자기상관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Oliver & Webster, 2013). 근본적으로 

variogram은 자료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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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도구이며 자료 수집에 있어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유무와 그 

범위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간 블록 교차 검증은 R 패키지 blockCV에서 

실시되었으며 각 블록의 크기는 서식지에 해당하는 환경 자료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베리오그램을 통해 측정하였고 베리오그램 모형의 

범위(range)에 해당하는 값을 각 블록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이 

학습한 자료는 공간적 구조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각각의 지리적 영역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총 19개 환경 변수의 범위를 추출하고 그 

중앙값을 블록의 크기로 설정하였으나 1~2개의 환경 변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특이점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경우, 범위가 커서 충분한 k개의 블록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상치를 제거한 베리오그램 

모형에서 산출된 범위의 평균을 블록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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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파두꺼비(Alytes obstetricans)의 종 분포 모형에 사용된 공간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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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파두꺼비(Alytes obstetricans)의 서식처 환경에서 무작위 추출된 

10,000개의 배경 자료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의 범위(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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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간 필터링 

 

Principal coordinates of neighbour matrices(PCNM; Borcard and 

Legendre 2002, Borcard et al. 2004)은 Borcard와 Legendre에 의해 

2002년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Dray에 의해 일반화된 형식의 Moran 

Eigenvector Mapping(MEM; Dray, Legendre, & Peres-Neto, 2006)이 

제시되었으며 모형에 투입되는 공간 자료의 지리적 구조를 효과적으로 

회귀식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기법은 다중 스케일 상의 공간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PCNM은 각 종의 출현 

자료에 대하여 거리 행렬을 구성하고 모든 포인트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임계치로 설정하여 절단(truncation)에 

사용하였다. 절단된 거리는 특정 상수로 표현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출현 

자료의 집합은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집단과 먼 집단으로 구분되게 

된다(Dixon, 2003; P. Legendre & Legendre, 2012). 

거리 행렬에 대하여 principal coordinate analysis를 적용하여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벡터를 추출하며 양의 값을 지닌 고유값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PCNM 벡터로 사용하게 된다.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고유값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자료의 거시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조를 

반영하며 낮은 값에 위치할수록 미시적 스케일에서의 공간 구조를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추출된 아이겐벡터를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투입할 경우,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변수의 기여도를 탐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아이겐벡터를 찾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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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Peres-Neto & Legendre, 2010). 본 연구에서는 Bauman et al. 

(2018)에서 설명된 MEM.FWD 방법을 참고하여 모형에 적합한 아이겐벡터를 

선정하였다. MEM.FWD방식은 단변량 종속 변수를 다루고 모형의 정확한 

예측이 목적일 경우에 추천되었다(Bauman, Drouet, Fortin, & Dray, 

2018). FWD 방식은 Blanchet et al. (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으로 

두가지 정지 기준이 있는 forward sel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1종 

오류 확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변수가 투입된 

모형보다는 R2가 낮게 나타나는 아이겐벡터를 차례로 선택하는 것이다.  

Blanchet의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피쳐 벡터 연산으로 인해 컴퓨팅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여 전역적 모형에서의 검증은 실시할 수 없었지만 50개의 

아이겐벡터와 19개의 생물 기후 변수를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투입하였고 

모형의 변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총 32종의 양서류 종 분포 모형에 대하여 

첫 50개의 아이겐벡터가 투입되었을 때, 종 분포 모형의 변수 중요도는 

1위부터 19위까지 대부분의 사례에서 거시적 스케일의 아이겐벡터가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변수가 투입된 

전역적 모형에서도 거시적 스케일의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아이겐 벡터가 

높은 변수 중요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첫 14개의 아이겐벡터를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공간 필터링은 주로 선형 모형에 적용되어 왔으며 

기계학습 모형에 독립 변수로 투입된 사례는 많지 않다. Cardador et 

al.(2014) 의 연구는 이동성이 높은 종에 대하여 기후 변수만으로는 종 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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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공간 필터링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최대 엔트로피 모형과 GLM을 사용했으며 공간 구조를 고려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AUC는 증가하였고 AIC는 낮아졌다. Timoner et al. 

(2021)의 연구에서는 무작위 포레스트와 GLM을 사용하여 종 분포 모형에 

모란 아이겐 매핑(moran eigen napping)을 투입하여 대부분의 종에서 좋은 

예측 성능에 해당하는 AUC와 TSS값을 얻었다. 이처럼 종 분포 모형에 공간 

변수를 도입할 경우 모형의 예측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존재하나 평가 

기준에 비출현 자료가 미흡하거나 교차검증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Timoner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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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모형의 평가와 통계량 측정 

 

모형의 평가는 모형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모형의 용도는 

첫째,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정보를 통해 관측하지 못한 대상을 예측하는 것. 

둘째,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모형은 수식을 통해 정량화된 예측과 설명을 제시해주는 도구이다. 종 

분포 모형은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무엇이며(현실 해석과 예측 결과 설명의 측면), 출현 여부가 불확실한 지리적, 

환경 공간 상에서 상대적인 출현 확률은 얼마가 되는지(주어진 정보에 대한 모형 

예측의 측면)를 구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예측과 해석은 모형의 큰 두 가지 

목적이며 이에 따른 평가 역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본 연구의 3장에서 다루었고 4장에서 모형의 해석과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 분포 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크게 2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차별성(discrimination)이며 다른 하나는 신뢰성(reliability)이다. (Pearce 

and Ferrier, 2000). 차별성은 모형이 출현 자료와 비출현 자료를 얼마나 잘 

구분해내었는지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신뢰성은 주어진 출현 자료에 

대하여 얼마나 높게 출현 확률이라고 예측하였는지를 제시한다(Leroy et al., 

2018). 차별성의 경우 주로 AUC, TSS, Kappa 등의 지수를 통해 시도되었으며 

신뢰성은 Boyce 지수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차별성 지수들은 혼돈 행렬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혼돈 행렬은 모형의 예측이 현실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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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갔는지를 true positive(TP), true negative(TN), false positive(FP), 

false negative(FN)의 구분을 통해 시도한다. TP, TN은 각각 출현 장소를 출현, 

비출현이라 예측한 정도이며 FP, FN은 비출현 장소를 비출현, 출현이라고 

예측한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부분의 비율에 대하여 각각,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오경보오류(commission error rate), 

누락오류(omission error rate)라고 불린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경우 모형의 

예측결과가 0에서 1사이의 로지스틱 확률 값으로 변환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혼돈 행렬을 통한 출현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임계치를 설정하여 특정 

임계치 이상의 예측값을 출현, 이하를 비출현으로 구분지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임계치에 의존적인(Threshold dependent) 평가 지수라고 불린다. 

하지만 혼돈 행렬의 구성을 모든 임계치에 대하여 구성하여 임계치로부터 

비의존적인 지수를 구성할 수 있고 이것이 종 분포 모형의 주요 평가 알고리즘인 

AUC와 Max-TSS(true skill statistics), Max-Kappa이다.   

이는 즉, 혼돈 행렬을 사용한 종 분포 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독립적이고 

정성적이면서도 출현자료 만큼이나 편의가 없고 풍부한 비출현 자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돈 행렬 기반 지수는 최대 엔트로피 기반 종 분포 모형의 

장점을 제한시킬 수 있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비출현 

자료의 구축은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엔트로피 기반 종 분포 모형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정작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의 예측력 평가에는 비출현 자료가 필요하다는 역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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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착하게 된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성능은 시뮬레이션과 선행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 되었지만(Elith et al., 2006) 연구자에게 항상 정량적, 정성적 

비출현 자료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 기반 종 분포 모형과 

같은 출현-배경 자료 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비출현 자료가 없다면 상당히 

제한된 지수를 통해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 분포 모형의 연구는 AUC와 TSS를 비롯한 혼돈 

행렬에서 산출된 지수를 모형의 예측력 평가에 이용하며 이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을 사용한 연구에도 적용된다(Phillips et al., 2006). 몇몇 연구자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모형 평가 지수의 해석에 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AUC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이더의 판별 능력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고 이후 제약 및 생의학적 응용에 사용되었다(Swets, 1988, 

Fielding and Bell, 1997). 만약 모든 출현 자료에 대한 모형의 예측이 

배경자료의 예측보다 높다면 AUC는 1에 도달하게 되며 AUC가 0.5에 도달하면 

무작위 예측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AUC와 AIC, 

BIC, TSS와 같은 통계량에 대하여 최근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다. AIC를 우선하여 종 분포 모형을 적합시킬 경우, 오차가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었으며(Velasco & González-Salazar, 2019), AUC의 

경우, ROC curve를 통해 본래 특정 임계치에 보다 의미를 두어 측정하고자 

했던 통계량이나 AUC로 변환되면서 각 임계치에 대한 중요도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Harrell, 2021). 또한 전혀 유효하지 않은 독립 변수를 투입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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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AUC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Fourcade et al., 2016)와 실제 출현 

확률인 Prevalance 및 연구 영역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지적을 받았다(Lobo, 

Jiménez-Valverde, & Hortal, 2010). Kappa 지수 역시 지난 시간 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출현 자료의 비율, 연구 영역과 해상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Allouche, Tsoar, & 

Kadmon, 2006). TSS 지수는 같은 연구에서 이러한 Prevalance에 대하여 

독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다른 연구(Somodi, Lepesi, & Botta-

Dukát, 2017) 실험 설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Prevalence에 독립된 지수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Meynard and Kaplan, 2012). 

Boyce 지수는 출현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으로 비출현 자료나 임의 

비출현자료 없이 오로지 출현 자료와 배경자료를 통해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출현-배경 자료 기반 모형 알고리즘의 예측력 평가에 적합한 지수이다(Boyce, 

Vernier, Nielsen, & Schmiegelow, 2002; Hirzel, Le Lay, Helfer, Randin, 

& Guisan, 2006). Boyce 지수는 “모든 출현 자료에 대해서 모형은 높은 출현 

확률이라고 예측해야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얼마나 

많은 출현 자료를 높은 출현 확률이라고 제시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Boyce 지수는 모형에서 산출된 시험 자료에 대한 예측 값과 배경 자료에 대한 

예측 값을 필요로 하며, 예측 구간(0에서 1사이)을 b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의 수로 모형을 평가한다. 

배경 자료는 종에게 주어진 환경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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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역 내에서 무작위로 분포하게 되며 Boyce 지수는 무작위 분포하는 배경 

자료와 출현 자료가 각 예측 구간별로 어떤 비율로 포함되었는지 계산하여 

제시한다(predicted to expected ratio, Fi ).  

Fi 의 크기가 1에 가까울 경우, 해당 서식처 적합 구간에 대하여 모형이 

예측한 배경 자료와 출현 자료의 비율이 비슷했음을 의미하며 높은 절대값을 

지닐수록 모형이 해당 구간에 대하여 배경 자료의 비율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출현자료를 배정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출현 자료가 sink habitat이 

아닌, 안정된 서식처에서 수집되었고 이를 투입한 모형의 예측이 적절했다면 

서식처 적합성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1보다 높은 절대값이 측정되어야 한다. 

반대로 서식처 적합성이 낮을수록 Fi 는 낮은 값을 가지며 점차 하강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 모형이 모든 출현 자료에 대해서 1에 가까운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배경 자료에 대하여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현 확률을 

제시했다면, Boyce 지수는 양 극단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해당 그래프가 극단적으로 증감하였는지, 혹은 단조로운 형태로 선형에 가깝게 

증감하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Boyce 지수이며 각 구간의 중앙값과 Fi 간의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로 표현된다.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예측이 단조롭게 증가하며 적절한 구분을 하였다는 

뜻이며, 0에 가깝다면 무작위 예측과 다름이 없고, -1에 가까울수록 전혀 상반된 

예측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Boyce지수는 비출현 자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출현 여부에 더 민감한 종에 대하여 AUC와 같은 비출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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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지수보다 더 좋은 평가 지수로 여겨진다. 이러한 Boyce 지수의 특징은 

최대 엔트로피 모형 뿐만 아니라 생물 종의 이동과 분산이 종의 분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식처 확장이 이루어질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지수이다(Guisan, Thuiler, & Zimmermann, 2018).  

POC(presence-only calibration) plot은 Boyce 지수와 마찬가지로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로 구성된 종 분포 모형에 대하여 적절한 예측 정확도 

지수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고안되었다. 비록 Boyce 지수의 스피어만 

상관계수처럼 특정 값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지만 POC plot은 출현 자료의 

편의와 배경 자료의 속성을 고려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Boyce plot 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춘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에 대하여 

모형의 예측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전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배경 자료에 

대하여 혼돈 행렬 기반 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출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인 Boyce 지수를 사용하였다(Boyce et al., 2002; Hirzel 

et al., 2006). Boyce 지수에 사용되는 구간 설정의 임의성을 보완하고자 

제시된 Hirzel et al.의 최소 단위 Moving window를 사용하여 Continuous 

Boyce 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모형의 AUC 지수와 비교하였다. Boyce 

지수는 Phillips의 POC plot과 더불어 몇 안되는 출현 자료 기반 종 분포 

모형의 예측력 평가 지수이며 출현 자료 기반 종 분포 모형의 성능 평가에 가장 

적합한 지수라는 평가를 받는다(Leroy et al., 2018). 다만 모형의 출현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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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추출되지 않고 편향 표집되었다면 자칫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혼돈 행렬을 사용하는 다른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출현 자료의 편향 표집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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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４ 장 공간 변수가 모형 예측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도입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로 

Soberon and Peterson (2005)은 생물학적 요인(Biological factor), 

비생물적 요인(Abiotic factor), 이동성 요인(Mobility factor)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오로지 환경 공간 상의 정보를 사용해 생물 종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은 다른 2가지 요인(생물학적 요인, 이동성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GLM을 비롯한 일반 선형 모형에서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의 여부를 통해 해당 종의 분포 

프로세스에서 지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Dormann et al., 2007; 

Lennon, 2000; Thibaud, Petitpierre, Broennimann, Davison, & Guisan, 

2014). 생물 종의 분포가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 

이론으로 비추어볼 수 있다. 하나는 생태적 지위 이론에 입각한 해석으로 환경의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생물 종의 분포가 군집되어 분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립 이론으로 생물 종의 공간적 분산 한계나 역사적 맥락,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Pierre Legendre, 1993; Pierre 

Legendre & Fortin, 1989). 하지만 이 2가지 해석을 분해하여 서로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항상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역시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종 분포 모형을 통해 생물 종의 분포에 공간적 자기상관을 특정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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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살피고 설명의 측면에서 기후 

변수 혹은 공간 변수 중 어떤 변수가 더 높은 변수 중요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에 이동성 요인을 

공간 변수의 형태로 다중 스케일에 걸쳐 투입하여 공간 구조를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모형의 예측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종 분포 모형의 예측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형 적합에 

사용된 자료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예측하는 내삽,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형 적합에 사용되지 않았던, 학습의 범위 외에 존재하는 자료를 예측하는 

외삽이다(Elith & Leathwick, 2009). 학습 자료의 범위는 모형 변수 혹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학습 자료가 수집되었던 시간 혹은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자료가 포함하는 변수 특성인 환경 변수의 구배 자체가 될 수도 있다. 

무작위 교차 검증은 이러한 자료 자체에 존재하는 구조 자체를 무시하고 

무작위로 자료를 구분하여 모형의 학습과 검증, 시험에 사용한다. 때문에 자료의 

수가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 구조가 무작위로 뒤섞이게 되며 k-

fold 교차검증으로 생성된 시험 자료에 대한 예측은 내삽일 확률이 높게 된다. 

환경 변수의 구배 내에서 학습된 자료가 시험 자료에 투입되므로 모형의 예측 

오차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출현 자료가 지닌 공간적 구조를 반영하여 학습과 시험, 검증 데이터의 

구분에 공간 블록을 사용하여 구분한다면 모형의 공간적 외삽을 할 수 있게되며 

학습에 투입되는 자료가 많더라도 모형의 예측은 외삽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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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형의 예측 오차는 공간 블록을 사용한 교차 검증에서 무작위 교차 

검증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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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 변수가 모형 예측력에 미치는 영향  

 

앞서 밝힌 연구 방법을 통해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공간변수를 투입하여 

공간변수가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예측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우선 출현 자료만을 사용한 모형에 가장 적합한 모형 예측의 판단 

지수이자 모형 신뢰성의 판단 방법인 Boyce plot을 통해 모형의 출현, 배경 

자료의 비율(Y축)이 모형 예측(X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 ６과 같이 

확인하였다. 공간 변수와 생물 기후 변수가 사용된 모형은 생물 기후 변수만을 

그림 ６ 파충류 종 분포 모형의 Boyc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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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모형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 곡선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상승 곡선은 

서식처 적합도 0.5 상의 값에서 나타나며 모형이 대부분의 출현 자료를 0.5 

이상의 값으로 예측했으며 배경 자료는 그 이하의 값으로 극단적인 예측을 한 

것이다. 

 

그림 ７Chelodina longicollis (동부긴목거북) 종의 모형에 사용된 학습 자료에 

대한 예측 분포 

 

그림 ７은 그림 ６에서 제시된 첫번째 Boyce plot에 사용된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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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를 예측하여 그 분포를 확인한 것이다. 녹색의 “PCNM” 박스그림은 

출현자료의 PCNM 변수를 인근의 배경 자료의 PCNM 변수의 값으로 대치한 

결과이다. 반면, 청색의 “PCNM.nofix”는 별다른 수정 없이 출현 자료와 배경 

자료의 PCNM 변수를 독립적으로 구성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PCNM 변수의 예측 분포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Boyce plot에서도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무작위 교차검증된 PCNM 모형의 

예측 값 0.75 부근에서 높은 상승은 대부분의 PCNM 출현 자료에 대한 예측이 

0.75 부분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간 교차검증된 모형의 Boyce plot이 X축 

0.65 지점에서 하락한 것은 그 이상으로 예측한 출현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배경자료가 출현 자료 인근에 배치되었음에도 서로 

상이한 예측 결과를 제시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PCNM의 구성에 사용된 거리 매트릭스가 배경 자료와 출현 자료 간에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공간 변수를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투입할 경우 모형이 출현 자료와 배경자료를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 자료의 분포는 무작위 분포이며 연구 지역의 환경 정보를 충분히 

추출할 수 있도록 많은 포인트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거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출현 자료는 공간적 군집 형태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간 

변수상에서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공간 필터 혹은 모란 

아이겐 매핑에 사용된 거리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Boyce 지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의 비교는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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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Boyce plot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배경 자료와 출현 자료에 대한 상이한 거리 매트릭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물 종 분포 모형에 사용될 공간 필터를 구성할 때 출현 자료에 대한 

거리 매트릭스와 배경 자료에 대한 거리 매트릭스를 상이하게 구성할 경우 

모형이 생성된 공간 변수를 통해 배경자료와 출현자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모형 학습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예측에서 잘 나타난다. 

파충류 종 64종에 대한 종 분포 모형의 예측은 다음 표4,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PCNM 배경자료를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한 결과, 배경 자료와 출현 자료의 

극단적인 차이가 대부분의 종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출현 자료의 PCNM 

변수값을 인근의 배경 자료의 PCNM값과 일치하도록 수정한 결과, 배경 자료와 

출현 자료의 예측 결과에 대한 상이한 차이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표4를 통해 무작위 교차검증을 적용된 파충류 종 분포 모형의 학습 자료에 

대한 예측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값들은 파충류 65개 종의 결과에 대한 

평균의 값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PCNM 배경자료는 거의 모든 종에서 

0에 가까운 예측 결과가 나타났으며 출현 자료에 대한 예측은 생물 기후 만을 

사용한 출현 자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Boyce plot 상에서 

대부분의 종에서 PCNM 모형이 생물기후 모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분포하는 

경향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 교차검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PCNM 변수를 사용한 모형이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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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예측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4 무작위 교차검증을 사용한 파충류 종 분포 모형의 학습 자료에 대한 예측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최솟값 

생물기후 

배경자료 

0.294 0.19 0.251 0.929 0.0165 

생물기후 

출현자료 

0.658 0.224 0.713 0.981 0.0329 

PCNM 

배경자료 

0.0177 0.019 0.0121 0.305 0.000436 

PCNM 

출현자료 

0.684 0.0908 0.7 0.94 0.0412 

수정된 

PCNM 

배경자료 

0.415 0.244 0.385 0.936 0.0314 

수정된 

PCNM 

출현자료 

0.651 0.193 0.707 0.939 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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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간 교차검증을 적용한 파충류 종 분포 모형의 학습 자료에 대한 예측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최솟값 

생물기후 

배경자료 

0.312 0.189 0.275 0.918 0.0212 

생물기후 

출현자료 

0.623 0.201 0.661 0.953 0.0394 

PCNM 

배경자료 

0.0225 0.0229 0.0162 0.266 0.00106 

PCNM 

출현자료 

0.574 0.122 0.578 0.887 0.0311 

수정된 

PCNM 

배경자료 

0.307 0.23 0.248 0.92 0.0175 

수정된 

PCNM 

출현자료 

0.501 0.223 0.532 0.919 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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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공간 교차검증과 무작위 교차검증 사이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공간 교차검증과 무작위 교차검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에서 공간 교차검증을 적용할 경우 모형의 예측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양서류 종 분포 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현 자료의 

수에 따라 Y축의 최댓값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림 ８과 같이 Boyce 지수를 

그림 ８ 양서류 종 분포 모형의 Boyc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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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종에서 파충류 종 분포 모형에서 제시된 Boyce 

지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간 변수를 특별한 수정없이 출현자료와 배경자료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구성할 경우, 모형은 분류군이나 생물 종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극단적인 구분과 예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작위 교차검증 뿐만 

아니라 공간 블록 교차검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공간 변수를 사용해 

공간구조를 모형에 반영하였을 때, 공간 교차검증에서 출현 자료에 대한 모형의 

예측이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양서 

파충류의 종 분포 모형에 있어서 공간 변수가 생물 기후 변수보다 덜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종에서 공간 변수는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에 

비해 0.5에서 0.75 사이의 예측을 한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반면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은 대부분의 출현자료에 대한 예측을 0.75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였음으로 더 적합이 잘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 변수 모형 

예측의 정확도가 기후 변수 모형 예측의 정확도보다 더 감소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물 기후 자료 변수를 사용한 최대 엔트로피 모형 역시 서식처 적합도 0.5 

미만의 값에서 배경자료에 비해 출현 자료를 적게 예측한 것으로 보이지만 배경 

자료를 완벽히 구별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변수보다는 생물 

기후변수가 무작위 분포하는 배경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된다. 비록 특정 종에 대하여서는 생물 기후 변수를 고려한 종 분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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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간 교차검증에서 높은 예측 실패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종에서 공간 

교차검증에 대하여서도 일관된 예측을 제시해주었다. 

이전 연구에서 모형의 평가 지수로 AUC와 TSS와 같은 차별성 지수를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모형 검증을 시도하였다. 

모형에 시험 자료를 투입하여 AUC를 비교해본 결과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에서 대부분의 종이 AUC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그림 ９를 통해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과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 간의 AUC 증감 비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은 실선으로 표시된 직선은 기울기가 1로써 실선의 상면에 

그림９． 공간 변수 모형과 기후 변수 모형의 AUC 증감 비교（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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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포인트는 공간 변수를 적용하였을 때, 생물 기후 변수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AUC가 더 높게 나타난 사례이며, 하면에 위치하는 포인트는 생물 기후 

변수를 적용하였을 때, AUC가 더 높게 나타난 사례이다. 그림 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종에서 AUC가 1에 가까운 값을 보이며 무작위 

교차검증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공간 변수가 

모형의 예측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Cardador, Sardà-Palomera, Carrete, & Mañosa, 2014; De 

Marco et al., 2008; Václavík et al., 2012). 파충류와 양서류의 분류학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모형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으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무작위 교차검증의 경우 대부분의 종에서 1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많은 수의 배경자료를 AUC의 측정에 투입하였으며 서식처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미세한 스케일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출현 자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Manzoor, 

Griffiths, & Lukac, 2018). 

배경자료와 출현 자료의 PCNM을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구성한 경우， 

PCNM 변수의 AUC 감소가 확연하게 두드러졌다. 그림 １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PCNM 변수를 사용해 AUC가 증가한 종은 6종이며 대부분의 

종에서 PCNM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AUC가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AUC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는 교차검증과 생물 분류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PCNM 변수를 사용한 １개의 종 분포 모형에서 공간 교차검증시 

증가한 AUC가 확인되었고 AUC가 증가한 다른 모형은 모두 무작위 교차검증시 

나타났다. 특히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2종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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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서 0.5 이상의 AUC를 확보하여 무작위 배경자료와 출현자료를 적절히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PCNM 변수를 사용한 종 분포 모형의 경우, AUC가 

0.5 이하로 나타나는 종이 63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PCNM 변수를 

양서파충류 종 분포 모형 추정에 실시할 경우, 모형의 예측결과가 무작위 

예측보다 나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현 자료의 PCNM 변수를 인근의 배경자료로 수정하여 모형에 투입하되， 

학습 자료에 대한 ＡＵＣ를 측정한 결과, 그림 1１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간 교차검증이 적용된 모형의 경우, 공간 변수를 사용한 경우와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경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무작위 교차검증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종에서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에서 더 높은 

AUC값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수정된 공간 변수를 적용할 경우 공간 블록 교차검증에서 모형의 예측력 하락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작위 교차검증에서는 공간 변수를 

적용한 경우 대부분의 종에서 모형의 예측력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분류군별 PCNM 변수 수정 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다만 이는 

학습자료에 대한 모형의 예측 결과이며 실제 시험 자료에 대해서 

적용한 경우 그림 １０과 같이 공간 블록 교차검증에서도 예측력의 

하락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학습자료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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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１．공간 변수 모형과 기후 변수 모형의 AUC 증감 비교（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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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와 함께 선행 연구에서 모형의 예측력 지표로 사용되었던 TSS를 

살펴보았다. TSS에서는 공간 변수가 사용된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서 분류군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종에서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에서 1에 가까운 

TSS 값을 보였으며 공간교차검증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１２． 공간 변수 모형과 기후 변수 모형의 TSS 증감 비교 

그림 1２를 통해 대부분의 종에서 무작위 교차검증에서 공간 변수를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사용할 경우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예측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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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 많은 

배경자료가 투입되고 출현 자료와 배경자료의 PCNM 변수 구성에 상이한 거리 

매트릭스가 적용될 경우 1에 해당하는 높은 차별성 지수값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반면, AUC와는 다르게, Boyce 지수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종에서 

교차검증이나 분류군과는 상관없이 모형의 예측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림 1３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종에서 생물기후 

그림 １３． 공간 변수 모형과 기후 변수 모형의 Boyce 지수 증감 비교 – 규제 1 하이퍼파라미터 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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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서는 Boyce 지수가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이는 Boyce plot 상에서 

단조롭게 서식처 적합성(X축)이 증가할수록 출현/기대 비율(Y축)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공간 변수를 적용한 모형에서는 앞선 Boyce 

plot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간 변수 모형의 예측이 선형의 형태로 일관되게 

상승하지 못하고 특정 서식처 적합 지점에서 급증하거나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간 변수가 별 다른 수정 없이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포함될 경우, 출현 자료에 대한 모형의 예측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거나 

배경자료와 큰 폭으로 차이날 수 있으며 그 폭을 예측하는 것은 종의 분류군이나 

교차검증의 종류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간 변수의 Boyce 지수는 규제 파라미터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４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르면, 규제 파라미터의 

증가는 변수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형 적합에 중요한 특정 변수에 모형 

예측이 더 의존하는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규제 파라미터를 증가시킬 경우 

모형에 투입된 공간 변수의 영향력이 제한받게 되며 제한된 변수 적용이 모형의 

Boyce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irzel, et al. (2006)의 

연구에서 Moving window를 사용하는 Continuous Boyce 지수를 

제기하였을 때, AUC와 Boyce 지수의 유사성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며 보다 다각적인 모형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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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４ 공간 변수 모형과 기후 변수 모형의 Boyce 지수 증감 비교  

- 규제 5 하이퍼파라미터의 경우 

이상의 분석을 통해 공간 변수는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포함되었을 경우 

모형의 예측을 극단적으로 변형시키며 선행 연구의 공간 변수가 모형의 

예측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어쩌면 AUC와 같은 차별성 기반 

지수에만 기인한 판단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차별성 기반 지수뿐만 아니라 신뢰성 기반 지수 역시 살펴봄으로써 공간 변수가 

항상 종 분포 모형의 예측력 향상에 도움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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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간 변수가 모형의 공간적 전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투입된 공간변수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지만 이것이 항상 모형의 예측력 향상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몇몇 종에서 예측력 향상이 관측되었지만 실제로는 

모형의 배경 자료와 그 예측에 대한 분포와 더욱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형의 예측력 감소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자료에 대해 학습 또는 적합된 모형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지역, 다른 

자료, 다른 시간대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측을 해줄 수 있다면, 학습된 자료에 

대하여 예측력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일반성있는 모형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생물의 공간적 분포를 살피는데있어서도 크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자료에서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ity)이 

나타난다면 같은 종을 대상으로 한 모형임에도 상이한 모형 예측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의 낮은 예측력은 어쩌면 단순한 모형이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높은 오차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나 다른 지역에 대하여서는 더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자료를 대상으로 

적합된 모형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일관된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모형의 공간적 전이가능성이다. 모형의 

전이가능성은 모형 적합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기계학습 기반 모형에 더욱 

중요하다. 이들 특유의 높은 예측 성능은 복잡한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모형 과적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복잡도를 지니고 



 93 

비선형적인 기계학습 기반 모형은 학습 데이터에 추가되지 못한 자료에 대하여 

상당한 예측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Wenger & Olden, 2012). 

따라서 앞선 분석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공간 변수에 의한 모형의 예측력 

감소가 모형의 공간적 전이가능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원인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형의 공간적 전이 가능성은 외삽의 

영역에서 학습되지 못했던 자료에 대한 모형의 예측 정확도 감소폭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모형의 외삽 성능을 유도하기 위해 공간 블록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공간 블록은 환경 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베리오그램의 범위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그림 １５， １６을 통해 모형의 예측력 평가지수인 ＡＵＣ와 

Ｂｏｙｃｅ 지수의 공간적 교차검증과 무작위 교차검증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AUC를 통해 예측 성능의 감소 폭을 분석한 결과, 총 97 종의 종 

분포 모형 중 53 종에서 공간 변수의 예측 성능 감소 폭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공간적 전이가능성이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Boyce 지수를 통한 예측 성능 감소 폭의 분석 결과, 공간 변수를 

사용한 49종의 종 분포 모형에서 Boyce 지수의 성능 감소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의 모형 공간적 전이 가능성은 AUC 지수를 통해 비교했을 

때보다 차이가 근소하였다. 따라서 공간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도 모형의 

공간적 공간적 전이가능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공간적 

전이가능성이 조금 더 부족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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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간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예측력 감소가 모형의 신뢰성 

측면(출현 자료만에 대한 검증)에서, 많은 종에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예측력 감소가 모형의 일반성을 증가시키고 모형의 공간적 전이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는지 이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공간 변수의 모형 공간적 

전이가능성은 생물 기후 변수의 모형 공간적 전이가능성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예측력 감소는 

공간적 외삽 능력인 공간적 전이가능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형의 공간적 전이가능성은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종의 주요 서식처 변화 등과 같이 모형이 본래 학습하였던 

자료의 시공간적 스케일을 벗어나 관측하지 못했던 자료에 대한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공간 변수를 포함하는 종 분포 모형은 다중 

스케일의 공간적 구조를 포착하는 PCNM 변수를 포함하여 생물 종의 분산과 

출현자료의 공간적 구조를 고려한 모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의 크기에 따라 나눠진 공간 블록 교차검증에서 높은 예측력 

향상이나, 성능 저하의 폭에서 기후 변수를 사용한 종 분포 모형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이는 다중 스케일을 고려한 PCNM 공간 변수가 종 

분포 모형의 내삽 측면에서 큰 성능향상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모형의 응용 및 

외삽 측면에서도 부족한 변수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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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４ 절 공간 변수가 모형 변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종 분포 모형에서 제시되는 변수중요도와 반응 곡선은 해당 

모형을 통해 생물 종의 분포에 대한 예측이 투입한 변수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 살펴볼 수 있는 도구이다． 그림 １７，１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에서 변수 중요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의 순열을 

바꾸어 달라지는 ＡＵＣ값에 따라 변수 중요도를 측정하는 

Ｐｅｒｍｕｔａｔｉｏｎ ｔｅｓｔ 결과， ＰＣＮＭ의 첫번째 벡터（가장 

거시적인 스케일의 공간구조를 반영하는 공간 변수）가 대부분의 

종에서 가장 높은 변수중요도를 보였으며 생물 기후 변수에서는 온도 

계절성（Ｂｉｏ４）， 최고 온난분기 평균온도（Ｂｉｏ１０）， 최고 

한랭분기 평균온도（Ｂｉｏ１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변수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적합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함수에 따라 변수중요도를 측정한 Ｐｅｒｃｅｎｔ 

ｃｏｎｔｒｉｂｕｔｉｏｎ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양서파충류 종의 

분포에 해당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변수 중요도의 분포가 미시적 스케일로 갈수록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은 양서파충류 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다양한 

스케일 상에서 공간적 구조를 반영해주는 공간 변수를 전부 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도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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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로 갈수록 양서파충류 종의 분포에 공간 구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거시적 스케일에서 모형의 예측에 

큰 영향을 보이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가설과 상이한 

것이다(J. M. Soberón, 2010; J. Soberón & Peterson,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출현자료와 배경자료의 공간 구조가 출현 

자료의 샘플상 편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모형 적합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 변수가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물 종의 생태적 특징과는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스케일에 따른 변수 중요도의 하락은 

아이겐함수에서 기반한 공간 필터링 기법을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에 사용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들수 있다．특히， 공간 변수의 

중요도가 ２번째 스케일에서부터 크게 하락하며 생물 기후 변수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이지 못하는 점은 모형의 해석 측면에서도 공간 

변수가 가지는 불리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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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５ 장 요약 및 결론 

 

제 １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생물의 종 분포 추정에 있어 생물학적 상호작용과 이동 및 분산 

요인, 비생물적 요인이 주요 인자로써 작용함을 인식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상호작용과 분산 요인의 대리 변수로써 연구 지역의 공간 구조를 다중 

스케일로 제시할 수 있는 공간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그 영향을 예측과 해석의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지역의 다중 스케일 변수를 모형에 투입할 경우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별성 지수에서 모형의 예측 성능 상승이 

확인되었으나 신뢰성 지수인 Boyce 지수에서 지나친 모형 예측 구분과 성능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락된 모형의 예측 성능이 모형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진행되었고 분석 결과, 공간 블록 

교차검증에 있어 모형은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형을 외삽 예측에 사용할 경우 생물 기후 변수보다 더 일관된 

예측을 보일 수 없거나 혹은 더 강한 예측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공간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예측 성능 

향상과 비생물적 요인 변수의 보완 변수로 추천되었던 공간 변수는 모형의 

예측력이나 공간적 전이가능성에 도움되지 못함을 본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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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경 자료나 불확실한 임의 비출현 자료에 대한 차별성 지수 사용을 통한 

모형 성능 평가에 대한 단독적인 모형 평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Boyce 지수를 

비롯한 출현 자료에 대한 모형 예측 평가와 공간 블록 교차검증을 통한 공간적 

전이 가능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 결론 및 함의  

 

생물 종의 분포는 단순히 환경 공간 상의 거리로 정의될 수 없으며 연구 

영역의 스케일과 시공간적 범위에 따라 그 영향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종 분포 

모형은 단순한 서식처 적합성 모형이 아닌, 생물 종의 궁극적인 출현 확률을 

예측하고자 하는 확률 모형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물 종의 분포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과 작동 프로세스를 모형에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지역의 공간적 구조를 거시적 스케일에서부터 미시적 

스케일까지 고려해줄 수 있는 PCNM 변수를 사용한다면 생물 종의 분포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학문사적 흐름에서 검토하고 보완하고자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못했던 모형의 예측과 해석의 측면에서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특징에 적합한 신뢰성 지수를 사용해 모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출현-배경 자료 기반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차 추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간 교차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시공간적 공간적 전이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거리 행렬에 기반한 공간 변수(PCNM)는 배경 자료를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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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부터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출현 자료에 대한 예측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차별성 지수에 따른 모형 검증 결과,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모형의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지만 보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에 적합한 신뢰성 

지수에 따른 평가 결과 모형의 예측 성능은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예측력과 

모형의 공간적 전이가능성간의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거리 행렬에 

기반하는 고유벡터는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에 투입될 경우 예측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간적 전이 가능성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모델링 연구는 현장 중심의 경험적 연구와 함께 학문의 사다리라고 불린다. 

현상의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는 귀납적 추론으로 학문에 가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모델링 연구는 연역적 추론으로 제시된 

가설을 데이터와 통계적 추론을 통해 이론으로 정립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링 연구는 연구자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실에서 

현상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전까지의 지리학적 

방법론의 주요 담론이었던 최소제곱법과 공간 회귀 모형 간의 논의는 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현상 매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부족한 관찰을 보충하기 

위한 내삽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데이터 수집 능력과 계산 능력이 고도로 발전되고 앞으로 

그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에는 관측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외삽과 예측에 대한 

모델링 연구도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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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을 사용하면서 과거 일반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을 차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분석의 

성격을 띈다. 최대 엔트로피 모형이라는 잔차를 특정하기 어려운 모형 

알고리즘에서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문제로 삼기보다,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모형의 높은 예측력과 공간적 전이가능성은 추구하는 

방향을 달리하면서도 동시에 모형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추후의 연구 

과정에서 종 분포 모형에 공간적 구조를 성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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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BIF는 2004년 설립되어 전세계 누구든지 생물 종 분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대표로 참여하여 국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생물 종 출현 자료는 GBIF에서 

동물계(Animalia) 척삭동물 분류군(Chordata) 내 파충류(Reptilia), 

양서류(Amphibia)에 속하는 종 중 출현 건수가 10,000건 이상인 종들 중 

멸종하였거나 IUCN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 등급(Extinct in the Wild, 

Critically Endangered, Endangered)에 속하는 종, 인간에 의해 순화되어 

가축으로 분류되는 종을 제외하여 분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GBIF에 공유되는 자료는 대부분이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유된 

자료이며 분류학적 동정이 불확실하거나, 자료의 공간적 불균등 분포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전처리는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며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전처리 과정은 <표 2>에 제시된 과정을 걸쳐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표본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종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은 (Heap and Culham 2010)의 연구를 

참조하였고 이외에는 GBIF를 이용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된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전처리 과정 이후 총 97종에 걸쳐 1,504,446건의 출현 자료를 획득하였고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출현자료의 경우, 자료 수집의 과정에 대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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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어렵고 GBIF에서 수집할 수 있으면서도 모형의 신뢰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가진 종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 비출현 

자료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혼돈 행렬의 구성에는 배경 자료를 투입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AUC와 TSS값을 통한 종 간의 상대적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비출현 자료는 관측 시기와 탐색 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환경 자료의 속성 역시 이에 맞추어 모형에 투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현 자료만을 사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출현 

자료의 수집이 가장 미시적인 단위에서 수집된 것이라 가정하고 생물 기후 

자료에 가장 조밀한 스케일(약 1km2) 을 적용하였다(Elith et al. 2010a).  

생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기후 변수는 그 중요도가 생물 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생물의 분포가 기후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져 왔고(Broennimann et al. 2007, 

Journé et al. 2020, Liu et al. 2020), 자연지리학의 흐름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변수이며 여러 연구에서 다른 변수들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이다(Hijmans and Graham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물 종의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물 기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험의 대조군은 생물의 분포에 비생물적 

요인인 생물 기후 자료만으로 종의 분포를 추정하는 종 분포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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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은 자료의 선형성과 온도, 강수량의 단위 문제로 인하여 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정규화와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시행하였다. 5개의 주성분에서 설명된 분산(고유값)은 대부분의 종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의 변수의 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간 

변수의 투입은 14개로 제한하였으며 각 종의 출현 자료의 거리 행렬에 

principal coordinate analysis를 적용하여 추출한 아이겐벡터 중 첫 14종을 

선택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배경자료는 생물 종에게 주어진 환경을 모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위치에서 생물 종의 분포나 출현 여부와는 관계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배경 

자료는 임의 비출현(Pseudo-Absence) 자료가 아니며 오로지 연구 지역의 

환경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Guillera-Arroita et al. 2014). 현재까지 배경 

자료 구축에 구체적인 합의점은 없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배경 자료의 설정에 따라 종 분포 모형의 예측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맞는 적절한 배경 자료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목적이 잠재적인 서식처의 탐색이 아니라, 보전에 적합한 

생물 종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알려진 서식지에 배경 자료를 배치해야 

한다는 Merow의 조언에 따라 IUCN 서식처 범위 폴리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 

자료를 생성하였다(Merow et al. 2013). 이를 통해 모형의 예측이 보다 

보수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용적인 예측을 제한하였다. IUCN 

서식처 범위(range)의 정의는 현재까지 알려진 종 분포의 한계 지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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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의해 밝혀지고, 추론된 출현 장소를 기반으로 한다(IUCN 2016). 

하지만 연구 스케일이 미세하거나 연구 영역이 광대할 경우 무작위 배경 

자료가 서식처 범위의 환경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배경 

자료가 연구 지역의 환경을 전역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모형으로 

제시되는 공간 상의 예측이 현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구배의 

절단(truncation)을 고려한 종 분포 모형 연구는 드물지만 그 영향은 모형 예측 

결과에 치명적일 수 있다(Guevara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고자 충분한 배경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반영 정도를 쿨백 

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이나 F 발산을 통해 수치화 할 

수 있지만(Merow et al., 2013 Appendix p.80) 학계에서 정해진 특정한 

지점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경자료가 알려진 서식처의 환경 

정보를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통한 육안 

판독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변수와 종에서 해당 종의 서식처에 해당하는 생물 

기후 래스터의 변수 분포를 10,000개의 배경 자료를 통해 충분히 모사할 수 

있었다. 알려진 서식처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물 기후 래스터 자료의 

히스토그램과 무작위로 생성된 배경 자료에 해당하는 래스터 자료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였으며 배경 자료가 서식처 환경을 충분히 모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배경 자료의 수를 배수로 증가시켜 형태와 범위가 

유사해질 때까지 증가시켰다(Elith et al. 2010a, b). 배경 자료의 수는 서식처 

환경을 충분히 모사할 수 있는 양이 갖춰지면 모형의 예측 성능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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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산 자원의 한계와 환경 구배의 절단(truncation)여부를 

고려하여 배경 자료의 수를 설정하였다(Phillips et al. 2009b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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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변수를 수정한 ＰＣＮＭ 모형에서 시험 자료에 대하여 

예측을 실시하여 그 분포를 부록 그림 １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TSS의 경우, AUC의 사례보다 PCNM 변수 도입으로 인한 현저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13종의 사례에서 PCNM 변수 도입으로 모형의 TSS가 

증가한 경우가 확인되어 AUC의 사례보다는 높은 증가가 확인되었지만 그 

폭이 크지 않기에 공간 변수의 예측력 향상 효과는 미미한것으로 

보인다． Boyce 지수의 경우, 출현 자료의 PCNM 변수를 최근접 배경 자료의 

PCNM 변수로 수정하자,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감소를 보였다. 생물 기후 

변수를 사용한 종 분포 모형의 경우 일관적인(monotonic) 예측을 출현자료에 

제시한 것에 비해, PCNM 변수를 사용한 종 분포 모형은 출현자료에 대하여 

오히려 비출현에 가깝게 예측한 모형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공간 

변수를 종 분포 모형에 투입하였을 경우 모형의 예측 결과는 많은 출현자료에 

대하여 배경자료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스피어만 계수가 지속적으로 변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Boyce 

plo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지목하였던 모형의 예측력 

향상은 특정 종에 대한 특별한 사례에 가깝거나 배경자료에 대한 거리 행렬을 

출현자료와 상이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물 종 출현 및 

배경자료의 공간적 구조를 제시해줄 수 있는 PCNM 변수는 최대 엔트로피 종 

분포 모형 알고리즘에 투입할 경우 모형의 예측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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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ffects of eigenfunction-based  

spatial variables on the prediction of 

species distribution model 

 

Jeon, Cheong Ok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es distribution on geographical space shows relationship 

between species and its environment. Species distribution model is 

the attempt to predict， explain the species geographical distribution 

from this relationship. Although it is required to account for 

geographical information such as distance between occurrence data, 

which could represent mobile and biotic influence， it is not common 

to use geographical information on species distribution modelling. In 

this research, the effect of eigenfunction based spatial variables on 

species distribution model is reviewed and analyzed from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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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cross validation methods. Most of species distribution model 

that is applied with eigenfunction based spaitial variables show 

higher model prediction performace from discriminative indices such 

as AUC, TSS. On the other hand, their high predictive performance 

was highly based on extremely lower prediction on backgrounds 

points due to different distance matrix structure. They showed much 

lower model prediction performance from Boyce index which is most 

suitable index to presence-background model algorithm such as 

MaxEnt. Also their lower prediction performances were not related to 

sptail model transferability as well. 

Keywords : Spaital filter, Spatial variables, PCNM, MaxEnt, Spatial 

cross validation, Boyce index 

Student Number : ２０１９－２４０７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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