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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결과는 국토 생태환경에 대한 최신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하는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수집된 포유류 개체 분포 현황
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본 데이터는 현장에서 기록된 포유류 개체의 정보와 기록된 지점의 비생물 환경 특성 정
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 산출을 위해 필요한 공간 단위(행정구역, 도엽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데이터를 통해
포유류 출현 지점의 서식환경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포유류의 풍부도(단위지역 내에 서식하는 개체의 수)와 서식환
경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환경정책 지원 가능성 및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국자연
환경조사는 전국토 규모에서 수행되는 생태환경 조사사업이므로 지역적 규모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지역
의 선정 방법 등 조사체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포유류, 한반도 남서부, 서식환경,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Abstract The results of the 4th National Ecological Survey reflect the latest statu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presented spatial data on the distribution of mammals collected through the 4th National Ecological Survey in
the sou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covering Jeollanam-do,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ju island. The data
consists of information on mammal individuals recorded at the site and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of abiotic environment at
the recorded points, including spatial units (administrative districts, digital map index, etc.) which are necessary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have high policy and research values because it can elaborate on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points
and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bundance and habitat environment. However, when data is utilized in a regional
scale, it should precede to consider the survey system, such as how to select the survey area.
Keywords: mammal, southwestern area of Korean Peninsula, habitat environment, 4th National Ecolog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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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립생태원은 자연환경보전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국가생태환경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자연환경조사는 1986년에 최초 실시된 이래 1991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단위 시기(현행법 기준 5년)동안 전 국토의 자연생태환경
(포유류, 조류 등 7개 생물 분류군과 식생, 지형의 2개 분야 등 총 9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다. 2018년까지 총 4차에 걸친 전국자연환경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제5차 전국자연환
경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14년~2018년)는 가장 최근에 완료된 조사로, 그 결과
는 국토 생태환경에 대한 최신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본 데이터는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수집된 한반도 남서부 지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의 포유류
종 출현 확인 지점의 위치 및 서식환경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있다. 데이터의 속성정보에 조사를 통해 기록된
생물 정보 외에도 타 기관에 의해 구축된 주제도로부터 확인된 출현 지점의 비생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포
함하여 각 포유류 종이 이용하는 서식환경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행정적 통
계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행정 경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본 데이터는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자연
환경통계 산출의 기초자료,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환경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가치가 높다.

2. 본론
2.1. 연구지역 개황 및 조사지역 선정
연구지역은 위도 33.11˚ ~ 35.49˚ N, 경도 125.08˚ ~ 127.91˚ E에 위치한 한반도 서남해안 및 내륙 일대로, 행정
구역 상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며, 1개 광역시, 7개 시, 1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
연구지역의 해발고도는 0 ~ 1,919 m 분포를 나타낸다. 전라남도의 연평균기온은 13.6℃, 연평균강수량은 1,383.3
mm이고, 광주광역시의 연평균기온은 13.8℃, 연평균강수량은 1,391.0 mm이며, 제주도의 연평균기온은 15.5℃, 연
평균강수량은 1,456.9 mm이다(기상청, 2020).
2.2. 조사지역 선정
연구지역 내 조사지역은 연구지역을 소단위(1:25,000 축척 지형도 1개 도엽을 경위도 각 2’ 30’’ 간격으로 9등분
한 격자)로 구분한 후 각 소단위 별로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였다. 선정 시 기존 문헌 및 조사내역을 통해 포유
류의 기 서식현황, 멸종위기종의 서식 유무 등을 참고하였고, 지리적 상황, 식생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가 용이하고 그 지역의 포유류상이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는 장소나 경로를 선택하였다.
2.3. 자료 취득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포유류 분포 현황(출현종,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지역 당 조사 횟수는 연 1회 이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확인될 경우 2
회이상 수행하는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 시 중대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박쥐류에 대한 현지조사 방법
과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한 간접조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
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국립생태원, 2016)을 준용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서식증거와 GPS를 활용
하여 기록한 WGS1984 타원체의 경위도 좌표를 자연환경조사결과 입력 시스템에 입력하여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현지조사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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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구축 및 분석
조사 결과 정보 데이터에 기록된 포유류 분포 지점의 좌표 및 내용을 기반으로 점 형태의 벡터 형식 공간정보
(이하 DB)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DB와 조사계획,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수하였고, 오류 정보
는 조사자의 검정을 통하여 수정하였다. 각 분포 지점의 서식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축된 DB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현황, 산림 특성, 도로 접근성, 수계 접근성, 해발고도 등의 비생물환경 정보를 추출하였고, 통
계 및 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지형도 도엽 정보 및 행정구역 정보를 추출하여 속성정보에 포함하였
다(Table 1). 최종 DB의 속성정보 항목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Summary of data used to construct the dataset.
Dataset name

Type

Resolution
Spatial

Temporal

Mammal
distribution

Point

1:25,000

2015~2018

dataset
Index map for
digital
topographic

1:25,000

2020

1:5,000

2020

Polygon

map

Species and
survey record

Polygon

-

map
Digital forest
type map
distance from
stream dataset
Distance from
road dataset
Elevation
dataset

1:5,000

2019

Polygon

1:5,000

2019

50 m

2020

Digital map for

Korean ministry of land,

administrative district

infrastructure and

in Korea

transport

Landuse type

1:5,000 detailed

Korean ministry of

at the point

digital landuse map

environment

Characteristics

1:5,000 detailed

of forest at the

digital forest type

point

map

distance from
Euclidean

50 m

2020

distance from
road

R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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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m

2020

Ecology

information institute

stream
Raster

dataset

National Institute of

recording

Euclidean
Raster

Ecological Survey

topographic map

Location at

2020

Polygon

4th National

Publisher

National geographic

district in Korea
Digital landuse

Source

Index map for digital

point

Digital map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Korea forest service

1:25,000 digital

National geographic

topographic map

information institute

National node, link
dataset for road

Elevation (m)

Aster GDEM

at the point

(90 m resolution)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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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of attribute field in dataset.
Field Name

Alias (in Korean)

ID

ID

KC_NAME

국명

Common name (in Korean) of recoded species

SCI_NAME

학명

Scientific name of recoded species

DIV_SCI_NAME

문명_학명

Common name (in Korean) of species in division level

DIV_KC_NAME

문명_국명

Scientific name of species in division level

CLA_SCI_NAME

강명_학명

Common name (in Korean) of species in class level

CLA_KC_NAME

강명_국명

Scientific name of species in class level

ORD_SCI_NAME

목명_학명

Common name (in Korean) of species in order level

ORD_KC_NAME

목명_국명

Scientific name of species in order level

FAM_KC_NAME

과명_국명

Common name (in Korean) of species in family level

FAM_SCI_NAME

과명_학명

Scientific name of species in family level

LAT_D

위도_도

Latitude (Degree of DMS)

LAT_M

위도_분

Latitude (Minute of DMS)

LAT_S

위도_초

Latitude (Second of DMS)

LON_D

경도_도

Longitude (Degree of DMS)

LON_M

경도_분

Longitude (Minute of DMS)

LON_S

경도_초

Longitude (Second of DMS)

LAT_DD

위도_십진수도

Latitude (Decimal degree)

LON_DD

경도_십진수도

Longitude (Decimal degree)

SUR_INX

조사격자번호

Number of index map for 4th National Ecological Survey

SUR_YEAR

조사년도

WEATHER

날씨

Weather on survey day

REMARKS

비고

Other remarks of the survey

INXNUM_25

도엽번호(25,000)

INXNAME_25

도엽명(25,000)

Index map name for digital map (1:25,000)

INXNUM_5

도엽번호(5,000)

Index map number for digital map (1:5,000)

INXNAME_5

도엽명(5,000)

CTPRVN_CD

시도코드

CTP_ENG_NM

시도명(영문)

Nam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in English) at
province level (si, do)

CTP_KOR_NM

시도명(국문)

Nam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in Korean) at
province level (si, do)

SIG_CD

시군구코드

Cod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at city level (si, gun, gu)

SIG_ENG_NM

시군구명(영문)

Nam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in English) at city
level (si, gu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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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Data Source

Publisher

4th National
Ecological
Survey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Index map for
digital
topographic
map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Digital map for
administrative
district in Korea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D of recoding point

Year in which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dex map number for digital map (1:25,000)

Index map name for digital map (1:5,000)
Cod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at province level (s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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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_KOR_NM

시군구명(국문)

Nam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in Korean) at city
level (si, gun, gu)

EMD_CD

읍면동코드

Cod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at town level (eup,
myeon, dong)

EMD_ENG_NM

읍면동명(영문)

Nam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in English) at town
level (eup, myeon, dong)

EMD_KOR_NM

읍면동명(국문)

Name for administrative district (in Korean) at town
level (eup, myeon, dong)

L1_CODE
L1_NAME
L2_CODE
L2_NAME
L3_CODE

토지피복_대분류코드 Code for landuse type at 1st classification level
토지피복_대분류명

Name (in Korean) of landuse type at 1st classification level
1:5,000 detailed
Korean ministry
digital landuse
of environment
Name (in Korean) of landuse type at 2nd classification level
map

토지피복_중분류코드 Code for landuse type at 2nd classification level
토지피복_중분류명

토지피복_세분류코드 Code for landuse type at 3rd classification level

L3_NAME

토지피복_세분류명

Name (in Korean) of landuse type at 3rd classification level

STORUNST

입목존재코드

FROR_CD

임종코드

Code for forest origin

FRTP_CD

임상코드

Code for forest type

KOFTR_GROU

수종그룹코드

DMCLS_CD

경급코드

Code for diameter class of tree

AGCLS_CD

영급코드

Code for age class of tree

DNST_CD

밀도코드

Code for crown density of community

Code for the existence of forests

Code for kind of forest tree group

DIST_STR

수계로부터의거리

Euclidean distance from stream (unit: m)

DIST_ROAD

도로로부터의거리

Euclidean distance from road (unit: m)

ELEVATION

해발고도

Height above sea level

1:5,000 detailed
digital forest
type map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Korean ministry
Node, link
of land,
dataset for roa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25,000 digital
topographic
map

Aster GDEM (90
m resolution)

NASA

3. 결과
3.1. 포유류 분포 지점의 기술적 특징
담비, 삵, 수달, 하늘다람쥐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4종을 포함한 총 15과 28속 34종의 총 6,467개
분포 지점을 DB로 구축하였다(Fig. 2). 분포가 가장 많이 확인된 종은 1,486개 지점에서 분포가 확인된 고라니였
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종인 삵이 1,079개 지점으로 두번째로 많은 분포가 확인된 종이었다. 이어 너구리(691
개 지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종 수달(685개 지점) 등이 분포 확인 지점 수가 많은 종으로 나타났다(Table 3).
지자체 별 포유류의 분포현황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장흥군으로 861개 지점의 포유류 분포가 확인되었고, 해
남군(554개 지점), 보성군(508개 지점)의 순으로 나타났다(Fig.2 and 3,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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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administration districts in
study area.

Figure 2. Distribution of mammalian points in study
area.

Table 3. List of species in the top 15 populations of mammals recorded in the study area.
SN

KC_NAME

SCI_NAME

Count

1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1,486

2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1,079

3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691

4

수달

Lutra lutra

685

5

두더지

Mogera wogura

488

6

멧돼지

Sus scrofa

431

7

노루

Capreolus pygargus

308

8

다람쥐

Eutamias sibiricus

301

9

오소리

Meles leucurus

214

10

족제비

Mustela sibirica

188

11

등줄쥐

Apodemus agrarius

173

12

청설모

Sciurus vulgaris

122

13

고양이

Felis catus

104

14

담비

Martes flavigula

84

15

멧토끼

Lepus coreanu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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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st of top 15 regions with the highest number of survey records.
SN

SIG_KOR_NAME

SIG_ENG_NM

Count

1

장흥군

Jangheung-gun

861

2

해남군

Haenam-gun

554

3

보성군

Boseong-gun

508

4

강진군

Gangjin-gun

472

5

고흥군

Goheung-gun

418

6

순천시

Suncheon-si

406

7

화순군

Hwasun-gun

385

8

광양시

Gwangyang-si

320

9

진도군

Jindo-gun

298

10

여수시

Yeosu-si

267

11

제주시

Jeju-si

250

12

함평군

Hampyeong-gun

218

13

구례군

Gurye-gun

195

14

완도군

Wando-gun

189

15

장성군

Jangseong-gun

188

3.2. 포유류 분포 지점의 서식 환경적 특징

Figure 3. A kernel density map which indicates the
concentration of mammalian points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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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측면에서 가장 많은 포유류 개체가 관찰된 유형은 산림으로 2,749개 지점에서 관찰되었으며, 이어서
초지(1,141개 지점), 농경지(791개 지점) 등의 순이었고, 753개 지점의 개발지에서도 포유류의 분포가 관찰되었다
(Fig. 5). 연구지역에서 관찰된 개체수 상위 7개 종의 토지이용별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종의 경우 산
림에서 가장 많은 흔적이 기록되었고, 농경지와 초지 등에서도 그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수달의 경우에는 수체
와 습지 등 수변구역에서 가장 많은 흔적이 기록되었고, 개발지에서 기록된 빈도 또한 높아 다른 종들과 구분되
는 서식환경 특징을 나타내었다(Table 5, Fig. 7). 또한, 해발고도 500 m 이하의 지역에서 전체 분포 지점 중 약 95%
의 지점이 기록되었으며, 700 m 이상에서는 분포 지점이 거의 없었다(Fig. 4 and 6).

Figure 5. Number of data records by landuse type
(F: Forest, G: Grassland, A: Agricultural area, D:
Developed area, B: Bare land, We: Wetland, Wa:
Water).

Figure 6. Number of data records by elevation.

Table 5. Count of wild mammal individuals per landuse type for each the top 7 population species recorded in
study area.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distribution ratio expressed as a percentage.
Landuse type

H. inermis

P. bengalensis

N. procyonoides

L. lutra

M. wogura

S. scrofa

C. pygargus

Bare land

112 (7.5)

96 (8.9)

61 (8.9)

56 (8.2)

18 (3.7)

34 (7.9)

21 (6.8)

Agricultural
area

238 (16)

102 (9.5)

141 (20.6)

43 (6.3)

76 (15.6)

34 (7.9)

56 (18.2)

Forest

661 (44.5)

413 (38.5)

154 (22.4)

37 (5.4)

224 (45.9)

279 (64.7)

162 (52.6)

Water

60 (4)

42 (3.9)

51 (7.4)

152 (22.2)

9 (1.8)

5 (1.2)

1 (0.3)

Wetland

66 (4.4)

39 (3.6)

48 (7)

127 (18.6)

14 (2.9)

7 (1.6)

1 (0.3)

Developed area

101 (6.8)

167 (15.5)

124 (18.1)

171 (25)

33 (6.8)

9 (2.1)

22 (7.1)

Grassland

247 (16.6)

215 (20)

107 (15.6)

98 (14.3)

114 (23.4)

63 (14.6)

45 (14.6)

Total

1485 (100)

1074 (100)

686 (100)

684 (100)

488 (100)

431 (100)

3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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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ccumulated distribution ratio of the top 7 species by landuse type.

4. 결론 및 토의
4.1. 생태조사자료의 공간정보 구축의 정확도 제고
현장에서 조사된 생태조사자료의 공간데이터로 구축은 수기로 기록된 야장(field note)의 조사항목 별 정보와
GPS 장비를 통해 취득한 좌표를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전환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료는 점(point) 형태로 구축되기 때문에 중복(overlap), 교차(intersect) 등 위치정보의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상논리적 오류(topological logic error) 등의 발생가능성은 적지만, 속성정보의 편집과정
에서 야장에 기록된 정보의 오기, 동일 정보에 대한 다른 형식의 기록, 공통 기준에 대한 미준수 등에 의한 정보
의 오류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오류는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심각한 훼손할 수 있어 구축 과정
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는 좌표 오기로, 공간정보의 정확도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오류의
수정이 어려운 유형이다. 현재는 보고서 등에 기록된 조사계획지역과 실제 공간정보 상의 위치를 비교하여 오류
가 확인된 경우 조사자의 확인을 거쳐 위치를 수정하고 있으나, 지형도 등의 참조정보를 통하여 조사지점과 유사
한 위치로 보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조사지점과 일부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정보의 기록 방식을 수기 야장 방식에서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야장 방식으로
개선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로의 가공단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구축 시 빈번히 발생하는 또 하나의 오류 유형은 조사지침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동
종이명 등의 오류로, 이 경우 종 다양성, 서식환경과의 상관성 등 각종 통계치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기준으로 설정된 입력값을 코드성데이터로 규격화하고, 데이터 입력 시 해당 데이
터 내에서 일치하는 값을 찾아 선택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자가 조사정보를 온
라인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조사자료 입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해당 입력시스템에서 상기한
오류사항들에 대한 검수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전 대비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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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데이터는 한반도 남서부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최신 분포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장
에서 기록된 포유류 개체의 정보와 기록된 지점의 서식환경 특성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데이터는 다양한 측
면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 자연환경에 관한 통계 산출, 환경
및 개발계획 수립, 보호지역 지정 등의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생물학, 생태학, 조경학, 임
학 분야 등에서 연구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출현 정보 외에 서식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변화나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가 유발하는 종 분포의 변화 예측 등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우리나라 전 국토 범위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생물 인벤토리 조사 중 조사인력 및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조사로, 소단위당 적어도 1개 지점 이상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 규모에서 볼 때 특정
지역에 조사가 치중되지 않은 고른 샘플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구역, 소단위 구획의 기준이 되는 수치지형도 도엽 등 지역적 규모에서 자료를 활용
할 때에는 조사지역의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포유류 종의 출현과 출현 환경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거나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포
유류 개체가 확인된 토지이용유형은 산림과 초지였다. 이러한 결과만 보면 서식지의 높은 자연성이 포유류 종의
풍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야생포유류종의 현황 파악이라는 조사의 목적 상 야생포유류
의 출현가능성이 높은 토지이용 유형 중심의 조사지역 샘플링 편향(bias)이 존재하므로, 왜곡된 해석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 포유류 개체가 저해발 지역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발고도와 포유류 종의 분포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에는 고해발지역의 낮은 접근성 등에 의한 조사 지점 수의 제
한이 영향이나, 전남 동부지역 및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산지보다는 낮은 고도의 평야 및 평지, 해안의 면적이
넓은 연구지역의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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