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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보호지역 편입을 위하여 다양한 생태계 인자들과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지역규모 생태계 보호지역 선정기법을 개발하여 제주도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제주도 고유의 

생태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공간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토지피복을 포함한 수집된 개별 자료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지수를 부여하여 중요도 지수를 작성하였

다. 셋째, 작성된 모든 인자의 중요도 지수를 평균하여 최종 중요도 지수(0~3)를 지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생태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하나 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

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를 토대로 예측한 미래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도출하여 취약

성 지수(0~3)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우선 선정되어야 하는 지역을 제시하였다. 생태계 중요도 분석 

결과, 생태계 중요도 지수 1~3의 모든 지역이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취약성 분석 결과, 생태계 

취약성 지수 3인 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에 약 0.9% 에서는 1.5%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동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수 2인 지역은 약 1.8% 에서는 2.2%로 제주도 서쪽에 대부분 분포하며, 지수 1인 지역은 약 

3.2% 에서는 4.9%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산재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취약성 지수 3인 지역은 보호지역

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개발제한이 필요하며, 지수 2인 지역과 1인 지역도 단계적으로 보호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리보전지역인 경우 보전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보호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을 위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나 더 정확한 생태계 보호지역 분석을 위하여 향후 다양한 연구 

및 모니터링 자료 축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제주도, 보호지역, 토지이용변화, 생태계 중요도 지수, 생태계 취약성 지수

Abstract : This research developed an approach to identify and prioritize ecologically important areas 

at local scales in Jeju Island, Jeju, Korea to extend protected areas. For this, we collected spatial data for 

ecosystem factors and classified the data according to their conservation values and produced importance 

index of 0 to 3. Then, all data of importance indices were integrated and produced ecological importance 

index of 0 to 3 based on their conservation values. Finally, we estimated the effects of land-use changes 

on the Jeju ecosystem and estimated vulnerability index, prioritizing areas to be urgently designated as 

novel protected areas. The land-use changes in 2050 were predicted under the assumptions of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 scenarios 1 & 3.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cologically important areas 

decreased under the assumptions of SSP 1 & 3. The priority areas, the vulnerability index of 3 (0.9 to 1.5% 

areas of Jeju Island), were mostly distributed in the eastern Jeju Island, areas with the index of 2(1.8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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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당사국은 각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계획 2011-2020(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과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깃(Aichi bio-

diversity target)을 채택하였다(Visconti et al. 2019). 이 중 

보호지역 관련 타깃 11번 타깃으로 육상 보호지역은 전체 

면적의 17%, 해양 보호지역은 10%를 2020년까지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담수를 포함한 육상 보호

지역은 약 15%, 해양 보호지역은 7%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CBD, 2014; Visconti et al., 2019). 육상의 

경우 목표치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보호

지역 내의 개체군 감소의 지속, 인간 활동에 의한 압력 증가 

등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

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Watson et al., 2014; 

Venter et al., 2018; Butchart et al., 2015). 이와 더불어, 

CBD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가 고려되지 않

아, 현재의 보호지역 지정 체계는 지속적인 종다양성 보전

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CBD, 2014).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은 약 15.5%로 CBD의 

15%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선정부터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생태계 특성에 관한 연구 

부족, 인간 활동에 의한 압력 증가, 환경변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족 등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효성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었다(Koo et al., 2019).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

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경우 각 공원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종으로 깃대종을 선정하고 있으나 깃대종의 선

정에 각 국립공원의 고유생태계 특성이 반영된 곳은 많지 

않다(Koo et al., 2019).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 변화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됐

으나 우리나라 보호지역 선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래 연구들은 기후변화

보다도 토지이용변화가 생물의 서식지 파괴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eshtkar 

and Voigt, 2016). 이에 따라 멸종위기종 서식지, 취약생태

계, 생태경관, 원시성 등 다양한 생태계 인자들과 더불어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보호지역 선정 및 관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CBD에서 제시한 목표 17% 달성과 생태계 연결

성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종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생태계 인자와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근래 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연구에서는 환경

변화, 생태계 연결성 및 생태계서비스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기법들(서식지 모형,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형, 생태경

로 모형 등)이 활용되고 있다(Önal and Wang, 2008; Gia-

koumi et al., 2013; Levin et al., 2013; Dickson et al., 2017). 

이러한 기법들은 다양한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고 미래 서식지 변화를 고려하여 보호지역으로 우선 선정

되어야 할 지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지역 선정에 

생물종의 서식지 환경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지역단위 분석

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기존 분석기법들은 희귀 야생동･식물의 유무나 경관

의 심미적인 가치, 지형적 가치 및 생태계의 원시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각각의 독립적인 인자들로 고려하고 이 중 각 

지역마다 해당되는 인자만을 고려하거나 다중 인자가 해

당될 경우 이들의 단순 중첩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환경부, 

2007; 2008). 특히 미소규모(fine scale)나 지역규모(local 

scale)의 분석보다는 국가규모(national scale)의 분석을 통

한 보호지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단위의 다양한 

생태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및 

2.2%) in the western Jeju Island, and areas with index of 1(3.2 to 4.9%) showed an island-wide distribution 

pattern. Our results suggested the areas with vulnerable index of 3 should urgently b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Our results could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future conservation plan 

of Jeju Island. However, our estimations have limitations due to lack of fundamental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Jeju ecosystem. For better estimations, we need various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result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monitoring data, and both current and future spatial environmental data.

Key Words : protected area, land-use change, Jeju Island, ecological importance index, vulner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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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변화 등 인간의 간섭에 의한 환경변화가 중요한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지정에 고려되지 않고 있

다. 대부분의 야생동･식물 서식지 특성과 서식지에 대한 

환경변화 영향이 지역 규모에서 설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단위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우수지역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해 보호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보

호지역 편입을 위하여 다양한 생태계 인자들과 토지이용변

화를 고려한 지역규모 생태계 보호지역 선정기법을 개발하

여 제주도에 적용하였다. 제주도는 특유의 지질, 식생대, 

자연경관 및 기후조건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

하고 다양한 서식지들을 보유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관광 개발 및 농경지 확장에 의한 급

격한 토지이용변화로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 적응에 

중요한 서식지와 자연경관의 파괴가 예상된다(이현우 등, 

2015). 특히 한라산 등 특정 보호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

서 농지로의 토지 전용이 관찰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우수

한 지역의 평가와 이를 통한 보호지역 발굴이 시급하다. 또

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찾고 보호지역으로 편입하

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수 

생태 지역 도출을 통해 제주도의 보호지역 지정에 기초 자

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토지이

용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태계 인자들과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토지이용변화에 취약하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찾고 이 지역을 우선 보호 대상 지역으로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제주도 고유의 생태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공간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토지

피복을 포함한 수집된 개별 자료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지수

를 부여하여 중요도 지수를 작성하였다. 셋째, 작성된 모

든 인자의 중요도 지수를 평균하여 최종 중요도 지수를 지

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생태계의 우선순위

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하나 미래 토

지이용변화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도출하여 취

약성 지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우선 선정

되어야 하는 지역을 제시하였다. 중요도 지수는 보호 가치

가 높은 지역에 높은 점수가 배점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

역에 낮게 배점되었다. 취약성 지수는 훼손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높게,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에 낮은 점수가 배점되었다. 취약성 지수 산출에 사용된 미

래 토지이용변화는 2050년 토지이용 예측 자료로, 사회경

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 

가정하에 산출된 2050년의 토지피복 자료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1) 생태계 중요도 지수

제주도의 우수한 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태계 생

물･비생물 인자들은 제주도청의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

역 자료로부터 추출하여 사용하였다(http://www.nsdi. 

go.kr/lxportal/allSearch.html). 제주도는 제주도 자연생

태계를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역으로 나누어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가장 높은 강도의 보전 정

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한라

산국립공원을 포함하는 보호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의 중간 강

도의 보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개발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으나 행위 및 시설 제한이 관리보전지역보다 강하게 시

행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이 하나의 분

류 등급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보전지역 중 보호 강도가 

가장 낮은 관리보전지역은 그 보전가치에 따라 등급을 부

여하고, 등급에 따라 다른 관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공

간적으로는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이 대부분의 보

전지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두 보전지역과 비교하면 매

우 협소한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 인자 중 생물 인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철새도래지, 희귀식물 군락지, 특산식

물 군락지, 자연림 자료,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침엽수림, 

초지, 잡목지 등이 사용되었다 (표 1). 비생물 인자는 숨골, 

용암동굴, 스코리아층, 오름, 곶자왈 등이 사용되었다(표 

1). 비생물 인자는 세계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서 제시하는 보호지역 

지정 요건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원시성･독특성 

인자와 보호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을 포함하는 자연경관 

등의 2개의 인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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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org/theme/protected-areas/about/protected-area-cat

egories).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에서 추출

된 생물 인자(멸종위기종 서식지, 고유종 서식지)와 2개의 

비생물 인자 및 토지피복을 보전가치에 따라 GIS의 re-

classify 기능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중요도 지수를 부여하

였다. 생물 인자의 경우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고유종 서식

지가 모두 생물종의 서식지로 하나의 인자로 분석했지만, 

원시성･독특성과 자연경관 등 비생물 인자는 각각 독립적

인 특성을 갖는 인자로 2개의 인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절대보전지역은 개발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등 보

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

수 0을 부여하였다. 관리보전지역에서 추출된 생물 인자

와 2개의 비생물 인자들은 중요도에 따라 1~4의 중요도 지

수가 부여되었다. 상대보전지역은 오름, 하천, 계곡, 해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위 및 시설 제한 등 보전 강도가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의 중간 정도이다. 그러므

로 관리보전지역에 속한 지역이 생물･비생물의 3개 인자

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12점인 것을 고려하여, 

상대보전지역은 이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16

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인간의 간섭이 제한되며 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의미가 있는 토지피복을 반영하기 위

하여 토지피복도는 대분류 항목 중 초지와 산림은 1, 그 외

의 항목인 시가지, 농경지, 습지, 나지, 수역은 0으로 분류

하였다. 토지피복도에 습지의 경우 갯벌, 염전, 내륙습지

가 포함되는데 제주도 생태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역

이 없어 0으로 분류하였다. 토지피복도는 국토환경정보센

터(http://www.neins.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

하였다(그림 1-C).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역 중 관리보전지역은 생태계 인

자들의 복잡한 구성 때문에 세분화된 중요도 지수 배점 과

표 1. 생태계 보호지역 분석 요소

인자 지표 항목 사용 자료

생물 인자

멸종위기종 서식지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철새도래지

고유종 서식지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비생물 인자
원시성, 독특성 숨골, 용암동굴, 곶자왈, 오름, 스코리아층

자연경관 오름, 해안선 주변, 오름＋계곡, 오름＋경작지 등

A

B

C

그림 1. 1990(a), 2000(b), 2010(c) 년도 제주도 토지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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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적용되었다. 관리보전지역의 생물 인자 중 멸종위기

종 서식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철새도래지 등 동･식물 멸

종을 설명하는 자료는 최상위 지수 4를 부여하고, 멸종위협

은 없으나 제주도의 고유한 생태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

인 희귀식물 군락지,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등은 지수 3

을,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침엽수림 등의 식생 인자는 지수 

2를, 그 외 녹지인 초지와 잡목지는 지수 1을 부여하였다. 

비생물 인자 중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성 및 원시성을 대표

하는 숨골, 용암동굴 자료 등은 지수 4를 부여하였으며, 스

코리아층 지역, 오름, 곶자왈은 자연경관과 멸종위기종 및 

특산종 서식지에서 중복으로 고려되므로 지수 3을 부여하

였다. 자연성 중 자연경관을 설명하는 인자인 오름, 가시성

이 높고 아름다운 경관인 해안선 주변 지역은 지수 4를, 오

름과 해안선 부근 중 경작지, 주거지 등이 포함된 지역은 인

간의 간섭 정도에 따라 지수 3과 2를 각각 부여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공간자료는 GIS의 map algebra 기능을 활

용하여 식 (1)에 따라 통합된 후 계산 결과에 따라 중요도 지

수가 산출되었다. 산출된 중요도 지수는 GIS의 Natural 

Breaks (Jenks) 기법을 사용하여 4개의 등급으로 재분류되었

으며, 이에 따라 생태적으로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을 제시하는 최종 생태계 중요도 지수 0~3을 제시하였다. 

 
  




식 (1)

EII (Ecological Importance Index)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중요도 지수, a는 토지피복, b는 절대보전지역, x는 

생물･비생물 생태계 인자, n는 생태계 인자 수를 의미한다. 

2) 미래 토지이용변화 예측

토지이용변화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사회 역량 및 부담과 연계하여 미래의 타당한 사회･경

제 상태를 추정한 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 가정하에 예측되었다. SSP 시나리오 

및 스토리라인은 인구, 경제,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미래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변화 예측에 일반

적으로 활용된다(Riahi et al., 2017). 특히 전 지구적 범위

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 시 사회･경제적 

상태 변화 요인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Swetnam et 

al., 2011). 또한, 국내 미래 토지피복변화 연구들에 광범위

하게 활용되어 왔다(송철호 등, 2018). SSP 시나리오는 온

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되며(O’Neill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SSP1~5 시나리오 중 극단적 경우인 SSP1과 3 

시나리오를 토지이용변화 예측에 적용하였다. 

SSP 시나리오의 설정과 토지피복 예측 알고리즘은 우리

나라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송철호 등(2018)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SSP1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지속가능

한 사회를 가정한다(Jones and O’Neill, 2016; O’Neill et al., 

2017). SSP1은 인구가 가장 적게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

게 진행되어 증가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도시의 확장 

속도가 느린 것을 가정한다(Jones and O’Neill, 2016; O’Neill 

et al., 2017). 반면 SSP3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최대로 필요한 경우를 가

정한다(Jones and O’Neill, 2016; O’Neill et al., 2017). SSP3

는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것

이 아니라 도시 외곽으로 분산되어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

장되는 것을 가정한다(Jones and O’Neill, 2016; O’Neill et 

al., 2017). 각 시나리오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 분석을 

위하여 기준년도 대비 전체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Jones 

and O’Neill (2016)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거 면적을 계산하

였다(그림 1). 이를 위한 시가지 면적은 1980년대부터 공

간자료로 구축된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였으며, 인

구 입력 자료인 인구 추계 및 도시 거주 인구, GDP 등은 국

내 개발 자료를 선정하여 활용하였다(채여라 등, 2016). 

토지이용변화는 미국 National Capital Project에서 개발

한 InVEST 모형 중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지도를 바탕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보조 모형인 Scenario Generator를 

사용하여 예측하였다(Vigerstol and Aukema, 2011; Sharp 

et al., 2018). Scenario Generator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공간적

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Bhagabati 

et al., 2014). Scenario Generator는 변화매트릭스(transition 

matrix)에 설정된 토지이용형태 간의 변화율(transition 

likelihood)로 각 토지이용형태의 변화에 가중치를 부여하

고, 시나리오에 따라 토지이용을 유지하는 제약요인(con-

straints)과 토지이용 변화를 가속하는 이용요인(use factors)

을 가정하여 미래 토지피복도를 도출한다(송철호 등 2018).

변화매트릭스, 제약요인, 이용요인의 설정은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라인에 따라 구성된다. 따라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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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따른 토지피복 면적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입

력 자료 및 변화율을 구성하였다. 토지이용 유형별 증감에 

따른 변화는 변화매트릭스로, 제약요인과 가속요인은 벡

터형식의 공간자료로 분석하였다. 변화매트릭스는 SSP 시

나리오와 기존의 10년 단위로 제공되는 토지피복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분석 시 2020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1990년, 2000년, 2010년 자료를 계산에 사용하였다

(그림 1). 2050년 토지피복변화 예측을 위해 2010년 토지

피복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측의 불확도를 줄이

기 위해 모형을 30번 반복 구동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해상도는 30 ㎡이다.

3) 생태계 취약성 지수

생태계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식(1)에 따

라 현재(2010년)와 미래(2050년)의 토지피복을 고려한 생

태계 중요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2050년 생태계 중요도 지

수는 식(1)에 따라 산출된 후 2010년 분류 등급 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미래 토지피복은 SSP1 시나리

오와 SSP3 시나리오 가정 하에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두 

개의 미래 토지피복이 예측에 적용되었다. 산출된 현재와 

미래의 생태계 중요도 지수의 차이를 GIS의 map algebra 

기능을 활용하여 계산하여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제주도 

생태계의 훼손 정도를 예측하였다.

3. 연구결과

1) 생태계 중요도 지수 산출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배점 방식에 따라 생물인자와 비

생물인자(원시성･독특성, 자연경관)의 중요도 지수 및 토

지피복의 공간자료를 도출하였다(그림 2). 

생산된 인자별 중요도 지수 공간자료는 앞에서 제시된 

식 (1)에 따라 계산하여, 토지이용 항목 중 시가지, 농경지, 

습지, 나지, 수역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최종 생태계 중요도 지수를 계산하였다(그림 3). 최종 산출

된 중요도 지수는 4개의 등급으로 재분류하고, 생태적으

로 우수한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0에서 3의 

지수를 부여하였다. 가장 우수한 지역인 지수 3인 지역은 

전체 분석 지역 중 약 15%로, 본 지역에는 한라산 주위의 오

름과 곶자왈 및 주요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처 등을 포함하

였다. 그 외 계곡과 해안 경관의 수려한 지역들이 다수 포

함되었다. 지수 2인 지역은 전체 분석 지역 중 약 28%로, 한

라산국립공원 주변부의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및 자연림 

중 식생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들을 포함하였다. 생태계 중

요도 지수 중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지수 1인 지역은 전체 

분석 지역 중 약 57%로, 한라산국립공원 주변부의 활엽수

림, 침활혼효림 및 자연림 중 식생밀도가 낮은 지역들을 포

함하였다.

2)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생태계 중요도 지수 변화 

예측

토지이용변화 예측 결과, SSP1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시가지는 9%, 농경지는 110% 증가하였고, 산림은 30%, 초

지는 16%, 습지는 18%, 나지는 3% 감소하였다(그림 4-A). 

SSP3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시가지는 38%, 농경지는 116%, 

나지는 97% 증가하였고, 산림은 37%, 초지는 42%, 습지는 

76% 감소하였다(그림 4-B). 일반적으로 SSP1에 비해 SSP3 

시나리오 가정 하에서 시가지의 증가율이 29% 정도 현저

히 높았으며, 농경지의 증가율은 약 6% 정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과 초지의 경우 SSP1 

시나리오 가정 하에서 더 낮은 감소율이 예측되었으며, 두 

시나리오 간 감소율 차이는 초지가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되

었다: 산림은 SSP3 가정 하에서 약 7% 정도의 더 감소하였

으며, 초지는 26% 정도 더 감소하였다. 나지의 경우는 변화

율 예측에서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SSP1 시나리오 가정하

에서는 3% 감소했지만, SSP3 가정하에서는 97%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었다.

SSP 시나리오를 토대로 예측한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적

용하여 미래 생태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생태계 중요도 

지수 1~3의 모든 지역이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그림 5). 가장 우수한 생태계 지역인 지수 3 지역은 

SSP1 시나리오 하에서 약 20%, SSP3 하에서 약 33% 감소하

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수 2인 지역은 SSP1을 적용한 경

우 약 21%, SSP3의 경우 약 26% 감소하였으며, 지수 1인 지

역은 SSP1 하에서 약 13%, SSP3 하에서 23%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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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태계 인자들의 중요도 지수 공간자료 

그림 3. 현재(2010년) 토지이용을 고려한 생태계 중요도 지수 분포

제주도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등 절대보전지역은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역이나 분석에서 제외되어 0의 지수가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지도에

서 0의 지수를 갖는 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생태적으로 우수성이 낮은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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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취약성 지수 

도출

현재 생태계 중요도 지수와 예측된 2050년 생태계 중요

도 지수를 비교하여 토지이용변화에 의한 제주도 생태계

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0-3의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다(그

림 6). 현재와 미래의 생태계 중요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생

태계 훼손 정도는 –3~3으로 계산되었다. -3~0은 미래 토지

피복이 현재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임으로 모두 취

약성 지수 0으로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제주도 생태계의 

취약성 지수는 0-3으로 산출되었다(그림 6). 생태계 훼손 

정도가 가장 심각한 취약성 지수 3인 지역은 SSP1 시나리

오 가정에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0.9%(~15 ㎢)였으며, 

SSP3 하에서는 약 1.5%(~27 ㎢)였다. 지수 3인 지역은 한라

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동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

며, 서쪽과 북쪽 일부 지역에 드물게 나타났다. 중간 정도

의 훼손이 예측된 지역인 취약성 지수 2인 지역은 SSP1의 

경우 약 1.8%(~32 ㎢)였으며, SSP3의 경우 약 2.2%(~39 ㎢)

였다. 지수 2인 지역은 제주도 서쪽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장 훼손 정도가 낮은 취약성 지수 

1인 지역은 SSP1의 경우 약 3.2%(~56 ㎢)였으며, SSP3의 경

우 약 4.9%(~85 ㎢)였다. 지수 1인 지역은 가장 넓은 지역

A

B

그림 4. SSP1(A)와 SSP3(B) 시나리오를 적용한 2050년 제주 

토지이용 전망

A

B

그림 5. SSP1(A), SSP3(B) 시나리오 기반 토지이용변화 예측을 

적용한 2050년 생태계 중요도 지수 분포

A

B

그림 6. SSP1(A), SSP3(B) 기반 토지이용변화 예측에 따른 

2050년 생태계 취약성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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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산재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우리나라 보호지역 지정은 기준과 방법이 매우 서술적

으로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나 관찰 등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등 분석기법을 활용한 예는 매우 드물다(구경아 

등, 2018).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자료를 통합하여 생

태계 보호지역을 도출한 경우에도 다양한 인자들이 종합

적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미래 환경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생물다양

성 보전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생태계의 불확실성

을 낮추고 이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 선정에 있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비생물 인자뿐만 아니라 환경변화

도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생태계 인자들과 현재의 토지피복 및 미래

(2050년)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보전가

치가 높은 우수 생태계 지역을 도출하고 생태계 중요도 지

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출된 현재와 미래 생태계 중요

도 지수를 비교하여 미래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훼손 정

도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생태계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

다. 그 결과,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그

림 3, 5)과 미래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는 취

약한 지역이 도출되었다(그림 6). 

미래 토지이용변화는 SSP1 & 3 시나리오를 토대로 예측

되었으며, 산림과 초지의 감소와 도시와 농경지 등의 증가

를 예측하였다(그림 4). 예측된 토지이용변화를 적용하여 

미래 생태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수 1~3의 모든 지역

이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P1 보다 SSP3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그림 5). 현재와 미래의 생태계 중요도 지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생태계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생태계 훼손 정도

가 가장 심각한 취약성 지수 3인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

로 제주도 동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수 2인 

지역은 제주도 서쪽에 대부분 분포하며, 지수 1인 지역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산재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그림 6). 제주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취약성 지수 3

인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개발제한이 필

요하며, 지수 2인 지역과 1인 지역도 단계적으로 보호지역

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리보전지역인 경우 보전 등급을 상

향 조정하여 보호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지역 지정에 다양한 생태계 생물･비생물 

인자들이 고려되고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기법들이 가진 한계를 일부 극복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우수 생태계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자들에 대한 개별 공간자료뿐만 아

니라 인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자료와 분

석결과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종 서식지 분

포를 생태계 보호지역 분석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

역에서 조사된 멸종위기종 목록과 각종의 서식지 적합도 

분석결과가 있어야 하며, 분석을 위한 공간화된 환경자료

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 인자에 대한 공간자료 구축 및 각 서식종들에 관한 

생태연구가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규모에서 생태계 

보호지역 분석을 위하여 각 인자에 대한 30 m 이하의 고해

상도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화 인자로 사회경제시나리오

(SSP1 & 3) 가정하에 예측된 토지이용변화가 적용되었다. 

기후변화 등 다른 환경변화에 비해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영향력이 큰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인 것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의 결과는 생태계 보호지역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그러나 더 정확한 분석결과 도출을 위하여, 기후변

화, 오염 등 다른 환경인자 변화의 생태계 영향 또한 고려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생태자료 및 연구결과, 공간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이 필요

하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30 m 이하의 고해상도 자료

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1 m 정도의 고해상도 자료의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자연생태계 자료는 매우 부족한 현

실이다.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생태계를 보다 더 정확

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인 생태자료의 수집,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공

간자료의 구축, 생태모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에 맞는 

토지이용변화 예측 시나리오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초 자료와 연구 결과 부족에 따른 한계와 더불어, 본 연

구의 분석 결과는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과 육상 생태계에 



구경아･박선욱

- 262 -

한정되어 있어 해안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책 활

용 시 한계가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2의 제주공항 건

설 등 해안지역 개발 압력을 고려할 때, 향후 해안지역 우수 

생태계 보호지역 분석이 추가 진행되어 보호지역 확대 정

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라산 주변에 도출된 

우수 생태계에 관한 서식지 연구나 서식지 연결성 연구 자

료가 부족하여 생태계 연결성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다. 예

를 들어 생태계 취약성 지수가 가장 높은 지수3 지역이 한라

산 동쪽에 파편화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이 동･식물의 서식지나 종다양성을 모형 등을 사용

하여 분석한 자료가 아니라,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지와 종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관찰된 지역인 곶자왈, 오름, 동굴 등

의 공간자료가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생태 지역 사이에 위

치하는 생태계 연결에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 멸종위

기종과 고유종의 이동 거리에 관한 연구 및 이를 고려한 서

식지 모형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토지피복도의 대분류

를 사용하면서 수생태를 대표하는 하천 및 저수지 인자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생태계가 기후변화 등에 매우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

한 기초적인 생태연구와 서식지 분포 연구 수행이 이루어

지고 이를 보호지역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태계 인자들과 현

재의 토지피복 및 미래(2050년)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보전가치가 높은 우수 생태계 지역을 도출

하고 미래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훼손 정도를 계산하여 

생태계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취약성 지수 3인 지역

의 보호지역 지정 등, 취약성 지수를 근거로 보호지역 지정 

우선 고려 대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지역 지정에 

다양한 생태계 생물･비생물 인자들이 고려되고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기법들

이 가진 한계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토지

이용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생태계 보호지역을 도

출하여 이러한 인자의 고려가 생태계 보호지역 선정에 중

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그러나 

더 정확한 생태계 보호지역 분석을 위하여 향후 기초 환경 

모니터링 및 공간자료, 기초생태연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인자 변화의 생태계 영향 연구, 해안생태계에 대한 기

초 자료 및 연구결과, 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등

의 자료와 정보 축적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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