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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wildlifehabitatshavebeendestroyedandfragmentedduringtherapidindustrializationandurbanizationprocess

inKorea.Itisessentialtoconnectthesefragmentedhabitatstoreduceroad-killofmanytypesofendangeredurbanwildlife.

Thesiteselectionforwildlifepassagesmusttakeintoaccountthebehaviorofthewildlifespeciesforsafecrossingutilizing

manyartificialbarriersinurbanareas.

ThisstudyattemptedtoidentifypotentialwildlifepassagesitesfortheendangeredandprotectedleopardcatsofGangseo

EcologicalParkinSeoul,Korea.Aspacesyntaxanalysis,ananalyticaltechniquetoobjectivelyevaluatethespatial

configurationsrelatedtopassageselection,foundthattheintegrationvaluerepresentstheaccessibilityandconnectivityof

spaces.Inthispaper,thismeansthatthebiggertheintegrationvalue,themorefrequentlytheleopardcatpassesthrough.

Theleopardcatswerecapturedandradio-trackedfor72hoursonceamonthfromMarchtoJuneof2009.TheArcGIS

andAnimalMovementofHawthToolswereusedtoanalyzethehomerangeandmovementpaths,andAxwoman4.0

wasusedtoanalyzespacesyntax.

Thedailyaveragemovementdistancewas2.099±1.08km.Duringthesurveyperiod,theleopardcatscrossedoveran

urbanexpresswaymorethan20times,runningtheriskofroad-kill.Therangeofglobalintegrationvalueswas0.458～1.834,

whilethatofthelocalintegrationwas0.210～6.061.

Fivesitesthatmetacrosstheleopardcats’movementroutesandroadswereselectedtomeasurethelocalandglobal

integratevalues.Amongthesesites,thehighertheintegrationvalue,thehighertheroad-killpossibility.Thus,twooffive

siteswithhighglobalandlocalintegrationvaluesweresuggestedaspotentialwildlifepassagesitesfortheleopardcats.

Now,threetunnelpassagesareunderconstructionatthesuggestedsitesforwhichlocalintegrationvaluewas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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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4.369).Furtherstudiesarescheduledtoverifythesepotentialsitesassuitablewildlifepassages.

KeyWords:WildlifeMovement,RoadKill,WildlifeVehicleCollision,Eco-Bridge

국문 록

도시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처는 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괴되거나 편화되었다.도시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감하기 해 편화된 서식처의 연결이 필요하다.도시지역의 인공장애물을 안 하게 통과하기

해서는 야생동물의 행동에 기반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멸종 기종인 삵을 목표종으로 하여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잠재

상지를 악하 다.이동통로의 선정은 공간구조를 객 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공간구문론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통합도가 높은 것이 공간의 근성과 연결성 높은 것을 의미하며,이 논문에서는 통합도가 높은 공간이 삵이 더 자주

이동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포획된 삵은 발신기를 부착하여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월 72시간 연속으로 원격무선추 하 다.삵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해 ArcGIS의 AnimalMovenent와 HawthTools를 이용하 고,공간구문론 분석을 해 Axwoman

4.0을 사용하 다.

삵의 하루 평균이동거리는 2.099±1.08km로 나타났다.연구기간 동안 삵은 로드킬의 험을 안고 올림픽 로를 20회

이상횡단하 다.삵의이동경로에 한공간통합도로서 체통합도는0.458～1.834,국부통합도는0.210～6.061로나타났다.

삵의 이동경로와 도로가 첩되는 5개 지 을 선정하여 통합도 값을 측정하 으며,이들 지 통합도가 높은

곳이로드킬의발생가능성이 높은곳이다.따라서5개지 체통합도와 국부통합도가 가장높은곳을각각잠재

이동통로 지로 제안하 다.국부 통합도가 가장 높은 지 에 터 형 이동통로가 건설 에 있으며,공사 완료 후 이들

지 에 한 이동통로의 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주제어:야생동물 이동,로드킬,야생동물 차량 충돌,생태통로

Ⅰ.서론

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시가지와 도로의 증가로 인

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되고 편화되었다.서식지의 훼

손과 단 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메타개체군이 소멸

되고 있다.

서식지단 에의한서식 도와개체군변화에 한국내연

구는 아직 부족하여 그 정도를 악하기 어렵다.다만,지리산

인근지역119km의도로구간에서2년6개월간103개체의로드

킬이 발견되었으며(최태 과 박종화,2009),1998년부터 2005

년까지 국 23개 고속도로에서 6,338개체의 로드킬이 발생한

사례를 볼 때 야생동물은 도로와 차량 등의 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로드킬은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종다양성의 감

소는 물론,인간의 입장에서도 인명과 재산의 손실 그리고 정

신 충격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자연지역에서의 서식지의 편화가 주로 도로에 의한 선형

단 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도시지역에서의 서식지 편화는

시가지의확 에의한면 의감소와도로에의한선형단 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도시의 발달은 지형 인 측면에서 주로

평지에서 구릉지를 거쳐 습지로 시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

어(김동실,2006),시가화되지 않은 일부 산지와 수변지역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지역은 인공시설물에

의해 고립되어 있거나 단 되어 있으며,인간 활동에 의한 서

식활동의 방해와 로드킬과 같은 험이 상존하고 있다(Etter

etal.,2002).야생동물서식지의연결과로드킬의 감을 해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설치되고 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도입 배경과 목 ,조성 주체 등에 따

라 그 명칭과 정의가 다양하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생

태통로’로불리며,자연환경보 법제2조에서‘도로․ ․수

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 되거

나 훼손 는 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야생동물의 이동을 돕

기 하여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 공간’으로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생태통로의 주요 기능으로는 야생

동물의 이동로와서식처제공,천 교란으로부터의피난처

제공,생태계의연속성유지 등이 있으나(조동길,2005),본연

구에서는 야생동물의 이동이라는 기능에 을 맞춰 야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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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동통로로 명명한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사냥의 상이 되는 동물의 이동을 확

보하기 해 랑스에서시작되었으며(KellerandPfister,1995),

유럽차원의서식지단 과종다양성감소를방지하기 해제

안된‘유럽생태네트워크(TheEuropeanEcologicalNetwork)’

선언과 유럽연합(EU)의 ‘Natura2000’등에 의해 본격 으로

조성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 부터 서식지 단 감소의 부정 인

향을 이기 해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도입되어 설치되고

있다.

국에 설치된 야생동물이동통로는 총 317개소로 야생동물

용 생태통로가 164개이며,배수로 등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통로가 153개이다.겸용 생태통로는 도심 인근에 설

치되어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는 육교형과 자연지역에서 배수

로나 차량 통행용으로 병행 사용되는 터 형으로 구분된다(환

경부,2011a).겸용이동통로의경우 치와구조가야생동물의

이동에 합하지 않아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의 이동통로의 조성은야생동물 입장에서의생태학

원리보다는 이동통로의 치가 서식처 사이를 연결하는 최

단거리가 합하다는인간 심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 감,

건설상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져 실효성이 다는 비 을 받아

왔다(송병화,1996;김명수,2005;이용욱과 이명우,2006).

이동통로의 생물서식처 연결과 생물다양성 유지의 목표 달

성을 해서는이동통로규모와 치선정이 요한요소로작

용한다(김귀곤과 최 ,1998).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치 선

정방법으로는로드킬발생지 을통한 치선정(권 수,2006;

이용욱과 이명우,2006),설치지역 선정을 한 평가항목분석

(박지희 등,2009),동물 이동 시뮬 이션을 통한 생태통로

치선정(GustafsonandGardner,1996;신수안과안동만,2008),

야생동물 출 지 을 통한 연결구간 선정(사공정희 등,2011)

등이 있다.

이동통로 조성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도로개설 이 의

야생동물 이동경로와 이용 빈도를 근거로 치를 선정하는 것

이나, 부분 도로공사에서 이동통로에 한 고려와 야생동물

이동에 한 사 조사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김귀곤

등,2000;이진 등,2010).

로드킬 방지와 단 된 서식지의 연결이라는 이동통로의 목

과효용성제고를 해서는야생동물의서식환경은물론생

태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특히 목표종의 로드킬 방지

와 확산에 한 실효성을 극 화할 수 있는 이동통로의 치

선정이 요하다.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지 선정을 해서는

야생동물의이동과서식행태등의생태 특성에 한고려와

함께객 인 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본연구에서는야생동

물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의 치 선정에

한 내용에 을 맞췄다.

본연구의목 은공간구문론(SpaceSyntax)을이용하여야

생동물이동통로의 지를선정하는것이다.이를 해서울강

서습지생태공원에서식하는야생동물에 한흔 조사를통해

목표종을 선정하고,포획후 원격무선추 을통해이동경로 추

정한다.야생동물의이동경로를공간구문론을이용하여이동에

서의 공간 이용 특성을 규명하고,서식지에서의 인공시설물에

의한 이동이 제한되거나 단 이 우려되는 지 을 찾아 야생동

물 이동통로의 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Ⅱ.연구방법

1.연구 상지

본연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강서습지생태공원을 상지

로 하 다.강서습지생태공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47

번지일 방화 교남단에서행주 교남단사이의한강둔치

에 자리잡고 있다(그림 1참조).강서습지생태공원은 1996년

한강조류생태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인근 김포공항에서 이착

륙하는항공기와의조류충돌의 험이제기되어명칭과계획이

변경되어 2002년 7월 개원하 다(http://hangang.seoul.go.kr).

강서습지생태공원은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며,남쪽으로는

올림픽 로와 해있으며올림픽 로 머지하철5호선방화

차량기지와 개화산이 치하고 있다.동남쪽으로 체육공원과

한강을 따라호안콘크리트제방이이어지며,행주 교남단으

로 이어지는서쪽은 나 지와비닐하우스, 밭등이 굴포천까

지 이어진다.

재 이 지역은 아라뱃길 사업으로 김포터미 공사와 한강

그림 1.연구 상지의 성사진

자료:GoogleEarth,2008.10.20.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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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하천환경정비사업등각종공사가진행되고있어야생동

물의 서식환경이 격히 변화되고 있다.

2.흔 조사와 포획

강서습지생태공원 일 의포유류흔 조사는2008년10월부

터 2009년 8월까지 총 8회 실시하 다.지표면에 남겨진 발자

국,배설물,둥지,터 등 흔 을 통해 종을 악하고, 성

치확인시스템(GlobalPositioningSystem:GPS;60CSXGarmin

Inc.USA)을 이용하여 그 치를 기록하 다.

흔 조사를 통해 강서습지생태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종

을 악하 으며,이 핵심종(keystonespecies)이자 희귀종

인 삵(Prionailurusbengalensis)을 목표종으로 선정하 다(김

귀곤과 최 ,1998;조동길,2005).삵은식육목고양잇과 동

물로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유일한 고양잇과 야생동물이며,

환경부지정 멸종 기 2 으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삵의 서식 환경 특성을 기 로 서식지의 연결과 보 지역의

선정에 한 연구(강혜순 등,2005;이동근과 송원경,2008)가

있으나, 역 차원에서 개략 인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반면,국지 인 차원에서의 삵의 도로횡단특성에 한연구로

는 도로횡단 구조물 상의 에 힌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조사한 연구(최태 등,2006)와 원격무선추 을 통해 행동권

과도로횡단특성을 악한연구가있다(최태 과박종화,2009).

삵의 포획은 흔 조사를 기 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

월까지 12개월 동안 실시하 다.포획장비는 TomahawkLive

Trap#208(TomahawkInc.USA)을사용하 으며,미끼는닭

고기,등 쥐를 사용하 다.포획작업은 야생동물이 주로 활동

하는 야간에 이루어졌다.

포획된개체는표 1과 같은삵3개체이다.도시지역에 서식

하는 삵의 행동권은 자연 농 지역에 비해 좁은 면 을 보

이나,포획된 삵(LC-1)의 행동권은 강서습지 생태공원

호산 일 에 포함하는 면 으로 단독 혹은 1 씩 생활하는 삵

의 생태를 고려한다면 표 1의LC-1과 LC-2가 을이루어서

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우동걸,2010).그러나 LC-2는 원격

무선추 올림픽 로에서 로드킬로 폐사하 으며,LC-3는

발신기가 탈락하여 추 할 수 없었다.

LC-1한개체의3월에서6월까지의원격무선추 을통해획

득한자료를 통해이동특성을분석하 다.포획된개체인 암컷

구분 종 성별 연령 체 추 시기 비고

LC-1 삵 암 성체 3.5 3～6월

LC-2 삵 수 성체 5.6 - 로드킬 폐사

LC-3 삵 수 아성체 2.8 - 발신기 탈락

표 1.포획된 야생동물 황

삵의행동권과이동패턴은연 일정하게유지되므로(Nakanishi

etal.,2005)4개월간의추 기간이연 삵의행동에 표성을

가질 수 있다.

3.원격무선추 과 공간구문론 분석

원격무선추 기법은 야생동물의 이동 패턴,행동권 크기,

포식 계,서식지 선호 사망률 등의 연구에 사용되어왔다

(WhiteandGarrott,1990).

포획된삵 3개체 1개체(LC-1)만이무선추 이가능했다.

발신기가 부착된 삵은 각 개체별로 1달 1회 72시간 연속

1시간간격으로 치를확인하 다.발신기는 단 (VeryHigh

Frequency:VHF)용 ATX150AA(Wildsys,Korea),수신기는

VHF야기안테나(4-ElementYagi,ATSInc.USA)와컴퍼스

(Eyecompass,SilvaInc.Sweden)을 이용하여 개체의 방향을

단하고,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삵의 좌표를 추정하 다.무

선추 의 오차는 GPS실험을 통해 추정좌표와 비교하 으며,

평균오차거리는 12.18m로 나타났다.

강서습지일 의 수치지형도(1:5000)에서 선형(polyline)자

료를추출하고,이를WGS84UTM좌표체계로변환하여 추정

된 삵의 좌표와 첩하 다.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에 한 단 축 분석을 해 ArcGIS

9.3에서HawthsTools(SpatialEcologyLLC.)의AnimalMovement

를이용하여 추정된좌표의 형(point)자료를 이동경로의 선

형(polyline)자료로 환하 다.삵의이동경로에 한 공간구

문론 분석은 ArcGIS9.3에서 Axwoman4.0을 이용하 다.

3.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Hillieretal.,1976;Hillier,1996)은 건축 도

시 분야에서주로연구되고있으며,공간의 근성과 연결성에

한 정량화 분석을 해 시도되고 있다(Batty,2004;이병욱

과 이승재,2005;김태호,2008,김태호 등,2009).

공간구문론을이용한분석방법은단 축분석(axialanalysis)

과단 공간 분석(convexanalysis)로구분된다.이 단 축

분석은 공간의 물리 구조를 단 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

으로,단 축을 구성하는 노드(node)와 링크(link)의 연결 계

를 바탕으로 개별 노드의 특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최재필

등,2005),주로 외부 공간에 한 분석에 사용된다(안종복,

2003).여기에서 단 축은 시각 최 을 설정하여 연결한

축으로 간 공간 내에서 시각 으로 최 한 보일 수 있는 정

도를 직선으로 표 한 것으로 주로 보행로,도로 등을 상으

로 분석한다(김승제,1988).본 연구에는 자연공간에서의 야생

동물의 이동경로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구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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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방법을 용하는데한계가있다.따라서원격무선추 을통

해획득한삵의이동경로를단 축으로설정하여분석하 다
1)
.

공간의 근성과연결성은통합도(integration)
2)
로표 되며,

특정 공간이 다른 공간에서 얼마나 쉽게 근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JiangandClaramunt,2002;최 석,2008;김태호

등,2009).통합도는 체 공간을 고려한 체 통합도(Global

Integration)와인 한몇개의공간깊이만을고려하는국부통

합도(LocalIntegration)로 구분된다.특정 공간의 체 통합도

값이높을수록 연결성이높으며,공간구조상 요도가높은공

간임을 의미한다.국부통합도는 일반 으로해당공간을 심

으로3개의공간(radius-3)까지를고려한 연결성으로국지 인

지역 내에서의 연결성을 의미한다.

공간구문론은야생동물의서식과이동에서 이용하는공간의

근성과 연결성을 바탕으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치를 선

정하기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Ⅳ.결과 고찰

1.야생동물 이동 특성

삵의 하루 이동거리는 2.099±1.08km로 주로 강서습지 생태

공원 내부와 개화 인터체인지,한강 골재 치장에서 많은 활

동을 하 으며,행주 남단 인터체인지 근처 올림픽 로에서의

횡단이 확인되었다.삵은 조사 기간 동안 올림픽 로를 최소

20회 횡단하 으며(그림 2참조),이는 행주남단 인터체인지

내부 시설녹지를 주간 잠자리로 이용하고,강서습지생태공원

일 에서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이다(우동걸,2010).삵의 도로

횡단은 그림 2와 같이 주로 야간시간에 이루어지며,18시에서

22시 사이에 집 되었다.

조사기간 2009년 3월 30일에 무선추 이던 삵(LC-2)

이 로드킬로 폐사하 으며,올림픽 로에서 고라니 사체 2구,

구리 사체2구,족제비사체2구,개사체1구가각각발견되

그림 2.삵의 도로 횡단 횟수

어이지역에로드킬방지시설과이동통로가필요함을확인하

다.

2.야생동물 이동통로 지 선정

1)이동경로의 공간구문론

원격무선추 을 통해 악된 삵(LC-1)의 이동경로를 공간

구문론 분석을 하 다(그림 3참조).

삵의이동경로에 한공간통합도로서 체통합도는0.45～

1.83,국부 통합도는 0.21～6.06로 나타났다.행동권 내에서

체 통합도는 신행주 교 남단(1.12～1.83)과 개화 인터체인지

인근(0.81～1.71)그리고 강서습지 생태공원 내부 일 (1.12～

1.67)가 높게 나타났다.이들 지역은 삵의 행동권에 한 조화

평균(harmonicmean)50%의 핵심 서식지(corearea)에 해당

하는 지역과 일치한다(우동걸,2010).반면, 호산(0.51～1.16),

방화 교 남단(0.61～0.94),개화 인터체이지 내부(0.69～1.32)

의 체 통합도 값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합도는 삵의 이동이 활발한 공간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잠자리와 같이 이동이 거의 없는 공간에는 낮게 나타났다.통

합도가 높은 공간은 근성과 연결성이 좋아 삵의 이동에서

이용도가 높은 공간인 반면,통합도가 낮은 지역은 주로 잠자

리나 휴식처로이용하여이동의빈도가 낮은공간이라 단된

다.개화 인터체인지 인근은 통합도가 높은 곳으로 다른 공간

에 비해 상 으로 근성과 연결성이 높으며,이는 삵의 이

동이 많은 공간임을 의미한다.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주로 잠

자리와 먹이활동지 사이에 치하고있는 곳으로삵이잠자리

그림 3.삵 이동경로의 체 통합도

범례: :통합도,✚:잠자리,●:먹이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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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먹이활동지로 이동하고,다시 복귀하는과정에서주로이

용되는 공간이다.

그러나이공간은통행량이많은도로가있어서로드킬의

험 한 높은 곳으로 단된다.무선추 폐사한 삵(LC-2)

의로드킬지 이통합도가높은행주남단인터체인지동측지

역으로통합도가높은공간에도로가교차할경우로드킬의발

생 확률이 높을 것이다.

2)이동통로 지선정

이동통로 설치 치를 선정하기 해 먼 체 공간에서의

삵의 공간이용 특성과 체 통합도를 고려하여 설치 후보지역

을정하고,해당지역에서삵의이동경로와도로가 첩하는지

에서의 국부통합도를 통해 최종 인 설치 지 을 선택했다.

삵의 주간 잠자리는 개화 인터체인지 시설녹지나 올림픽

로변 제방의 목림에 형성되었고,야간의 먹이활동은 행주

교남단 시설녹지 내부와 강서습지생태공원 일 지와 농경

지에서 이루어졌다.행주 교 남단 시설녹지는 자동차 소음과

가로등 불빛에 한 교란이심하나,다양한조경수목이식재되

어 있고 일부 과 갈 군락으로 이루어진 습지가 있어 먹이

자원이 풍부하며,사람들의 출입이 없어 삵의 주간 잠자리와

먹이활동 장소로 합하다(우동걸,2010).따라서 삵이 행주

교 남단 시설녹지와 강서습지생태공원 일 를 서식지로 활용

하기 해서는 올림픽 로의잦은횡단이불가피하며,이로인

해 이 구간의 로드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연구 상지에서 신행주 교 남단과 개화 인터체인지 인근

지역이 체통합도가1.5이상으로높게나타나,그림4의범

그림 4.삵 이동경로의 국부 통합도와 이동통로 설치 후보 지

범례: :통합도, :수로박스

지 체 통합도 국부 통합도 비고

1 1.092 2.660 도로

2 1.653 4.369 도로

3 1.711 4.032 도로

4 1.560 3.881 도로
(폐쇄된 수로박스)

5 0.898 1.055 수로박스

표 2.이동통로 설치 후보 지 의 통합도

를 이동통로설치후보지역으로 선정하 다.삵의이동경로

에서 도로와 첩되는 지 을 야생동물 이동통로 후보지 으

로 선정하 으며,이 신행주 교 하단은 이동이 가능한 공

간이 확보되어 있으며,농경지 내부의 도로는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로드킬의 험이 낮아 제외하 다.야생동물

의이동에 이되는올림픽 로 행주남단인터체인지와

삵의이동경로와 첩되는5개지 을최종 으로야생동물이

동통로 설치 후보지로 설정하 다(그림 4참조).

야생동물 이동통로 후보 지 의 통합도는 표 2와 같으며,

체 통합도가 가장 높은 지 은 지 3으로 삵의 체 서식

공간과의 근성과 연결성이 높은 이동경로이며,로드킬의

험이 높다.

국부 통합도는 지 2에서 가장 높아 국지 인 연결성을 고

려했을 때,지 2를 이동통로설치지역으로검토할필요가있

다.따라서 강서습지 생태공원에서 삵을 목표종으로 올림픽

로 상에 이동통로를 조성한다면 지 2와 지 3지역에 설치

하는 것이 효과 이다.

3.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방안

도로 조성 시 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하지 않는다

면,실제 야생동물이 도로로 인해 단 된 서식지를 이동을 하

는방법으로도로상부를직 횡단하거나혹은수로박스혹은

배수 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삵과 족제비, 구리의

경우에는 수로 이 와 같은 작은 구조물을 이동통로로 잘 이

용하므로(최태 2007), 상지역에서통합도가높은지 에서

a:지 5의 수로박스 b:수로박스 보완시설 설치 시

그림 5.지 5의 수로박스

자료:a:필자 촬 ,2010.b:환경부,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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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이 설치를 통한 로드킬 감이 가능하다.

개화 인터체인지 내부에 치한 지 5는 수로박스로 인

터체인지 내부의 시설녹지를 연결하는 겸용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기능이 있다.그러나 체 통합도와 국부 통합도가 각

각0.898과1.055로다른지 과비교하여상 으로낮았다.이

는수로박스가단 된두공간을연결하고있으나,실제로그림

5와 같이 이동통로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 호우 는하천이범람하여수로박스내의수 가높아

질 경우에는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따라서 수로박

스가야생동물이동통로로서기능을유지하려면그림5와같이

수로박스의 양측 벽면에 이동턱을 설치하여 수 변화에 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로박스의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Ⅴ.결론

본연구는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서식하는 멸종 기종인삵

을 목표종으로 하여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잠재 상지를

악하 다.이동통로의 선정은 공간 구조를 객 으로 평가하

는 방법인 공간구문론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삵의 하루 평균이동거리는

2.099±1.08km이며,한강과 올림픽 로 등 서식지의 공간 구조

에 향을 받고 있었다. 한 연구기간 동안 삵은 올림픽 로

를 20회 이상 횡단하 으며,삵 1개체가 로드킬로 사망하 다.

도시의 확산과 성장으로 도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서식

지 단 과 로드킬의 험에 노출되어 있다.도시 지역에 서식

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연결하고 이동을 보장하기 해서

합한 치에 이동통로와 유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서식지

에서 인공시설물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거나 단 이 우려되는

지 을 찾아 야생동물이동통로를설치해야 하며,이동통로선

정하는데 있어 야생동물의 이동 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가

필요하다.특히,행주남단 인터체인지 시설녹지와 같이 도로변

유휴지에형성되는비오톱의경우에는생태 덫(ecologicaltrap)

이될 수 있으므로,설계 시 로드킬과 같은 서식지 요인에

한 감방안 용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지를 선정하기 해원격무선추 을

통해 실제 삵이 이동한 경로를 악했으며,이를 객 으로

정량화하기 해 공간구문론을 통해 분석하 다.

삵의 이동경로와 도로가 첩되는 5개 지 을 선정하여 통

합도 값을 측정하 으며,이들 지 통합도가 높은 곳이로

드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설치

가 필요한 지 이다.따라서 5개 지 체 통합도와 국부

통합도가가장높은곳을각각잠재 이동통로 지로제안하

다.국부 통합도가 가장 높은 지 에 터 형 이동통로가 건

설 에있으며,공사완료후이들지 에 한이동통로의설

치 효과를 검증하여 지여부를 최종 으로 단할 것이다.

다만,본연구에서 용한공간구문론이주로도시의공간구

조를 악하는데 이용되어 왔으며,최근에서야 다양한 공간에

한 용이 시도되고 있다.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연지역에

한 용은공간구문론의 가정과 제,분석과결과에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이는 향후 검증과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밝 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목표종으로 삵을 선정

하 으나,다른 생물종의 경우 각 종별 이동 행태가 다르기 때

문에 다양한 종을 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이동통로의 설치

치를 결정해야 한다.본 연구와 같이 서식지의 표종이나

희귀종등특정한생물종을 상으로하는방법과해당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이동경로를 모두 통합하여 치를 결정

하는방법을비교․검토할 필요가있다.본연구에서는야생동

물의 이동경로를 악하기 해 VHF용 수․발신기를 이용하

여 1시간 단 의 좌표정보를 수집하 으나,GPS칼라(collar)

를 이용하면 보다 짧은 주기로 보다 정확한 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연구 수행을 한 시간과 노력을 감할 수 있다.

-------------------------------------

주 1.공간의 깊이는 기 이 되는 공간에서 특정 공간에 도달하기 해 거쳐

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수를 의미하며,단 축 분석에서는 출발 노드에

서부터 도착 노드에 이르는 단 축의 최소한의 수이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 축은 원격무선추 을 통한 삵의 치로부터 추정한 단 축

으로 실제 공간의 깊이를 반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 2.공간구문론에서의 통합도는 특정 공간이 모든 다른 공간으로부터 근

할 수 있는 평균 인 공간의 상 깊이를 의미하며,산출과정은 다

음과 같다.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공간들로의 깊이인 총 깊이()에

서 상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수()를 나 어 평균 깊이

()를 계산한다.

 식 1

평균 깊이는 공간의 수에 따라 변화하는데,이를 공간의 수와 계없

이 0과 1사이의 상 인 값인 상 비 칭성(RelativeAsymmetry)

값()으로 변환한다.

    식 2

상 비 칭성값은 분석 상의 총 개수에 향을 받게 되는데,이를

배제하기 해 상 비 칭성값을 보정계수()로 나 어 실질

상 비 청성(RealRelativeAsymmetry:RRA)을 도출한다.




식 3

실질 상 비 칭성은 근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최종 으로 역

수를 취해 공간의 통합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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