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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보은군·단양군 자연생태현황(Biotop)지도 작성』

Ⅱ.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비오톱 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의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및 제8조 자연

환경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보은군, 단양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공간관리와 도시계획,

환경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오톱 지도 작성이 필요하다.

Ⅲ.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공간적 범위 : 보은군(속리산면, 장안면, 산외면), 단양군(영춘면)

시간적 범위 : 2012. 04. 01. ~ 2012. 11. 30.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관련 법률에 비오톱지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비오톱지도의 활용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개발계획 및 각종 환경계획에서 제도적인

수단으로 법정계획의 기초조사 자료 작성 시 비오톱지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활용을 명기하기 위해서는 비오톱지도에 대해 생태․자연도와

동일하게 품질 인증, 고시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타 지도와의 호환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활용은 비오톱지도 활용을 조례를 통해 명시함으로서

비오톱지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비오톱지도 활용을 명시

할 수 있는 조례로는 환경 또는 자연환경 관련조례가 첫 번째 대상이며, 도시계획 등

토지 관리 및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례에서 사안별로 명시하는 방안도 있다. 관련 

조례에서 사안별로 활용을 명시한다면 비오톱지도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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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제1장 과업 개요제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목적

비오톱 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의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및 제8조 자연

환경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여 업무를 추진 하기위한 

『보은군, 단양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공간관리와 도시계획,

환경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오톱 지도 작성이 필요하다.

1.2. 과업의 범위

1.2.1. 공간적 범위

조사권역 : 보은군(속리산면, 장안면, 산외면), 단양군(영춘면)

1.2.2. 시간적 범위

2012. 01. 01. ~ 2012. 12.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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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1] 보은군 행정구역 및 조사대상지 범위

[그림 1.2.2-2] 단양군 행정구역 및 조사대상지 범위



제 2 장  일반 현황

2.1 보은군 현황분석 ·············································7

2.2 단양군 현황분석 ··········································14

2.3 국내사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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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현황제2장 일반현황제2장 일반현황

2.1 보은군 현황분석

2.1.1 자연환경

가. 입지환경

보은군은 동쪽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북도 상주시, 서쪽과 북쪽으로 청원군,

남쪽으로 옥천군 및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와 접한다. 1읍 10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1.1-1] 지리적 위치

구 분 지   명  극    점 비고

동 단 속리산면 만수리 동경 127° 54' / 북위 36° 30'

-

서 단 회남면 법수리 동경 127° 31' / 북위 36° 25'

남 단 마로면 세중리 동경 127° 50' / 북위 36° 22'

북 단 산외면 대원리 동경 127° 48' / 북위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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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1] 보은군 행정지도

나. 수계 및 경관

소백산맥의 천황봉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수철령(536m)·탁주봉(456m)·구봉산

(506m)·구룡산(445m)을 지나 노령산맥의 피반령에 이어지는 산맥이 가로놓여 

있는데, 그 산맥이 분수령을 이루어 북쪽 사면은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 상류에 

해당되고, 남쪽은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 상류 유역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부를 관류하는 보청천은 북쪽 군계에 있는 구룡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면서 보은분지와 삼승분지를 형성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탄부(炭釜) 하곡

평지를 형성한 뒤 북쪽으로부터 남류하는 삼가천을 합치면서 남쪽으로 물길을 

바꾸어 옥천군으로 흐른다.

중앙에 펼쳐지는 보은·삼승·탄부 평야는 땅이 비옥하고 수리와 교통이 편리한 

곡창지대인데 반해 북부 달천의 상류 속리천은 산간계곡을 곡류하고 있어 뚜렷한 

평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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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상․기후

대상지는 국토의 내륙산간지대에 위치하여 기온의 교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최근 10년간 연평균기온은 11.3℃이며, 최고 평균기온은 17.7℃, 최저 평균

기온은 5.8℃를 보이고 있다. 주 풍향은 서풍으로 평균풍속은 1.3m/sec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강수량은 1,316.6mm로 대부분 5~8월에 집중된다.

[표 2.1.1-2] 연도별 기상현황

구  분 
기   온 (℃) 강 수 량

(㎜)

상대습도

(%)

일조시간

(hr)

평균풍속

(㎧)평 균 최  고 최  저

2001 11.3 17.8 5.6 834.4 55.0 3,170.6 1.2

2002 11.2 17.3 5.8 1,284.9 63.0 2,497.3 1.4

2003 11.2 17.1 6.2 2,079.2 67.7 2,321.1 1.2

2004 11.6 18.3 5.9 1,365.4 62.0 2,647.9 1.2

2005 10.7 17.3 5.1 1,536.3 66.0 2,636.7 1.3

2006 11.6 17.8 6.3 1,196.2 69.0 2,419.2 1.2

2007 11.7 18.2 6.4 1,532.1 73 1,834.5 1.2

2008 11.3 17.9 5.7 961.9 72 2,105.0 1.4

2009 11.4 17.9 5.6 1,112.2 71 2,133.1 1.4

2010 11.0 17.2 5.7 1,262.9 72 1,964.1 1.5

평 균 11.3 17.7 5.8 1,316.6 67.1 2,372.9 1.3

자료: 보은군 통계연보, 2010년

2.1.2 인문 ․ 사회 환경

가. 인구 현황  

2010년 보은군의 인구수는 35,325인, 세대수는 15,464가구이며, 최근 10년간

(2001~2010)의 인구증가추세는 연평균 -2.01%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수는 ‘01년 14,956세대에서 ’10년 15,464세대로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는 2.82인에서 2.26인으로 10년간 감소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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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 보은군 인구 변화 추이

구 분 가구수(세대) 인구(명) 증가율(%) 인구밀도(㎢)
세대당인구

(명)

2001 14,956 42,215 -2.56 72.2 2.82

2002 14,803 40,599 -3.83 69.5 2.74

2003 14,770 39,186 -3.48 66.7 2.64

2004 14,761 38,300 -2.26 65.1 2.60

2005 14,782 37,466 -2.18 64.1 2.51

2006 14,858 36,711 -2.02 62.8 2.44

2007 14,736 35,767 -2.57 61.2 2.40

2008 14,950 35,443 -0.91 60.7 2.35

2009 15,158 35,212 -0.65 60.3 2.30

2010 15,464 35,328 0.33 60.5 2.26

연평균
증가율

-2.01

자료: 보은군 통계연보, 2010년

나. 토지이용현황

보은군 전체면적 583.991㎢에 대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68.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답 등 농지가 19.26%, 대지는 1.41%에 불과하다.

[표 2.1.2-2]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목장
용지

도로 하천 기타

보
은
군

면적
(㎢)

583.991 51.332 61.173 401.747 8.222 1.867 14.189 12.591 32.87

구성비 
(%)

100.0 8.79 10.47 68.79 1.41 0.32 2.43 2.16 5.63

자료 : 보은군 통계연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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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

보은군의 주택수는 2010년 말 현재 14,383호, 세대수는 11,651세대로서 주택보급률은

124.0%로 높은 수준이다.

2010년말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11,591호) 80.59%, 아파트(1,712호) 11.90%,

연립주택(451호) 3.13%로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2-3] 주택 현황

구 분

계 종  류  별  주  택  수

세대수
(세대)

주택수
(호)

보급률
(%)

단독주택
(호)

아파트
(호)

연립주택
(호)

기타
(호)

2005 9,467 13,723 145.0 12,122 1,129 242 230

2006 9,209 13,862 150.5 11,572 1,227 435 628

2007 8,816 13,875 157 11,549 1,263 435 628

2008 11,835 14,366 121.0 11,624 1,663 451 628

2009 11,543 14,428 125.0 11,686 1,663 451 628

2010 11,651 14,383 124.0 11,592 1,712 451 628

자료: 보은군 통계연보, 2010년

라. 도시관리계획

보은군의 도시계획현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11.08㎢ (1.9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역 2.74㎢ (0.47%), 공업지역 2.33㎢ (0.40%),

상업지역 0.31㎢ (0.05%) 순으로 조사되며, 비도시지역으로는 농림지역이 333.65㎢

(57.08%), 자연환경보전지역111.53㎢ (19.08%)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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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4] 용도지역별 현황

구  역
총
합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계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
은
군

면적
(㎢) 584.48 16.46 2.74 0.31 2.33 11.08 568.01 62.07 10.08 50.68 333.65 111.53

구성비 
(%) 100.0 2.82 0.47 0.05 0.40 1.90 97.18 10.62 1.72 8.67 57.08 19.08

자료: 보은군 통계연보, 2010년

마. 교통체계현황

보은읍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19호선 국도와, 동서로 25호선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청주시·충주시·상주시·대전광역시 등으로 통한다.

보은군의 2010년 도로 총 연장은 440,036m이며, 고속도로는 29,050m, 일반국도는

90,834m, 지방도(국지도포함) 106,852m, 군도 213,300m로 구성되며, 전체 포장율은

73.8%에 이른다.

[표 2.1.2-5] 도로 현황

도 로 별

도  로  연  장 (m)

총  계 포장도 미포장 포장율(%)

계 440,036 332,686 64,770 73.8

고속도로 29,050 29,050 - 100.0

일반국도 90,834 90,834 - 100.0

지방도 106,852 101,012 5,840 94.5

군도 213,300 111,790 58,930 52.7

자료 : 보은군 통계연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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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관광 및 문화 환경

가. 자연관광자원

[표 2.1.3-1] 자연관광자원

구  분 이  름

자연명소
말티고개, 보은 속리 정이품송, 말티재자연휴양림, 둘리공원,

솔향공원, 동학농민 혁명기념공원, 속리산 자연학습장

계곡 만수계곡, 서원계곡

명산/공원
속리산, 구병산, 금적산, 묘봉, 속리산국립공원, 속리산오리숲,

속리산 문장대, 속리산 천왕봉, 청법대, 항건산, 상학봉

나. 문화관광자원

문화재는 총 82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4점, 지방지정문화재46점, 문화재자료

12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2.1.3-2] 보은군 문화재 등록 현황

연도
총계
(점)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주요

무형문화재

2010 82 24 3 12 3 4 2 -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지방지정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46 34 6 3 3 12 -

자료: 보은군 통계연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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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양군 현황분석

2.2.1 자연환경

가. 입지환경

단양군은 충청북도의 동북단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북쪽

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문경시, 서쪽으로는 제천시와 각각 

경계하고 있는 3도 접경의 도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표 2.2.1-1] 지리적 위치

구 분 지   명  극    점 비고

동 단 영춘면 의풍리 동경 128° 39' 15″ / 북위 37° 03' 45″

서 단 적성면 사원곡리 동경 128° 13' 10″ / 북위 37° 021' 05″

남 단 대강면 올산리 동경 128° 22' 05″ / 북위 36° 47' 55″

북 단 영춘면 유암리 동경 128° 23' 05″ / 북위 37° 09' 20″

나. 지형․지세

83.7%가 산악지대이고 경지면적은 11.2%에 불과하며 집단취락 및 도시지역만 

일부의 분지와 구릉으로 형성되었을 뿐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져 험준한 산세를 

형성하고, 주수계는 남한강 상류로서 본 지역을 관통(연장 23.7㎞)하여 충주호를 

형성하며, 지류로서 오대산에서 발원 평창강 등이 소백산에서 발원한 죽령천,

단양천, 금곡천 등과 합류하여 남한강(충주호)으로 유입된다.

다. 수계 및 경관

강원도 영월군으로부터 흘러들어 단양군 관내를 동서로 관류하며 남한강 동쪽에는

소백산맥이 뻗어 도솔봉(1,316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 용두산(1,015m),

도락산(960m) 등 고봉을 일으키고, 연화봉과 도솔봉 사이의 안부에 죽령이 있다.

남한강 북쪽에는 태백산맥이 뻗어 금수산(1,016m) 등 준봉이 솟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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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단양군 행정지도

라. 기상․기후

대상지는 국토의 내륙산간지대에 위치하여 기온의 교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최근 10년간 연평균기온은 10.4℃이며, 최고 평균기온은 16.9℃, 최저 평균

기온은 4.7℃를 보이고 있다.

주 풍향은 서풍으로 평균풍속은 1.5m/sec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강수량은 

1,487.8mm로 대부분 5~8월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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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연도별 기상현황

구  분 
기   온 (℃) 강 수 량

(㎜)

상대습도

(%)

일조시간

(hr)

평균

풍속

(㎧)평 균 최  고 최  저

2001 10.0 17.1 3.6 849.3 64.0 3,208.20 1.4

2002 10.4 16.8 4.6 1,500.4 67.0 2,747.60 1.6

2003 10.5 16.6 5.0 1,876.6 67.0 2,520.70 1.4

2004 10.7 17.5 4.8 1,630.8 62.0 2,718.90 1.6

2005 10.1 16.6 4.3 1,525.2 64 2,782.8 1.7

2006 11.1 17.3 5.9 1,719.8 69 2,373.2 1.4

2007 10.7 17.2 5.4 2,067.3 74 1,841.3 1.4

2008 10.2 17.1 4.3 885.8 71 2,060.2 1.6

2009 10.2 16.9 4.3 1,277.4 69 2,112.3 1.6

2010 9.9 16.2 4.5 1,545.2 70 1,883.5 1.5

평 균 10.4 16.9 4.7 1,487.8 67.7 2,424.9 1.5

자료: 단양군 통계연보, 2010년

2.2.2 인문 ․ 사회 환경

가. 인구 현황  

2010년 단양군의 인구수는 32,087인, 세대수는 14,037가구이며, 최근 6년간

(2005~2010)의 인구증가추세는 연평균 -1.41%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수는 ‘05년 13,198세대에서 ’10년 14,037세대로 6.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2.6인에서 2.3인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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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단양군 인구 변화 추이

구 분 가구수(세대) 인구(명) 증가율(%) 인구밀도(㎢)
세대당인구

(명)

2005 13,198 34,356 -1.69 44.0 2.6

2006 13,276 33,623 -2.13 43.0 2.5

2007 13,219 32,684 -2.79 42.0 2.5

2008 13,378 32,220 -1.42 41.0 2.5

2009 13,665 32,126 -0.29 40.8 2.0

2010 14,037 32,087 -0.12 40.8 2.3

연평균증가율 -1.41

자료: 단양군 통계연보, 2010년

나. 토지이용현황

단양군 전체면적 780.76㎢에 대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8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답 등 농지가 9.5%, 대지는 0.7%에 불과하다.

[표 2.2.2-2]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목장
용지

도로 하천 기타

보
은
군

면적
(㎢)

780.76 61.23 13.40 642.42 5.57 2.45 13.90 20.47 21.32

구성비 
(%)

100.0 7.8 1.7 82.3 0.7 0.3 1.8 2.6 2.7

자료 : 단양군 통계연보, 2010년

다. 주택

단양군의 주택수는 2010년 말 현재 14,089호, 세대수는 11,041세대로서 주택보급률은

127.6%로 높은 수준이다.

2010년말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9,628호) 68.34%, 아파트(2,291호) 16.26%,

연립주택(1,164호) 8.26%로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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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 주택 현황

구 분
계 종  류  별  주  택  수

세대수
(세대)

주택수
(호)

보급률
(%)

단독주택
(호)

아파트
(호)

연립주택
(호)

기타
(호)

2005 8,730 12,534 141.9 9,261 1,980 1,056 237

2006 8,519 13,219 149.6 9,296 1,980 1,056 887

2007 8,279 12,569 151.8 8,311 2,291 1,070 897

2008 10,808 13,541 119.9 9,461 1,980 1,110 990

2009 10,608 13,944 131.0 9,499 2,291 1,164 990

2010 11,041 14,089 127.6 9,628 2,291 1,164 1,006

자료: 단양군 통계연보, 2010년

라. 도시관리계획

단양군의 도시계획현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30.43㎢ (3.9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공업지역 2.45㎢ (0.31%), 주거지역 2.35㎢ (0.30%),

상업지역 0.42㎢ (0.0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도시지역으로는 농림지역이 

336.81㎢ (43.14%), 자연환경보전지역221.20㎢ (28.33%)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표 2.2.2-4] 용도지역별 현황

구  역
총
합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계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
은
군

면적
(㎢) 780.81 35.42 2.35 0.42 2.45 30.43 745.40 75.93 18.37 93.09 336.81 221.20

구성비 
(%) 100.0 4.54 0.30 0.05 0.31 3.90 95.46 9.72 2.35 11.92 43.14 28.33

자료: 단양군 통계연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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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통체계현황

단양군의 도로망체계는 고속도로 1개 노선, 국도 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5개 노선 등이 있다.

남북축은 국도59호선 1개 노선이며, 동서축은 중앙고속도로, 국도 5호선 등 2개 

노선이며, 보조축으로는 지방도 519호선, 522호선, 532호선, 534호선, 535호선, 595호선,

927호선 등 7개 노선이 있다.

단양군의 2010년 도로 총 연장은 392.76㎞이며, 고속도로는 28.68㎞, 일반국도는 

91.25㎞, 지방도(국지도포함) 117.98㎞, 군도 153.74㎞로 구성되며, 전체 포장율은 

84.0%에 이른다.

[그림 2.2.2-1] 단양군 도로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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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5] 도로 현황

도 로 별
도  로  연  장 (m)

총  계 포장도 미포장 포장율(%)

계 392,765 330,967 51,780 84.0

고속도로 28,680 28,680 - 100.0

일반국도 91,245 91,245 - 100.0

지방도 117,980 117,9803 - 100.0

군도 153,740 97,842 45,880 63.6

자료 : 단양군 통계연보, 2010년

2.2.3 관광 및 문화 환경

가. 자연관광자원

[표 2.2.3-1] 자연관광자원

구  분 이  름

단양팔경 도담삼봉, 석문, 구담봉, 옥순봉, 사인암,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단양제2팔경
북벽, 금수산, 칠성암, 읽광굴, 죽령폭포, 온달산성, 구봉팔문,

다리안산

계곡 남천계곡, 사동계곡, 새밭계곡, 선암계곡, 천동·다리안계곡

천연동굴 온달동굴, 고수동굴, 천동동굴

단양의 명산

소백산, 구담봉·옥순봉, 황정산, 도락산, 금수산, 말목산, 제비봉,

계명산, 덕절산, 도솔봉, 둥지봉, 만기봉, 묘적봉, 사봉, 삼태산,

석화봉, 수리봉, 시루봉, 어래산, 올산, 태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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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문관광자원

[표 2.2.3-2] 인문관광자원

구  분 이  름

전시관
수양개선 사유물 전시관, 광공업 전시관, 방곡 도예 전시관,

공예 전시관, 온달전시관

관광지 다리안관광지, 천동관광지, 온달관광지

다. 문화관광자원

문화재는 총 70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7점, 지방지정문화재43점, 문화재자료 

1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2.2.3-3] 단양군 문화재 등록 현황

연도
총계
(점)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주요

무형문화재

2010 70 27 3 10 7 5 1 -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지방지정문화재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43 34 5 1 3 1 -

자료: 단양군 통계연보, 2010년



- 22 -

2.3 국내사례

비오톱이란 지역별로 구별되는 서식 공간, 특정한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생물의 서식지로 정의할 수 있다.

비오톱 지도는 이러한 비오톱의 공간적 경계를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안에서는 환경계획의 공간화 및 국토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생태환경지도(Biotope map)의 작성의무화 및 활용강화를 입법추진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사려보면 지자체장의 관할구역에 대한 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환경

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때 생태현황지도란 공간적 경계를 갖는 특정생물군집의 서식지 등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지도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방향, 미발표자료).

비오톱 지도화 과정은 도시계획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생태지도로서의 비오톱

지도 제작과 경관계획수립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 

대하여 비오톱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공통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분야는 식생으로 비오톱 이해의 기초가 되는 식생에 

대한 조사․분석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이외에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동물관련 데이터가 미비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지역의 비오톱지도화에서는 도시화지역의 비오톱에 대한 조사, 유형화,

평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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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

항목 세부내용

서울시

면적 605.33k㎡ (2007.12.31 기준)

인구 10,422천명(2007.12.31 기준)

추가목적 향후도시계획수립에활용할목적

사업기간 2000 ~ 2001(1차), 2004 ~ 2005(2차)

내용

⋅1/3,000(1차), 1/1,000(2차) 축척

⋅비오톱유형은 9개의 중분류, 64개의 소분류로 구분

⋅도시생태현황도는 모두6개의 주제도면으로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구성

예산 10억 원(1차), 5.8억 원(2차)

비고

ㆍ관리현황: 5년마다 갱신

ㆍ제작주체: 서울시도시생태팀

ㆍ활용방안: 도시계획, 생태계보전계획

ㆍ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ㆍ녹지축 설정

성남시

면적 141.82 k㎡ (2007.8 기준)

인구 953천명(2007.12.31 기준)

추진목적 생태도시 성남 추진, 성남 생태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2000.12.~2001.11(1차년도), 2003,5~20045(2차년도)

⋅현재 3차년도 시민참여기반확보 사업 추진 중

내용

⋅1:1,000(시가화 및 주변), 1:5,000(산림)

⋅비오톱유형은6개 대분류, 28개 중분류, 44개 소분류로 분류

⋅1단계는 비오톱유형화연구개발, 비오톱현황조사, 주제도제작(10

종/ 토지피복, 토지이용, 상관식생, 동물분포, 조류서식예측도,

비오톱유형, 생태등급)

⋅2단계는주제도보완(곤충, 포유류등 동물서식처평가, 바람길,

(수문현황자료등), 비오톱유형의세분화, 비오톱등급평가지도제 

작, 운영체계구축, 유형화및평가지침서제작, 홍보용책자제작 

‘생태지도성남’

예산 2억 4천만원(1차), 1억 8천 3백만원(2차)

비고

ㆍ갱신주기: 5년(현재 상시 갱신체계 추진중)

ㆍ제작주체: 성남시 환경보호팀

ㆍ활용: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관리를 위한 환경성평가자료로 

활용(택지조성, 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등),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 계획 활용

[표 2.3-1]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추진여건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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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

항목 세부내용

광양시

면적 450.059 k㎡ (2006.12 기준)

인구 140천명(2008.3 기준)

추진목적
⋅가치있는 생태자원을 발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방향제시

사업기간 2005 ~ 2006

내용

ㆍ1:1,000, 1:1,200, 1:5,000

⋅비오톱유형8개대분류,12개중분류, 63개소분류로제작

⋅주제도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현존식생도, 하천도, 문

화관광 자원지도, 비오톱유형도, 지형주제도, 수환경주제도 ,대

기환경주제도, 에너지주제도, 동물서식처평가도(곤충, 양서류,

조류, 포유류), 보전등급으로 구성

예산 2억 3천만 원

비고
ㆍ제작주체: 환경관리과

⋅활용방안: 현재도시 계획정보시스템과 연계사업

고양시

면적 267.31k㎡(2008.1.1 기준)

인구 924천명

추진목적

ㆍ도시개발과자연환경보호요구를위한구체적인계획수단의개발

ㆍ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의 기초마련제공

ㆍ건설교통부의 환경계획법제화 추진에 대응(고양시.2008)

사업기간

ㆍ1단계:2005~2006(삼송, 화전, 지축지구, 화정일대, 고봉산일     

대, 계명산일대, 창릉천)

⋅2단계: 2007~2008 고양시전역

내용

ㆍ1단계: 개발과 관련된 시범지역 비오톱지도제작

ㆍ2단계: 고양시 전역을 1:3,000으로 비오톱지도작성

⋅주요 이슈가 되는 개발대상지역에 대하여 1: 1,000

⋅고양시 비오톱지도 작성방법 및 지침수립

⋅고양시 생태축 구상 및 생태도시조성방안수립

⋅비오톱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예산 6억(1단계, 2단계포함)

비고

⋅작성주체: 환경보호과.

⋅활용방안: 개발사업 등에 대응하는 환경계획기법개발, 기성시  

가지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대응.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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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

항목 세부내용

천안시

면적 132,57k㎡

인구 406천명

추진목적 자연생태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사업기간 2008~2009

내용

⋅ 1/5000 전역

⋅ 1/1000소분류(11개소)

⋅ 라이더영상을 활용한 비오톱지도 작성

예산 1억5천

비고 제작주체: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당진군

면적 664.87k㎡ (2007.3.31기준)

인구 136천명 (2007.1.31 기준)

추진목적 난 개발을 막고,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기간 2008

내용 1:50,000

예산 2억원

비고 -

수원시

면적 121,066K㎡(2008.1.1 기준)

인구 1,090천명5(2008.8.1 기준5)

추진목적

⋅자연환경자원의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계획수립에 반영

⋅생태도시추진

사업기간 2008.7~2010.1

내용

⋅축척: 1/1,000(시가화지역), 1/5,000(산림지역)

⋅전지역의 세분화된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주제도작성(토지이용 및 

토지피복현황, 지형, 물질환경, 현황조사 및 주제도작성등), 생태

유형화 및 평가도 작성, 생태지도 제작

예산 3억 8천

비고 제작주체: 환경정책팀

기타

계획중인 

지방자치

단체

부천시, 이천시, 오산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홍성군, 아   

산시, 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산시, 공주시, 원주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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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녹지축 설정

[그림 2.3-1] 서울시 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사례

생태네크워크 구상 생태네크워크 구상(동지역)

도시환경 개선계획 친자연 여가휴양계획

-

자연경관 보전계획 -

[그림 2.3-2] 원주시 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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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오톱 유형화 기준 설정제3장 비오톱 유형화 기준 설정제3장 비오톱 유형화 기준 설정

3.1 비오톱 유형분류 및 평가기준

3.1.1 비오톱기본유형 결정을 위한 필요요건

경관생태계획을 위해 비오톱지도화 결과를 비교 분석할 때 필요한 기본요건은 

지역적 속성에 상응하는 비오톱 유형의 유용성이다.

이것은 경관생태계획을 위해 적용된 유형이 최소한 체계화된 시스템의 상위속성에

의존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비오톱 유형 목록의 적용과 구체화는 특정지역을 조사하기 이전에 

고려한다.

이때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적절한 유형의 설정을 위한 평가가 

제시될 수 있다.

3.1.2 변수의 선택

경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각각의 영향인자들을 개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식생이 형성되어있는 비오톱(군), 식생이 없는 비오톱(군), 육수

비오톱(군)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비오톱에 대하여 무생물적인 서식지 속성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일반적인 서식지의 외관이 관심의 대상이며 이에 따라 서식지의 평균적인

모습에서의 변형이 결정된다.

일반적인(또는 평균적인 서식지란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들에 의하여 특징지어

진다. 집약적인 이용(자기조절력이 약함), 균형 잡힌 물관리(습윤토양), 화학적 식물

보호제를 통한 집약적인 관리, 높은 영향물질함량과 토양과 물에 대한 중립적 반응

(v. Haaren 1988: 102: in Anlehnung an Planungsgruppe Oekokogie + Umwelt

1983). 또한 표에서는 비오톱지도화에서 개별변수들이 나타내고 있는 지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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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

(informationsquellen)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관에서 제한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라도 각각의 지표들은 적당한 변수의 제시를 위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용강도에 따라 식생의 비중은 변화된다. 비교적 포괄적으로 이용된 

비오톱의 식물들은 무생물적 서식지속성을 나타내는 반면 집중적으로 이용된 

비오톱에서는(예: 잔디를 키우는 녹지나 하층이 거의 없는 침엽수림) 이에 상응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가능하지가 않다.

[표 3.1.2-1] 생물종보호와 비오톱보호를 위한 기본원리와 경관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 (Haren, 1988)

상위목표: 인간과 자연의 장기적인 공생
생물종보호와 비오톱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다양성의 유지

기본
원칙

필요한 자료 및 변수 변수선정의 목적 및 기능

야생동식
물을위한
서식지의 
다양성

서식지의 무생물적 
환경요소

-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토지이용을 위한 잠재적인 특성
-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식생에 대한 정보

이용(이용종류, 이용강도)
- 무생물적 서식지 속성, 동식물에 대한 영향파악
- 개발가능성

식생(식물상 포함)

- 무생물적 환경요소 추정
- 동식물서식지로서의 잠재적 속성 파악
- 경관변화
- 보호의 필요성

생물적, 무생물적 구조
- 동물서식지로서의 잠재성
- 무생물적 구조를 통해 침해의 정도 파악

크기 - 동물서식지로서의 잠재성

공간적 연계성
- 복원과 확산측면에서 동물의 서식지로서의 잠재성
- 침해정도 파악

특정 동물종 - 보호필요성

인위적 
영향에 

대한대처
가능성

무생물적 환경요소,

특정 위기종
상동, 위험정도 파악

이용종류와 강도 상동, 침해정도
희귀종과 멸종위기 
식물종 및 식물군락

상동, 위험정도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 
동물종

상동, 위험정도

지속기간 서식지의 재생가능성 추정
침해정도 침해정도 파악

자기 
복원력

무생물적 환경요소 상동
이용, 특히 이용강도 상동
생물종 목록 상동
크기 상동
공간적 연계성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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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기본유형

변수의 선택과 같이 유형화는 경관속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식생이 있는 육상비오톱에 대한 유형화는 단지 예로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그룹은 아주 포괄적이며, 속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경관요소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경관의 어느 부분에 대한 어떤 변수가 개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유형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분류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제한된 제안이며,

이것으로 지역의 속성을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상위속성은 부분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통해 나누어 질 수 있고 

이러한 속성은 그것이 포함하는 특성에 따라 가능한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유형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기본특성과 추가적인 

특성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지도화는 체계화된 식물사회학적 작업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오톱

지도화의 틀 속에서 지역적으로 형성되어있는 식물군집은 그곳에 존재하는 생물종

스펙트럼에 의하지 않고도 기술될 수 있으며, 서로 경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유형의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조에서 추가적인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사회학적 속성의 정리는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설정된

기본유형에서 상위속성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며,

추후에 구체적인 적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사회학의 분류시스템이 나타나는 모든 식생을 다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분이 나타나는 공간은 단지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기술이 되는 

상위속성이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식생에 대한 기본군집 도는 파생군집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며(vgl. Kopecky 1992), 각 지역에 상응하는 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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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생이 있는 육상 비오톱

기본적인 분류는 식생상관이나 이용강도에 의해 선행되며(예: 숲, 녹지), 이용이라는

개념은 지도화를 위한 기본 유형의 속성을 만들 때 공간 관련한 이용이란 의미에서

적용된다.

식생이 형성되어 있는 육상비오톱에 대하여 이러한 유형화의 예를 들면 조림지와

숲은 최상위 위계에서 구분되지 않는데, 이용되지 않는 식림은 독일의 경우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식생상관에서의 상위속성은 무생물적인 서식지 속성과 마찬가지로 우점종에 의해

구분되며, 추가적인 특성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나. 식생이 없는 육상비오톱

여기에서는 식생이 형성되지 않은 서식지에 대한 눈에 뛰는 분류 특성이 제시

된다.

보다 나아간 세분류에서는 물질의 속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용,

음양, 배수(물관리)에 관한 추가속성이 고려될 수 있다.

다. 육수비오톱

주어진 지표수(하천, 담수)의 육수학적 분류가 기본이 되는데 육수학적 서식

환경에 대한 고려는 무생물학적 구조와 식생구조로 보다 세부적으로 서식지 유형의

분화를 가능하게 한다.

얻어진 비오톱유형은 식생, 이용정도, 영양, 물질 등의 추가적인 특성들을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식생이 있는 비오톱에 대한 사항들이(예; 식물사회학적 속성) 이러한 종류의 

비오톱에도 유효하다.



- 33 -

3.2 비오톱 현황조사 방법

3.2.1 비오톱 조사방법

가. 조사방법

(1) 방형구

위치 : 능선, 사면 계곡 및 기타지형에 설치한다.

면적 : 수고를 기준으로 활엽수의 경우는 15m×15m, 침엽수의 경우는 10m×10m,

초지의 경우는 10m×10m 혹은 5m×5m로 방형구를 설치. 단, 계곡이나 능선 등의 

경우 지형조건에 따라 방형구의 크기를 조정한다.

조사지의 물리적 현황 : 해발, 바위 경도, 지형, 면적을 기록한다.

(2) 식생조사

숲의 수직구조에 따라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및 이끼층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끼층을 제외한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및 초본층은 각 층 별로 나타나는 

관속식물의 종수와 각 종이 방형구 내에서 차지하는 피도(coverage), Braun-

Blanquet(1964)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조사하고 기록한다.

이끼층은 종구별 없이 방형구에서 차지하는 전체 피도를 기록한다.

나. 임관(canopy)

계곡을 따라 걸어가며 계곡과 좌우 사면 및 능선의 임관목(canopy tree)들의 

분포를 조사한다.

임관목의 수종은 대부분의 경우 우점하는 수종과 두 번째, 세 번째로 피도가 높은

수종까지 총 3종을 순서대로 기록했지만 두 종이 거의 대부분의 피도를 차지하는 

경우는 두 종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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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오톱 유형화 기준안 마련

3.3.1 비오톱 유형화 방법

지표를 설정하고 정의한 후 항공사진 판독을 수행하는데 최소한 상위속성은 이에

일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개별 속성에 대하여, 사용되는 지표가 어느 계절에 유의한지 표기한다.

유의한 공간범위 설명되어야 하며 지도 속성에서 내용상 일치해야 한다(즉,

비오톱유형 목록은 공간의 모든 경관 속성을 나타내야 함).

지도 속성을 뚜렷한 방식으로 기술하며, 각각의 속성을 유형화하는 종합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비오톱 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치평가 된 개념은 

피해야 한다.

차이에 대한 한계치는 특별한 경관 생태계 속성에 따라 다양하며, 광범위한 기본

유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즉, 경관요소의 구체적인 크기 또는 특성에서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비오톱 유형목록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비오톱 유형 설정 방법

◎ 각각의 유형키를 가지고 지도화를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설명(전이영역과 

작은 공간의 혼합)

◎ 기본유형의 작성논리를 명확화

◎ 기본유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지도화 하는 작업자의 자질을 구체화

◎ 기술방식은 명확해야하고 각 상황에 따른 조합 필요

◎ 비오톱유형 목록은 포괄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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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경관생태계획을 위한 비오톱기본유형의 적용과 세분화

가. 비오톱유형과 경계확정

포괄적인(또는 일반적인) 기본 비오톱유형의 세분화를 위해 우선 전체 계획지역에

대한 개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의 속성을 반영한 모든 

유관한 경관생태적 속성들이 비오톱유형 목록에 나타난다.

이것과 관련하여 잠정적인 지역의 유형이 만들어진다.

속성이 표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인 과제 

설정에 상응하며 그 결과 지속적인 관리과정(예; 동물종에 대한 고려)을 확정한다.

관리과정의 확정은 앞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계획에 관여하는 사람(예; 동물생태

학자)들이 기본유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틀에서 어떤 동물그룹들을 고려할 것인지 예견하고, 여기에서 

어떤 구조가 계획 관련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설명되어야

한다(vgl. Mene 1992:240).

이러한 문제는 전이영역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유형사이의

전이가 어떻게 지도화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지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지역의 개별적인 비오톱유형에 대하여 이것이 

식생이 있는 지역일 경우에 Braun-Blanquet 방법에 의한 식물사회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Menz 1992:241, Ahr et al. 1992:49)

이전에 확정된 지도 속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보완이 

되고 세분화되기도 한다.

나. 기타

지도화 지표의 유호성에 따라 변수를 기술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생을

식생 발달시기에 따라 구분하며 이루어진다. 지도화 과정은 체계적이어서 계절적으로

최상의 발달시기에 식생 특성을 가지는 모든 비오톱유형이 고려된다. 이것은 일부 

비오톱유형에 여러 번의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예; 연못, 녹지)

지역적으로 구체화된 지도 속성은 이후에 지어지는 지도화 반복 작업을 위해 

영역설정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화 결과에 대한 일반인이 

이해할 만한 정도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의 경우에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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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서식지 구분의 요소

가. 식생

어떤 장소에 어떤 동물들이 서식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식생이다.

거의 무든 동물은 먹이, 영소지, 휴식처 혹은 은신처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공간을 직․간접적으로 서식지 식생에 의존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식생에는 상이한 동물군집이 형성된다.

실제 환경 분석을 목적으로 곤충 및 소동물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되는 생물이 식생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생(현존식생)은 서식지 혹은 비오톱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나. 비생물적인 자연환경조건

기후, 지형, 지질 등의 조건이 해당된다. 서식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써 중요한 속성이 된다.

다. 면적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서식지의 면적인데, 서식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종수와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의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는 서식지의 면적이 종수와 개체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서식지 면적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큰 서식지와 

여러 개의 작은 서식지 중에서 어떤 것이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순히 종수를 계산한다면 여러 개의 소면적 서식지가 유리한 반면 대형 생물이나

고유종은 대체로 서식지의 단편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면적 서식지가 

아니면 보호받을 수 없는 종도 적지 않다.

소면적의 서식지를 늘려도 소위「일반종 generalist」 의 서식지를 늘리는 것 일뿐

아니라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성이 높은 종에게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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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현재 생물상이 빈곤한 곳에 서식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소면적의 서식지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또한 「징검다리 stepping stone」 로서 생물의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징검다리(stepping stone)는 생물서식 공간의 하나이며 미관상 혹은 교육상의 

효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크고 작은 

서식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

특정한 종이 서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종이 서식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서식지에서 어떤 종이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함께 존재할 필요가 있다 (Minimum Viable Population,

최소 존속가능 개체군).

그 수는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체군 동태학적인 계수(출생률, 사망률 등), 집단

유존학적인 계수(유효집단크기, 근친교배의 정도 등) 및 확률적인 개체수 변동의 

크기 등을 고려한 모델에 의하여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의 개체수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이 추정되며, 먹이와 

영소장소 등이 서식지 내에서 필요하여 자연적으로 공급되는데 필요한 면적도 

존재한다.

생물이 필요로 하는 자원 가운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지는 것도 많음. 예를 

들면 고목이나 떨어진 낙엽, 나뭇가지, 동물의 뼈를 먹이와 서식지로 이용하는 

종류도 많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분해된다.

어느 정도 규모의 면적을 가진 서식지라면 상시 이러한 물체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에 의존한 생물도 서식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산림의 경우, 성립 연도가 다양한 숲이 패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면적이 필요하다

라. 주변서식지와의 연결성

생물이 서식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서식지의 생물군집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원리는 섬 생물 지리학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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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개체군생태학의 입장에서 메타개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지 사이를

이동하는 이점보다는 빈약한 이동로와 서식지에서의 사망률 증가가 주는 결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서식지 면적이 확대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 통로(corridor) 혹은 징검다리

(stepping stone)의 서식지를 이용하여 서식지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는 소위생태

통로가 생물의 보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의 유효성평가 및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 조사를 충분하게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서식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생물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식지 전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주변 효과

서식지로써 인식되는 것은 보통 경계를 가진 공간인데, 그것의 외측은 또 다른 

종류의 공간이 있으며, 경계 부분은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특별한 종류의

공간이 있다.

경계 부분은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데 이것을 

주변효과 혹은 가장자리효과라고 한다.

서식지 주위의 공간이 서식지의 생물에 위협을 미치는 다른 생물의 서식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서식지 주위로부터 서식지 내에 침입하는 포식자에 의한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직접적인 포식 피해를 받지 않아도 먹이 때문에 경쟁하는 종이 침입할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생물적 혹은 비생물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주변을 감싸도록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악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계효과의

악영향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효과의 악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면적의 

서식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서식지가 그 주변지역과 일체가 되어 생물군집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산림패치가 영소지가 되며 그 주변의 초지 및 농경지가 섭식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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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식지의 경계부분은 환경조건이 복잡하게 변화하게 변화하여 추이대라고 

하는 종다양성이 높은 영역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서식지와 그것을 감싸는 공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바. 인위적인 영향

서식지 내외에서 인간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혹은 서식지를 유지

하기 위하여 인간이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

이다.

인위적 영향을 배제하고 생물군집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억제하는 것은 

서식지 관리에 중요하다.

사. 서식지에서의 종간 관계

동물군집은 환경 조건뿐만 아니라 군집 내의 복잡한 기능에도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군집을 구성하는 종간의 상호작용, 종간 관계가 중요한데 종이 다수 존재하면

그 영역이 복잡해진다.

하나의 종에 변화(개체군 증감과 소멸)가 생긴 경우, 어떻게 연쇄적 반응이 생길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편, 특정 식물이나 곤충과의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 가까운 특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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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양군 비오톱 동식물상 현황

4.1.1 단양군 비오톱 식물상 현황조사

가. 식물의 분포현황 

본 조사에서 단양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관속식물은 58과 127속 144종 

1아종 17변종 2품종의 총 162분류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현지조사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중 양치식물은 6과 6속 7종 1변종의 8분류군, 나자식물은 2과 2속 

2종의 2분류군, 단자엽식물은 42과 97속 105종 1아종 16변종 2품종의 122분류군,

쌍자엽식물은 8과 22속 30종 30분류군이었다.

<표 4.1.1-1> 단양의 식물목록 집계표

구 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양치식물 6 6 7 - 1 - 8

나자식물 2 2 2 - - - 2

피자

식물

단자엽 42 97 105 1 16 2 122

쌍자엽 8 22 30 - - - 30

합계 58 127 144 1 17 2 162

<표 4.1.1-2> 단양지역의 식물목록

과명
종명

국명 학명

부처손과 개부처손 Selaginella stauntoniana

속새과 쇠뜨기 Equisetum arvense

속새과 개쇠뜨기 Equisetum palustre

고사리과 황고사리 Dennstaedtia wilfordii

고사리과 고사리 Pteridium aquiliunm var. latiusculum

면마과 뱀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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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면마과 뱀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면마과 개고사리 Athyrium niponicum

꼬리고사리과 거미고사리 Camptosorus sibiricus

소나무과 소나무 Pinus densiflora

측백나무과 노간주나무 Juniperus rigida

홀아비꽃대과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참나무과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참나무과 떡갈나무 Quercus dentata

쐐기풀과 좀깨잎나무 Boehmeria spicata

쐐기풀과 풀거북꼬리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마디풀과 소리쟁이 Rumex crispus

마디풀과 닭의덩굴 Fallopia dumetora

미나리아재비과 종덩굴 Clematis fusca var. violacea

미나리아재비과 병조희풀 Clematis heracleifolia

미나리아재비과 으아리 Clematis mandshurica

미나리아재비과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미나리아재비과 노루귀 Hepatica asiatica

미나리아재비과 왜젓가락나물 Ranunculus quelpaertensis

미나리아재비과 긴잎꿩의다리 Thalictrum simplex

미나리아재비과 투구꽃 Aconitum jaluense

으름덩굴과 으름 Akebia quinata

방기과 새모래덩굴 Menispermum daur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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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방기과 댕댕이덩굴 Cocculus trilobus

십자화과 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십자화과 꽃다지 Draba nemorosa var. hebecarpa

십자화과 장대냉이 Berteroella maximowiczii

범의귀과 노루오줌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범의귀과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범의귀과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ckii

장미과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장미과 산조팝나무 Spiraea blumei

장미과 뱀딸기 Duchesnea chrysantha

장미과 양지꽃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장미과 딱지꽃 Potentillachinensis

장미과 큰뱀무 Geum aleppicum

장미과 멍석딸기 Rubus parvifolius

장미과 줄딸기 Rubus oldhamii

장미과 오이풀 Sanguisorba officinalis

장미과 복사나무 Prunus persica

장미과 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장미과 산옥매 Prunusglandulosa

콩과 고삼 Sophora flavescens

콩과 큰등갈퀴 Vicia pseudoorobus

콩과 노랑갈퀴 Vicia venosis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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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콩과 나비나물 Vicia unijuga

콩과 활량나물 Lathyrus davidii

콩과 칡 Pueraria thunbergiana

콩과 땅비싸리 Indigofera kirilowii

콩과 붉은토끼풀 Trifolium pratense

콩과 토끼풀 Trifolium repens

쥐손이풀과 미국쥐손이 Erodium carolinianum

운향과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운향과 백선 Dictamnus dasycarpus

소태나무과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소태나무과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대극과 광대싸리 Securinega suffruticosa

대극과 낭독 Euphorbia pallasii var. pilosa

대극과 붉은대극 Euphorbia ebracteolata

회양목과 회양목 Buxus microphylla var. koreana

옻나무과 붉나무 Rhuschinensis

노박덩굴과 회잎나무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노박덩굴과 노박덩굴 Celastrus orbiculatus

고추나무과 고추나무 Staphylea bumalda

단풍나무과 신나무 Acer ginnala

단풍나무과 복자기 Acer triflorum

포도과 개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a

물레나물과 물레나물 Hypericum ascy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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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제비꽃과 남산제비꽃 Viola chaerophylloides

제비꽃과 알록제비꽃 Viola variegata

제비꽃과 청알록제비꽃 Viola variegata var. ircutiana

제비꽃과 털제비꽃 Viola phalacrocarpa

제비꽃과 잔털제비꽃 Viola keiskei

제비꽃과 졸방제비꽃 Viola acuminata

바늘꽃과 달맞이꽃 Oenothera odorata

두릅나무과 음나무 Kalopanax pictus

산형과 사상자 Torilis japonica

산형과 참반디 Sanicula chinensis

산형과 처녀바디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산형과 묏미나리 Ostericum sieboldii

앵초과 봄맞이 Androsace umbellata

감나무과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물푸레나무과 물푸레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물푸레나무과 개나리 Forsythia koreana

지치과 꽃마리 Trigonotis peduncularis

마편초과 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

마편초과 누리장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

꿀풀과 덩굴곽향 Teucrium viscidum var. miquelianum

꿀풀과 벌깨덩굴 Meehania urticifolia

꿀풀과 꿀풀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꿀풀과 석잠풀 Stachys riederi var.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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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꿀풀과 탑꽃 Clinopodium gracile var. multicaule

꿀풀과 향유 Elsholtzia ciliata

꿀풀과 산박하 Isodon inflexus

꿀풀과 속단 Phlomis umbrosa

가지과 꽈리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

파리풀과 파리풀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꼭두서니과 솔나물 Galium verum var. asiaticum

꼭두서니과 네잎갈퀴 Galium trachyspermum

인동과 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마타리과 쥐오줌풀 Valeriana fauriei

산토끼꽃과 솔체꽃 Scabiosa tschiliensis

초롱꽃과 초롱꽃 Campanula punctata

초롱꽃과 모시대 Adenophora remotiflora

국화과 삽주 Atractylodes japonica

국화과 지느러미엉겅퀴 Carduus crispus

국화과 조뱅이 Breea segeta

국화과 엉겅퀴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국화과 흰잎엉겅퀴 Cirsium vlassovianum

국화과 고려엉겅퀴 Cirsium seridens

국화과 당분취 Saussurea nutans

국화과 뻐꾹채 Rhapontica nuiflora

국화과 등골나물 Eupatorium chinense var. simplicifo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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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국화과 참취 Aster scaber

국화과 까실쑥부쟁이 Aster ageratoides

국화과 개망초 Erigeron annuus

국화과 솜방망이 Senecio integrifolius var. spathulatus

국화과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국화과 털별꽃아재비 Galinsoga ciliata

국화과 그늘쑥 Artemisia sylvatica

국화과 산쑥 Artemisia montana

국화과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국화과 산국 Chrysanthemum boreale

국화과 쇠채 Scorzonera albicaulis

국화과 쇠서나물 Picris hieracioides var. glabrescens

국화과 흰민들레 Taraxacum coreanum

국화과 서양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국화과 이고들빼기 Youngia denticulata

벼과 참억새 Miscanthus sinensis for. purpurascens

벼과 수수 Sorghum bicolor

벼과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벼과 쥐꼬리새 Muhlenbergia japonica

벼과 왕김의털 Festuca rubra

벼과 큰김의털 Festucaarundinacea

벼과 잠자리피 Trisetum bifidum

벼과 산조풀 Calamagrostis epige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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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벼과 실새풀 Calamagrostis arundinacea

벼과 나래새 Stipa sibirica

벼과 참새귀리 Bromus japonicus

벼과 꼬리새 Bromus remotiflorus

벼과 속털개밀 Agropyron ciliare

사초과 가지청사초 Carex polyschoena

사초과 길뚝사초 Carex bostrychostigma

사초과 장군대사초 Carex poculisquama

천남성과 반하 Pinellia ternata

닭의장풀과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백합과 윤판나물 Disporum sessile

백합과 큰애기나리 Disporum viridescens

백합과 퉁둥굴레 Polygonatum inflatum

백합과 층층둥굴레 Polygonatum stenophyllum

백합과 청가시덩굴 Smilax sieboldii

백합과 뻐꾹나리 Tricyrtis dilatata

백합과 얼레지 Erythronium japonicum

백합과 하늘말나리 Lilium tsingtauense

백합과 무릇 Scilla scilloides

마과 도꼬로마 Dioscorea tokoro

붓꽃과 금붓꽃 Iris minutiaurea

붓꽃과 솔붓꽃 Iris ruthenica

꼭두서니과 꼭두서니 Rubia akane

앵초과 까치수영 Lysimachia barystac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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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단양군 비오톱 동물상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 

나. 조사방법

(1) 동물상 

<표 4.1.2-1> 세부조사 방법 - 동물상

조사항목 세 부 조 사 방 법

포유류
◦ 배설물, 굴흔적, 청음, 족적, 성체목측 등의 직접관찰
◦ 지역사회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 병행

조류

◦ 조류의 서식반경과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정점조사법(spot

census), 선상조사법(line census)으로 조사
◦ 조류관찰망원경(Nikon field scope, 20×60)과 쌍안경

(Nikon, 8×12)을 이용한 관찰, 청음

양서∙파충류
◦ 습한 미소환경(microhabitat)을 선호하는 생태특성을 반영
하여 (폐)경작지, 산림, 곡간지 및 하천 등의 현장조사 실시

주요종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 주요종의 서식 도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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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상 군집분석 방법

우점도(Dominance Index : D.I.)

D.I.(%) = (ni/N) × 100

주) D.I. : 우점도 지수, N : 총 개체수, ni : 제 i번째 종의 개체수

◦ 각 조사정점별로 총 개체수를 기록하여 우점도 산출(McNaughton 1967)

D.I. = n1 ＋ n2/N

주) D.I. : 우점도 지수, N : 총 개체수, n1, n2 : 제 1,2 우점종의 개체수

종다양도(Biodiversity Index : D')

D' = - Pi (Ln/Pi)

주) D' : 다양도, S : 총 종수, Pi : i번째에 속하는 개체수의 비율(ni/N)로 

계산(N : 군집 내의 전체 개체수, ni : 각 종의 개체수)

◦ Margalef (1968)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 의하여 유도된

Shannon- Weaver function (Pielou 1966)을 사용하여 산출

균등도(Evenness Index : E')

E' = D'/Ln(S) 주) E' : 균등도, D' : 다양도, S : 전체 종수

◦ 균등도지수는 군집 내 종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Pielou(1975)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

종풍부도(Richness Index : R')

R' = (S-1)/Ln(N) 주) R' : 풍부도, S : 전체 종수, N : 총 개체수

◦ 종풍부도지수는 총 개체수와 총 종수만을 가지고 군집의 상태를 표현하는

지수로서, Margalef (1958)의 지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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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결과

(1) 육상동물상 

① 포유류

(가) 문헌조사

2007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역인 단양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단양지구에서 출현하는 포유류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2-2>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포유류

학          명 국   명 문헌 비고

ORDER INSECTIVORA 식충목 　 　

FAMILY ERINACEIDAE 고슴도치과 　

Erinaceus amurensis 고슴도치 ● ⦁감소종

FAMILY TALPIDAE 두더지과 　

Mogera wogura 두더지 ● 　

FAMILY SORICIDAE 첨서과 　

Crocidura lasiura 땃쥐 ● 감소종

ORDER CARNIVORA 식육목 　 　

FAMILY CANIDAE 개과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 증가종

FAMILY MUSTELIDAE 족제비과 　

Mustela sibirica 족제비 ● 　

Martes flavigula 담비 ●

Meles meles 오소리 ● 　

Lutra lutra 수달 ●
멸종위기I급,

천연기념물 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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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헌 비고

FAMILY FELIDAE 고양이과 　

Prionailurus bengalensis 삵 ● 멸종위기II급

Felis catus 고양이 ● 야생화종

ORDER ARTIODACTYLA 우제목 　　 　

FAMILY SUIDAE 멧돼지과 　

Sus scrofa 멧돼지 ● 증가종

FAMILY CERVIDAE 사슴과 　

Capreolus pygargus 노루 ●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 한국고유종

ORDER LAGOMORPHA 토끼목 　 　

FAMILY LEPORIDAE 토끼과 　

Lepus coreanus 멧토끼 ● 한국고유종

ORDER RODENTIA 설치목 　 　

FAMILY SCIURIDAE 청설모과 　

Sciurus vulgaris 청설모 ● 　

Tamias sibiricus 다람쥐 ● 　

Pteromys volans 하늘다람쥐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217호 

FAMILY MURIDAE 쥐과 　

Rattus norvegicus 집쥐 ● 　

Mus musculus 생쥐 ● 　

Apodemus agrarius 등줄쥐 ● 　

총   계 5목 10과 20종

●: 문헌조사
2007년도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단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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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조사

단양군 영춘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포유류는 총 5목 10과 20종으로 조사되었다.

단양군 조사지역 내에서 농경지, 산지 등에서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삵, 고라니,

멧돼지, 멧토끼 등의 족흔과 배설물이 직접 관찰되었으며, 고슴도치와 두더지는 터널로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천 주변에서는 주로 수달의 족흔과 배설물의 관찰이 

용이하였다. 청설모와 다람쥐, 땃쥐, 집쥐, 생쥐 등은 직접 관찰이 가능하였고, 노루와

오소리는 청문조사로만 서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법적보호동물종(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

◦ 멸종위기 Ⅰ급인 수달은 2007년 제 2차 전국자연환경지역인 단양 및 단양⦁예천지역

에서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족흔과 배설물 및 청문조사를 통해 수달의 서식흔적을

확인하였음.

◦ 멸종위기 Ⅱ급인 식육목 고양이과인 삵은 2007년 제 2차 전국자연환경지역인 단양 지역에

조사되었고, 조사지역에서 삵,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청문 및 배설물로 확인되었음.

(다) 포유류 생태특성

㉮ 두더지(Mogera wogura)

저지대 초원과 농경지에서 산지의 삼림 지대까지 서식한다. 농경지와 초원에서 

개체수가 많으나, 삼림 내에서는 비교적 서식밀도가 낮다. 지하에 복잡한 터널구조를 만

들어 번식기 이외에는 단독의 세력권을 갖는다. 곤충류와 지렁이류를 주로 먹지만 

지네, 거머리 등의 무척추동물과 개구리류, 가을에는 식물종자 등도 먹는다. 일반적

으로 봄에 1회 번식하고, 2～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수명은 평균3-4년이며,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관목이 우거지고 습윤한 저지대에 서식하며 산 정상 부근과 산지의 산림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않는다. 주로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갈대나 띠 군락이 있는 곳을 

선호하며, 관목림이나 작은 나무가 산재하는 초지가 있는 농경지 부근, 산지, 산림,

산장 등의 인가 근처에도 자주 출몰한다. 헤엄을 잘 쳐서 어류나 양서류를 잡아먹는

다.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 작은 소리에도 민첩하게 반응한다. 전국의 국립공원 지역

과 산지에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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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족제비(Mustela sibirica)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동물로 산림 지대의 바위와 돌리 많은 

계곡에서 주로 생활한다. 겨울에는 인가 근처로 내려와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부근의 창고 속에서도 살며,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죽은 나무 밑, 돌담 

사이 수멍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성질이 거칠어 양계장에 침입하면 모든 닭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고 피를 빨아먹으며, 머리 속의 뇌를 먹기도 한다. 겨울에는 구멍 속에 

먹이를 저장해 두고 3-4주간 반수면 상태로 지내며 동면은 하지 않는다. 먹이는 서

식환경에 따라 다르나 여름철에는 곤충류, 갑각류,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이

며 나무 열매도 먹는다. 수명은 7년 이내이며, 우리나라 중부이남의 서울, 경기, 청주,

부산, 철원 등 전국에 분포한다.

㉱ 삵(Prionailurus bengalensis)

멸종 상태에 놓여 있어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로 성질이 사납고 매우 거칠다. 산

림지대의 계곡, 바위굴, 연안 관목으로 덮인 산간 개울가에서 주로 살며, 가끔 마을 

근처에서 살기도 한다. 단독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하며, 야행성이지만 산간벽지에서

는 낮에도 먹이를 찾아다닌다. 나무도 잘 오르며 헤엄도 잘한다. 먹이는 쥐 종류와 작

은 동물(노루나 고라니새끼)이며, 꿩,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닭, 오리, 곤충 등을 잡

아먹기도 한다.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로 우리나라 대구, 광릉, 북부 및 중부

에 분포한다.

㉲ 오소리(Meles meles)

해가 잘 비치는 나무가 드문 산림이나 관목림, 구릉지의 계곡 주변에 굴을 파거나

바위굴을 이용해서 생활한다. 강한 발톱을 갖고 있는 앞발로 구멍을 파서 생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굴의 길이는 8-10m 정도나 되며 보금자리 입구에는 흙을 파서 나

온 30-40cm 정도의 흙을 쌓아 놓아 쉽게 서식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굴 안에는 마른

풀이나 이끼, 나뭇잎 등을 깔아서 청결하게 유지하여 생활한다. 우리나라에는 북한

산, 계룡산 등 도시공원과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에 널리 분포하여 서식한다.

㉳ 고라니(Hydropotes inermis)

야산의 중턱 이하 산기슭이나 강기슭, 억새가 무성한 황무지, 풀숲 등지에 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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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따라 사는 장소를 옮긴다. 봄에는 가까운 풀숲에서, 여름에는 버들밭이나 그늘

진 냇가 근처에서 서식한다. 가을에는 풀숲, 버들밭, 곡식 낟가리 속에서 발견되며, 겨

울에는 양지바른 논둑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루와 달리 크게 놀라지 

않으며, 서식지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원,1967).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 멧토끼(Lepus coreanus)

전국의 야산, 평야, 농경지에서 산악 삼림 지대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

다. 초식성으로 식물의 종자나 줄기를 즐겨 먹으며, 겨울철 먹이가 부족할 시기에는 

어린 나무의 껍질을 먹기도 한다. 전국의 산지에 분포한다.

㉵ 청설모(Sciurus vulgaris)

저지대 삼림에서 아고산 지대 산림에 걸쳐 서식한다. 적어도 일부 상록침엽수가 

있는 산림을 선호함. 주행성으로 주로 나무 위에서 활동하며, 지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매우 적다. 집의 구조는 작은 나무 위에서 엮고, 내부에는 마누껍질의 섬유질을 사용

하여 둥근모양의 집을 나무위에 짓거나 나무구멍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한

다.

㉶ 멧밭쥐(Micromys minutus)

저지대 하천변의 갈풀 군락에서 해발 1,200m부근의 산지에도 분포하지만, 대게 

저지대의 초지에 많고 산림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주로 벼과 초본식물의 줄기에 

둥근 모양의 새집과 같은 집을 짓고 생활한다. 집짓기 재료로는 억새줄기, 갈풀줄

기, 이끼류를 이용한다.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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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류

(가) 문헌조사

2007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역인 단양 자연생태계 전국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단양지구에서 출현하는 조류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2-3>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조류

학          명 국   명 문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ORDER CICONIFORMES 황새목 　 　 　 　

FAMILY ARDEIDAE 백로과 　 　 　 　

Ardea cinerea 왜가리 ● SV 　 　

Egretta alba modesta 중대백로 ● SV 　 　

Butorides striatus 검은댕기해오라기 ● SV 　 　

ORDER ANSERIFORMES 기러기목 　 　 　 　

FAMILY ANATIDAE 오리과 　 　 　 　

Aix galericulata 원앙 ● Res 　 327호

Anas crecca 쇠오리 ● WV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 WV 　 　

Mergus merganser 비오리 ● WV 　 　

ORDER FALCONIFORMES 매목 　 　 　

FAMILY ACCIPITRIDAE 수리과 　 　 　

Accipiter soloensis 붉은배새매 ● SV 　 323호

Accipiter nisus 새매 ● Res 　 323호

왕새매 ● PM/SV

Buteo buteo 말똥가리 ● WV II급 　

Falco linnunculus 황조롱이 ● Res 　 323호

ORDER GALLIFORMES 닭목 　 　 　 　

FAMILY TETRAONIDAE 멧닭과

Bonasa bonasia 들꿩 ● Res

FAMILY PHASIANIDAE 꿩과 　 　 　 　

Phasianus colchicus 꿩 ●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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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ORDER COLUMBIFORMES 비둘기목 　 　 　 　

FAMILY COLUMBIDAE 비둘기과 　 　 　 　

Streptopelia orientalis 멧비둘기 ● Res 　 　

ORDER CUCULIFORMES 두견목 　 　 　 　

FAMILY CUCULIDAE 두견과 　 　 　 　

Cuculus canorus 뻐꾸기 ● SV 　 　

Cuculus saturatus 벙어리뻐꾸기 ● SV 　 　

ORDER STRIGIFONMES 올빼미목

FAMILY STRIGIDAE 올빼미과

Otus scops 소쩍새 ● SV 324호

ORDER CORACIIFORMES 파랑새목 　 　 　 　

FAMILY CORACIIDAE 파랑새과 　 　 　 　

Eurystomus orientalis 파랑새 ● SV 　 　

ORDER PICIFORMES 딱다구리목 　 　 　 　

FAMILY PICIDAE 딱다구리과 　 　 　 　

Dendrocopos kizuki 쇠딱다구리 ● Res 　 　

Dendrocopos major 오색딱다구리 ● Res 　 　

Dendrocopos leucotos 큰오색딱따구리 ● Res

Picus canus 청딱다구리 ● Res 　 　

FAMILY HIRUNDINIDAE 제비과 　 　 　 　

Hirundo rustica 제비 ● SV 　 　

FAMILY MOTACLLIDAE 할미새과 　 　 　 　

Motacilla cinerea 노랑할미새 ● SV 　 　

Motacilla alba leucopsis 알락할미새 ● SV 　 　

Motacilla grandis 검은등할미새 ● Res 　 　

FAMILY PYCNONOTIDAE 직박구리과 　 　 　 　

Hypsipetes amaurotis 직박구리 ●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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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FAMILY LANIIDAE 때까치과 　 　 　 　

Lanius bucephalus 때까치 ● Res 　 　

FAMILY MUSCICAPIDAE 딱새과 　 　 　 　

Phoenicurus auroreus 딱새 ● Res 　 　

FAMILY TURNICIDAE 지빠귀과 　 　 　 　

Luscinia cyane 쇠유리새 ● SV

Turdus dauma 호랑지빠귀 ● SV 　 　

Turdus hortulorum 되지빠귀 ● SV

Turdus pallidus 흰배지빠귀 ● Res 　 　

Turdus naumanni eunomus 개똥지빠귀 ● WV 　 　

FAMILY PANURIDAE 붉은머리오목눈이과 　 　 　 　

Paradoxornis webbiana 붉은머리오목눈이 ● Res 　 　

FAMILY SYLVIIDAE 휘파람새과 　 　 　 　

Cettia diphone 휘파람새 ● SV/Res 　 　

Cettia squameiceps 숲새 ● SV 　 　

Acrocephalus arundinaceus 개개비 ● SV 　 　

Phylloscopus occipitalis 산솔새 ● SV 　 　

Regulus regulus 상모솔새 ● WV

Cyanoptila cyanomelana 큰유리새 ● SV 　 　

FAMILY AEGITHALIDAE 오목눈이과 　 　 　 　

Aegithalos caudatus 오목눈이 ● Res 　 　

FAMILY PARIDAE 박새과 　 　 　 　

Parus palustris 쇠박새 ● Res 　 　

Parus ater 진박새 ● Res 　 　

Parus major 박새 ● Res 　 　

FAMILY SITTIDAE 동고비과 　 　 　 　

Sitta europaea 동고비 ● Res 　 　

FAMILY ZOSTEROPIDAE 동박새과 　 　 　 　

Zosterops japonica 동박새 ●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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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FAMILY ZOSTEROPIDAE 동박새과 　 　 　 　

Zosterops japonica 동박새 ● Res 　 　

FAMILY EMBERIZIDAE 멧새과 　 　 　 　

Emberiza cioides 멧새 ● Res 　 　

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 Res 　 　

FAMILY FRINGILLIDAE 되새과 　 　 　 　

Fringilla montifringilla 되새 ● WV 　 　

Carduelis sinica ussuriensis 방울새 ● Res 　 　

Carduelis spinus 검은머리방울새 ● WV 　 　

Carpodacus roseus 긴꼬리홍양진이 ● WV 　 　

FAMILY PLOCEIDAE 참새과 　 　 　 　

Passer montanus 참새 ● Res 　 　

FAMILY STURNIDAE 찌르레기과 　 　 　 　

Sturnus cineraceus 찌르레기 ● SV 　 　

FAMILY ORIOLIDAE 꾀꼬리과 　 　 　 　

Oriolus chinensis 꾀꼬리 ● SV 　 　

FAMILY CORVIDAE 까마귀과 　 　 　 　

Garrulus glandarius 어치 ● Res 　 　

Cyanopica cyana 물까치 ● Res 　 　

Pica pica 까치 ● Res 　 　

Corvus corone 까마귀 ● Res 　 　

Corvus macrorhynchos 큰부리까마귀 ● Res

종수 62 　 　

Res: 텃새, SV: 여름철새, WV: 겨울철새, PM: 나그네새

●: 문헌조사

2007년도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단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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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조사

단양군 전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조류는 총 9목 28과 62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주로 산지와 야산 농경지, 인가 및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으로

하천 및 수계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지역 내의 식생은 신갈나무군락 및 소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어, 산지성 조류에게 먹이자원(솔방울, 곤충류, 유충 등) 및 번식공간을 

제공해주고 은신처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 법적보호동물종(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

◦ 현지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원앙, 새매,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이 확인되었음.

◦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이 관찰되었음.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말똥가리는 동절기에 관찰되었음.

(다) 조류 생태특성(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 새매(Accipiter nisus)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새매는 낮은 산지 숲이나 숲 부근의 탁 트인 곳에 서식

한다. 높이 4∼8m의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5월경 한배에 4∼5개의 알을 낳는데,

때로는 다른 새의 둥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알을 품는 기간은 32∼34일이며 새끼를 

기르는 기간은 24∼30일이다. 한국, 일본, 시베리아 중부 및 동부, 쿠릴열도, 알타이산

맥 등지에 분포하며, 북부 지역에서 번식하는 집단은 중국 남부나 인도차이나·미얀

마·인도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 원앙(Aix galericulata)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은 우수리, 한국, 만주, 일본, 타이완 등지에서 번식

하며, 여름철에 내륙 산지 계곡이나 저수지 등지에서 7~8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한

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강, 호수, 저수지, 바닷가 등에서 흔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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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똥가리(Buteo buteo)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조류 Ⅱ급인 말똥가리는 겨울철에는 농경지, 평지, 도시,

습지, 초원, 하천, 해안가, 숲 등에서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여름철에는 

깊은 산 숲속에서 번식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목격하기 어렵다.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

다.

㉱ 황조롱이(Falco linnunculus)

천연기념물 제323-8호인 황조롱이는 평지나 산지, 개활지 또는 도시 등에 분포

하며, 산란기는 4~5월이며 개활지와 절벽이나 나무의 돌출부 같은 후미진 곳, 도시

의 건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산좌를 튼다. 나뭇가지나 풀을 이용하여 둥지

를 만들기도 하고 묵은 집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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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서·파충류

(가) 문헌조사

2007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역인 단양 자연생태계 전국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단양지구에서 출현하는 조류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2-4>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양서·파충류

학          명 국   명 문헌 비고

CLASS AMPHIBIANS 양서류강 　

ORDER CAUDATA 유미목 　

FAMILY HYNOBIIDAE 도롱뇽과 　

Hynobius leechii 도롱뇽 ●

Onychodactylus fisheri 꼬리치레도롱뇽 ●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BOMBINATORIDAE 무당개구리과 　

Bombina orientalis 무당개구리 ●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Hyla japonica 청개구리 ●

FAMILY RANIDAE 개구리과 　

Rana nigromaculata 참개구리 ●

Rana dybowskii 북방산개구리 ●

Rana rugosa 옴개구리 ●

<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헌 비고

CLASS REPTILIES 파충강 　

SUBORDER SERPENTES 뱀아목 　

FAMILY COLUBRIDAE 뱀과 　

Elaphe dione 누룩뱀 ●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유혈목이 ●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능구렁이 ●

Amphiesma vibakari ruthveni 대륙유혈목이 ●

FAMILY VIPERIDAE 살모사과 　

Gloydius ussuriensis 쇠살모사 ●

● : 문헌조사

2007년도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단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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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조사

단양군 전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양서파충류는 총 2강 4목 7과 14종으로 조사

되었다. 이중 양서류는 1강 1목 4과 6종이 확인되었고, 파충류는 1강 2아목 3과 8종이

확인되었다.

양서파충류는 조사지역내에서 대부분 직접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청음과 청문조사에 의해 서식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법적보호동물종(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

◦ 현지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직접 관찰되지 않았음.

◦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종인 구렁이는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서식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④ 담수어류

(가) 문헌조사

2007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역인 단양 자연생태계 전국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단양지구에서 출현하는 담수어류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

하였다.



- 66 -

<표 4.1.2-5>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담수어류

학          명 국   명 문  헌 비고

Cyprinidae 잉어과

Zacco platypus 피라미 ●

Zacco koreanus 참갈겨니 ● 한국고유종

O. uncirostris amurensis 끄리 ●

Erythroculter erythropterus 강준치 ●

Rhynchocypris oxycephalus 버들치 ●

Acheilognathus yamatsutae 줄납자루 ● 한국고유종

Cyprinus carpio 잉어 ●

Carassius auratus 붕어 ●

Pungtungia herzi 돌고기 ●

S. japonicus koreanus 몰개 ● 한국고유종

Coreoleuciscus splendidus 쉬리 ● 한국고유종

Hemibarbus labeo 누치 ●

Hemibarbus longirostris 참마자 ●

Pseudogobio esocinus 모래무지 ●

Microphysogobio yaluensis 돌마자 ● 한국고유종

Cobitidae 미꾸리과

Koreocobitis rotundicaudata 새코미꾸리 ● 한국고유종

Iksookimia koreanus 참종개 ● 한국고유종

Siluridae 메기과

Silurus asotus 메기 ●

Silurus microdorsalis 미유기 ● 한국고유종

Bagridae 동자개과

Pseudobagrus fulvidraco 동자개 ●

Pseudobagrus koreanus 눈동자개 ● 한국고유종

Amblycipitidae 퉁가리과

Liobagrus andersoni 퉁가리 ● 한국고유종

Centropomidae 꺽지과

Coreoperca herzi 꺽지 ● 한국고유종

Siniperca scherzeri 쏘가리 ●

Centrarchidae 검정우럭과

Micropterus salmoides 배스 ● 생태계교란종,외래종

Lepomis macrochirus 블루길 ● 생태계교란종,외래종

● : 문헌조사

2007년도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단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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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조사

단양군 전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담수어류는 총 7과 24종으로 조사되었다.

우점종은 버들치였고, 아우점종은 피라미, 참갈겨니였으며, 법적 보호종은 없었다.

단양군 일대로 남한강 본류(충주호)와 남한강의 일차지류인 죽령천, 2차지류인 

남조천 등 비교적 큰 규모의 하천이 있으며, 나머지는 산간을 흐르는 소규모의 

하천이었다. 일반적으로 수환경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광산개발과 

하천정비공사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곳도 있었다.

※ 법적보호동물종(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

◦ 현지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직접 관찰되지 않았음.

◦ 문헌조사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한국고유종으

로는 쉬리, 참갈겨니, 줄납자루, 몰개, 돌마자, 새코미꾸리, 참종개, 미유기, 눈동자개,

퉁가리, 꺽지 등 11종이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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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은군 비오톱 동식물상 현황

4.2.1 보은군 비오톱 식물상 현황조사

가. 식물의 분포현황 
본 조사에서 보은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관속식물은 모두 3강, 24목, 42과, 83속,

76종, 1아종, 20변종, 5품종 등 모두102종류의 관속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2> 보은지역의 식물목록

과명
종명

국명 학명

고사리과 황고사리 Dennstaedtia wilfordii

고사리과 고사리 Pteridium aquiliunm var. latiusculum

면마과 개고사리 Athyrium niponicum

꼬리고사리과 꼬리고사리 Asplenium incisum

소나무과 리기다소나무 Pinus rigida

측백나무과 노간주나무 Juniperus rigida

자작나무과 물오리나무 Alnus hirsuta

자작나무과 참개암나무 Corylus sieboldiana

참나무과 밤나무 Castanea crenata

참나무과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참나무과 갈참나무 Quercus aliena

참나무과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느릅나무과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뽕나무과 뽕나무 Morus alba

마디풀과 이삭여뀌 Persicaria filiforme

마디풀과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senticasa

마디풀과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마디풀과 흰여뀌 Persicaria lpathifolia

마디풀과 흰꽃여뀌 Persicaria japonica

마디풀과 개여뀌 Persicaria longiseta

비름과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자리공과 미국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미나리아재비과 사위질빵 Clematis apiifolia

미나리아재비과 자주꿩의다리 Thalictrum uchiyamai

으름덩굴과 으름 Akebia quinata

방기과 댕댕이덩굴 Cocculus trilobus

녹나무과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녹나무과 비목나무 Lindera erythroca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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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현호색과 눈괴불주머니 Corydalis ochotensis

장미과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장미과 꼬리조팝나무 Spiraea salicifolia

장미과 양지꽃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장미과 큰뱀무 Geum aleppicum

장미과 산딸기 Rubus crataegifolius

장미과 곰딸기 Rubus phoenicolasius

장미과 줄딸기 Rubus oldhamii

장미과 오이풀 Sanguisorba officinalis

장미과 짚신나물 Agrimonia pilosa

장미과 찔레꽃 Rosa multiflora

장미과 산벚나무 Prunus sargentii

콩과 차풀 Cassia nomame

콩과 조록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콩과 비수리 Lespedeza cuneata

콩과 나비나물 Vicia unijuga

콩과 새팥 Phaseolus nipponensis

콩과 칡 Pueraria thunbergiana

콩과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운향과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대극과 여우주머니 Phyllanthus ussuriensis

노박덩굴과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단풍나무과 신나무 Acer ginnala

봉선화과 물봉선 Impatiens textori

포도과 개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a

포도과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물레나물과 고추나물 Hypericum erectum

산형과 처녀바디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산형과 구릿대 Angelica dahurica

산형과 신감채 Ostericum grosseserrata

노루발과 노루발 Pyrola japonica

앵초과 큰까치수영 Lysimachia clethroides

물푸레나무과 쥐똥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꿀풀과 들깨풀 Mosla punctulata

꿀풀과 쥐깨풀 Mosladianthera

꿀풀과 층층이꽃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꿀풀과 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꿀풀과 산박하 Isodon inflexus

쥐꼬리망초과 쥐꼬리망초 Justicia procumb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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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종명

국명 학명

파리풀과 파리풀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질경이과 질경이 Plantago asiatica

꼭두서니과 꼭두서니 Rubia akane

꼭두서니과 큰잎갈퀴 Galium dahuricum

마타리과 마타리 Patrinia scabiosaefolia

초롱꽃과 당잔대 Adenophora stricta

국화과 산비장이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국화과 등골나물 Eupatorium chinense var. simplicifolium

국화과 참취 Aster scaber

국화과 개쑥부쟁이 Aster ciliosus

국화과 개망초 Erigeron annuus

국화과 서양톱풀 Achillea millefolium

국화과 맑은대쑥 Artemisia keiskeana

국화과 넓은잎외잎쑥 Artemisia stolonifera

국화과 쑥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국화과 산국 Chrysanthemum boreale

국화과 왕고들빼기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국화과 이고들빼기 Youngia denticulata

벼과 큰기름새 Spodiopogon sibiricus

벼과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벼과 참새피 Paspalum thunbergii

벼과 주름조개풀 Oplismenus undulatifolius

벼과 돌피 Echinochloa crus-galli

벼과 좀돌피 Echinochloa crus-galli var. praticola

벼과 물피 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벼과 그령 Eragrostis ferruginea

벼과 김의털 Festuca ovina

사초과 대사초 Carex siderosticta

사초과 방동사니 Cyperus amuricus

백합과 애기나리 Disporum smilacinum

백합과 청가시덩굴 Smilax sieboldii

백합과 무릇 Scilla scilloides

마과 참마 Dioscorea japonica

마과 도꼬로마 Dioscorea tokoro

붓꽃과 각시붓꽃 Iris ro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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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보은군 비오톱 동물상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

나. 조사방법

(1) 동물상 

<표 4.2.2-1> 세부조사 방법 - 동물상

조사항목 세 부 조 사 방 법

포유류
◦ 배설물, 굴흔적, 청음, 족적, 성체목측 등의 직접관찰
◦ 지역사회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 병행

조류

◦ 조류의 서식반경과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정점조사법(spot

census), 선상조사법(line census)으로 조사
◦ 조류관찰망원경(Nikon field scope, 20×60)과 쌍안경

(Nikon, 8×12)을 이용한 관찰, 청음

양서․파충류
◦ 습한 미소환경(microhabitat)을 선호하는 생태특성을 반영

하여 (폐)경작지, 산림, 곡간지 및 하천 등의 현장조사 실시

주요종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 주요종의 서식 도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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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상 군집분석 방법

우점도(Dominance Index : D.I.)

D.I.(%) = (ni/N) × 100

주) D.I. : 우점도 지수, N : 총 개체수, ni : 제 i번째 종의 개체수

◦ 각 조사정점별로 총 개체수를 기록하여 우점도 산출(McNaughton 1967)

D.I. = n1 ＋ n2/N

주) D.I. : 우점도 지수, N : 총 개체수, n1, n2 : 제 1,2 우점종의 개체수

종다양도(Biodiversity Index : D')

D' = - Pi (Ln/Pi)

주) D' : 다양도, S : 총 종수, Pi : i번째에 속하는 개체수의 비율(ni/N)로 

계산(N : 군집 내의 전체 개체수, ni : 각 종의 개체수)

◦ Margalef (1968)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 의하여 유도된

Shannon- Weaver function (Pielou 1966)을 사용하여 산출

균등도(Evenness Index : E')

E' = D'/Ln(S) 주) E' : 균등도, D' : 다양도, S : 전체 종수

◦ 균등도지수는 군집 내 종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Pielou(1975)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

종풍부도(Richness Index : R')

R' = (S-1)/Ln(N) 주) R' : 풍부도, S : 전체 종수, N : 총 개체수

◦ 종풍부도지수는 총 개체수와 총 종수만을 가지고 군집의 상태를 표현하는

지수로서, Margalef (1958)의 지수를 사용



- 73 -

다. 조사결과

(1) 육상동물상 

① 포유류

(가) 문헌조사

2009년 제3차 자연환경조사지역인 보은지역에서 출현하는 포유류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2.2-2>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포유류

학          명 국   명 문  헌 비고

ORDER INSECTIVORA 식충목 　 　

FAMILY TALPIDAE 두더지과 　

Mogera wogura 두더지 ● 　

FAMILY SORICIDAE 쥐과 　

Mus musculus 생쥐 ● 감소종

Apodemus agrarius 등줄쥐 ● 감소종

ORDER CARNIVORA 식육목 　 　

FAMILY CANIDAE 개과 　

Nyctereutes procyonoides 너구리 ● 증가종

FAMILY MUSTELIDAE 족제비과 　

Mustela sibirica 족제비 ● 　

Lutra lutra 수달 ●
멸종위기I급

천연기념물 330호

FAMILY FELIDAE 고양이과 　

Felis catus 고양이 ● 야생화종

ORDER ARTIODACTYLA 우제목 　 　

FAMILY SUIDAE 멧돼지과

Sus scrofa 멧돼지 ●

FAMILY CERVIDAE 사슴과 　

Capreolus pygargus 노루 ●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 한국고유종

ORDER LAGOMORPHA 토끼목 　 　

FAMILY LEPORIDAE 토끼과 　

Lepus coreanus 멧토끼 ● 한국고유종

FAMILY CERVIDAE 사슴과 　

Capreolus pygargus 노루 ● 　

Hydropotes inermis 고라니 ● 한국고유종

ORDER LAGOMORPHA 토끼목 　 　

FAMILY LEPORIDAE 토끼과 　

Lepus coreanus 멧토끼 ● 한국고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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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비고

ORDER RODENTIA 설치목 　 　

FAMILY SCIURIDAE 청설모과 　

Sciurus vulgaris 청설모 ● 　

Tamias sibiricus 다람쥐 ● 　

Pteromys volans 하늘다람쥐 ●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217호 

총   계 5목 15과 38종

●: 문헌조사

2009년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보은), 환경부

(나) 현지조사

보은군 전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포유류는 총 5목 9과 14종으로 조사되었다.

보은군 조사지역 내에서 농경지, 산지 등에서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삵, 고라니,

멧돼지, 멧토끼 등의 족흔과 배설물이 직접 관찰되었으며, 두더지는 터널로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천 주변에서는 주로 수달의 족흔과 배설물의 관찰이 용이하였다.

청설모와 다람쥐, 생쥐 등은 직접 관찰이 가능하였고, 노루는 청문조사로만 서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법적보호동물종(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

◦ 멸종위기 Ⅰ급 및 천연기념물 330호인 식육목 족제비과인 수달은 2009년 제 3차 전국

자연환경지역인 보은지역에서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지조사에서도 족흔과 배설물

및 청문조사를 통해 수달의 서식흔적을 확인하였음.

◦ 멸종위기Ⅱ급 및 천연기념물 217호인 설치목 청설모과인 하늘다람쥐는 제 3차 전국

자연환경지역인 보은지역에서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조사에서는 하늘다람쥐

만이 청문조사로 서식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종들은 관찰되지 않았음.

(다) 포유류 생태특성

㉮ 두더지(Mogera wogura)

저지대 초원과 농경지에서 산지의 삼림 지대까지 서식. 농경지와 초원에서 개체수가

많으나, 삼림내에서는 비교적 서식 밀도가 낮다. 지하에 복잡한 터널구조를 만들어 

번식기 이외에는 단독의 세력권을 갖는다. 곤충류와 지렁이류를 주로 먹지만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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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 등의 무척추동물과 개구리류, 가을에는 식물종자 등도 먹는다. 일반적으로 

봄에 1회 번식하고, 2～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수명은 평균3-4년이며, 제주도와 울릉

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관목이 우거지고 습윤한 저지대에 서식하며, 산 정상 부근과 산지의 산림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않는다. 주로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갈대나 띠 군락이 있는 곳을 선호

하며, 관목림이나 작은 나무가 산재하는 초지가 있는 농경지 부근, 산지, 산림, 산장 

등의 인가 근처에도 자주 출몰한다. 헤엄을 잘쳐서 어류나 양서류를 잡아먹는다.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 작은 소리에도 민첩하게 반응한다. 전국의 국립공원 지역과 산지에 

널리 분포함 

㉰ 고라니(Hydropotes inermis)

야산의 중턱 이하 산기슭이나 강기슭, 억새가 무성한 황무지, 풀숲 등지에 살며 

계절에 따라 사는 장소를 옮긴다. 봄에는 가까운 풀숲에서, 여름에는 버들밭이

나 그늘진 냇가 근처에서 서식한다. 가을에는 풀숲, 버들밭, 곡식 낟가리 속에서 발

견되며, 겨울에는 양지바른 논둑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루와 달리 크게 

놀라지 않으며, 서식지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원,1967).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

다.

㉱ 멧토끼(Lepus coreanus)

전국의 야산, 평야, 농경지에서 산악 삼림 지대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다.

초식성으로 식물의 종자나 줄기를 즐겨 먹으며, 겨울철 먹이가 부족할 시기에는 어린

나무의 껍질을 먹기도 한다. 전국의 산지에 분포한다.

㉲ 청설모(Sciurus vulgaris)

저지대 삼림에서 아고산 지대 산림에 걸쳐 서식한다. 적어도 일부 상록침엽수가 

있는 산림을 선호한다. 주행성으로 주로 나무 위에서 활동하며, 지상에서 활동하

는 시간은 매우 적다. 집의 구조는 작은 나무 위에서 엮고, 내부에는 마누껍질의 섬유

질을 사용하여 둥근모양의 집을 나무위에 짓거나 나무구멍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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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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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류

(가) 문헌조사

2009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역인 보은지역, 2009년

보은지구에서 출현하는 조류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2.2-3>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조류

학          명 국   명 문 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ORDER PODICIPEDIFORMES 논병아리목 　 　 　 　

FAMILY PODICIPEDIDAE 논병아리과 　 　 　 　

Podiceps ruficollis 논병아리 ● Res 　 　

ORDER CICONIFORMES 황새목 　 　 　 　

FAMILY ARDEIDAE 백로과 　 　 　 　

Ardea cinerea 왜가리 ● SV 　 　

Egretta alba modesta 중대백로 ● SV 　 　

Egretta intermedia 중백로 ● SV 　 　

Egretta garzetta 쇠백로 ● SV 　 　

Bubulcus ibis 황로 ● SV 　 　

Nycticorax nycticorax 해오라기 ● Res 　 　

ORDER ANSERIFORMES 기러기목 　 　 　 　

FAMILY ANATIDAE 오리과 　 　 　 　

Tadorna tadorna 혹부리오리 ● WV 　 　

Aix galericulata 원앙 ● Res 　 327호

Anas crecca 쇠오리 ● WV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 WV 　 　

Bucephala clangula 흰뺨오리 ● WV 　 　

ORDER GALLIFORMES 닭목 　 　 　 　

FAMILY PHASIANIDAE 꿩과 　 　 　 　

Phasianus colchicus 꿩 ● Res 　 　

ORDER CHARADRIFORMES 도요목 　 　 　 　

FAMILY CHARADRIIDAE 물떼새과 　 　 　 　

Charadrius dubius 꼬마물떼새 ● SV 　 　

ORDER COLUMBIFORMES 비둘기목 　 　 　 　

FAMILY COLUMBIDAE 비둘기과 　 　 　 　

Streptopelia orientalis 멧비둘기 ●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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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ORDER CAPRIMULGIFORMES 쏙독새목 　 　 　 　

FAMILY CAPRIMULGIDAE 쏙독새과 　 　 　 　

Caprimulgus indicus 쏙독새 ● SV 　 　

ORDER CORACIIFORMES 파랑새목 　 　 　 　

FAMILY ALCEDINIDAE 물총새과 　 　 　 　

Alcedo atthis 물총새 ● Res 　 　

Halcyon coromanda 호반새 ● SV 　 　

Halcyon pileata 청호반새 ● SV 　 　

FAMILY CORACIIDAE 파랑새과 　 　 　 　

Eurystomus orientalis 파랑새 ● SV 　 　

ORDER PICIFORMES 딱다구리목 　 　 　 　

FAMILY PICIDAE 딱다구리과 　 　 　 　

Dendrocopos kizuki 쇠딱다구리 ● Res 　 　

Dendrocopos major 오색딱다구리 ● Res 　 　

Picus canus 청딱다구리 ● Res 　 　

ORDER FALCONIFORMES 매목 　 　 　 　

FAMILY ACCIPITRIDAE 수리과 　 　 　 　

Buteo buteo 말똥가리 ● WV II급

Falco linnunculus 황조롱이 ● Res 　

ORDER PASSERIFORMES 참새목 　 　 　 　

FAMILY ALAUDIDAE 종다리과 　 　 　 　

Alauda arvensis 종다리 ● WV 　 　

FAMILY HIRUNDINIDAE 제비과 　 　 　 　

Hirundo rustica 제비 ● SV 　 　

Hirundo daurica 귀제비 ● SV 　 　

FAMILY MOTACLLIDAE 할미새과 　 　 　 　

Motacilla cinerea 노랑할미새 ● SV 　 　

Motacilla alba leucopsis 알락할미새 ● SV 　 　

Motacilla grandis 검은등할미새 ● Res 　 　

Anthus spinoletta 밭종다리 ● WV 　 　

FAMILY PYCNONOTIDAE 직박구리과 　 　 　 　

Hypsipetes amaurotis 직박구리 ●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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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FAMILY LANIIDAE 때까치과 　 　 　 　

Lanius bucephalus 때까치 ● Res 　 　

FAMILY CINCLIDAE 물까마귀과 　 　 　 　

Cinclus pallasii 물까마귀 ● Res 　 　

FAMILY TROGLODYTIDAE 굴뚝새과 　 　 　 　

Troglodytes troglodytes 굴뚝새 ● Res 　 　

FAMILY MUSCICAPIDAE 딱새과 　 　 　 　

Erithacus sibilans 울새 ● PM 　 　

Phoenicurus auroreus 딱새 ● Res 　 　

Saxicola torquata 검은딱새 ● SV 　 　

FAMILY TURNICIDAE 지빠귀과 　 　 　 　

Turdus naumanni eunomus 개똥지빠귀 ● WV 　 　

Turdus naumanni naumanni 노랑지빠귀 ● WV 　 　

FAMILY PANURIDAE 붉은머리오목눈이과 　 　 　 　

Paradoxornis webbiana 붉은머리오목눈이 ● Res 　 　

FAMILY SYLVIIDAE 휘파람새과 　 　 　 　

Cettia diphone 휘파람새 ● SV/Res 　 　

Cettia squameiceps 숲새 ● SV 　 　

Cyanoptila cyanomelana 큰유리새 ● SV 　

FAMILY AEGITHALIDAE 오목눈이과 　 　 　 　

Aegithalos caudatus 오목눈이 ● Res 　 　

FAMILY PARIDAE 박새과 　 　 　 　

Parus palustris 쇠박새 ● Res 　 　

Parus ater 진박새 ● Res 　 　

Parus major 박새 ● Res 　 　

Parus varius 곤줄박이 ● Res 　 　

FAMILY ZOSTEROPIDAE 동박새과 　 　 　 　

Zosterops japonica 동박새 ● Res 　 　

FAMILY EMBERIZIDAE 멧새과 　 　 　 　

Emberiza cioides 멧새 ● Res 　 　

Emberiza rustica 쑥새 ● WV 　 　

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 Res 　 　

Emberiza pallasi 북방검은머리쑥새 ● 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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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도래
유형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

FAMILY EMBERIZIDAE 멧새과 　 　 　 　

Emberiza cioides 멧새 ● Res 　 　

Emberiza rustica 쑥새 ● WV 　 　

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 Res 　 　

Emberiza pallasi 북방검은머리쑥새 ● WV 　 　

FAMILY FRINGILLIDAE 되새과 　 　 　 　

Fringilla montifringilla 되새 ● WV 　 　

Carduelis sinica ussuriensis 방울새 ● Res 　 　

Carduelis spinus 검은머리방울새 ● WV 　 　

FAMILY PLOCEIDAE 참새과 　 　 　 　

Passer montanus 참새 ● Res 　 　

FAMILY STURNIDAE 찌르레기과 　 　 　 　

Sturnus cineraceus 찌르레기 ● SV 　 　

FAMILY ORIOLIDAE 꾀꼬리과 　 　 　 　

Oriolus chinensis 꾀꼬리 ● SV 　 　

FAMILY CORVIDAE 까마귀과 　 　 　 　

Garrulus glandarius 어치 ● Res 　 　

Cyanopica cyana 물까치 ● Res 　 　

Pica pica 까치 ● Res 　 　

Corvus corone 까마귀 ● Res 　 　

종수 100 　 　

Res: 텃새, SV: 여름철새, WV: 겨울철새, PM: 나그네새 ●: 문헌조사

문헌 1: 2009년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보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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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조사

보은군 전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조류는 총 10목 30과 65종으로 조사되었다.

송광면에서 50종으로 가장 다양한 출현종수를 보였다.

※ 법적보호동물종(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분포)

◦ 현지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은 원앙, 말똥가리로 확인되었음.

◦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이 관찰되었음.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인 말똥가리가 관찰되었음.

(다) 조류 생태특성(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 원앙(Aix galericulata)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은 우수리, 한국, 만주, 일본, 타이완 등지에서 번식

하며, 여름철에 내륙 산지 계곡이나 저수지 등지에서 7~8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한

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강, 호수, 저수지, 바닷가 등에서 흔히 관찰된다.

㉯ 황조롱이(Falco linnunculus)

천연기념물 제323-8호인 황조롱이는 평지나 산지, 개활지 또는 도시 등에 분포

하며, 산란기는 4~5월이며 개활지와 절벽이나 나무의 돌출부 같은 후미진 곳, 도시

의 건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산좌를 튼다. 나뭇가지나 풀을 이용하여 둥지

를 만들기도 하고 묵은 집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다.

㉰ 말똥가리(Buteo buteo)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조류 Ⅱ급인 말똥가리는 겨울철에는 농경지, 평지, 도시,

습지, 초원, 하천, 해안가, 숲 등에서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여름철에는 

깊은 산 숲속에서 번식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목격하기 어렵다.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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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서·파충류

(가) 문헌조사

2009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역인 보은지역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강 5목 13과 19종이 출현하였다.

<표 4.2.2-4>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양서·파충류

학          명 국   명 문  헌 비고

CLASS AMPHIBIANS 양서류강 　

ORDER CAUDATA 유미목 　

FAMILY HYNOBIIDAE 도롱뇽과 　

Hynobius leechii 도롱뇽 ●

ORDER SALIENTIA 무미목 　

FAMILYBOMBINATORIDAE 무당개구리과 　

Bombina orientalis 무당개구리 ●

FAMILY BUFONIDAE 두꺼비과 　

Bufo gargarizans 두꺼비 ●

Bufo stejnegeri 물두꺼비 ●

FAMILY HYLIDAE 청개구리과 　

Hyla japonica 청개구리 ●

FAMILY MICROHYLIDAE 맹꽁이과 　

Kaloula borealis 맹꽁이 ● 멸종위기Ⅱ급

FAMILY RANIDAE 개구리과 　

Rana nigromaculata 참개구리 ●

Rana coreana 한국산개구리 ● 한국고유종

Rana rugosa 옴개구리 ●

Rana dybowskii 산개구리 ●

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 ● 외래도입종

CLASS REPTILIES 파충강 　

ORDER SQUAMATA 유린목 　

SUBORDER LACERTILIA 도마뱀아목 　

FAMILY GEKKONIDAE 도마뱀부치과 　

Gekko japonicus 도마뱀붙이 ●

FAMILY SCINCIDAE 도마뱀과 　

Scincella laterale 도마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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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비고

FAMILYLACERTIDAE 장지뱀과 　

Takydromus amurensis 아무르장지뱀 ●

SUBORDER SERPENTES 뱀아목 　

FAMILY COLUBRIDAE 뱀과 　

Elaphe dione 누룩뱀 ●

Elaphe schrenckii Strauch 구렁이 ● 멸종위기I급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유혈목이 ●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능구렁이 ●

FAMILY VIPERIDAE 살모사과 　

Gloydius brevicaudus 살모사 ●

총   계 2강 5목 13과 19종

● : 문헌조사

2009년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보은), 환경부

(나) 현지조사

보은군 전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양서파충류는 총 2강 5목 13과 19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양서류는 1강 2목 4과 11종이 확인되었고, 파충류는 1강 3아목 5과

8종이 확인되었다.

④ 담수어류

(가) 문헌조사

2009년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역인 보은지역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과 16종이 출현하였다.

<표 4.2.2-4> 문헌조사결과 출현종 목록 - 양서·파충류

학          명 국   명 문  헌 비고

FAMILY ANGUILLIDAE 뱀장어과

Anfuilla japonica 뱀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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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학          명 국   명 문  헌 비고

FAMILY CYPRINIDAE 잉어과

Zacco platypus 피라미 ●

Rhynchocypris oxycephalus 버들치 ●

Carassius auratus 붕어 ●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

Pungtungia herzi 돌고기 ●

Gnathopogon strigatus 줄몰개 ●

Pseudogobio esocinus 모래무지 ●

Microphysogobio yaluensis 돌마자 ● 한국고유종

FAMILY COBITIDAE 미꾸리과

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리 ●

Misgurnus mizolepis 미꾸라지 ●

Iksookimia koreensis 참종개 ● 한국고유종

FAMILY ODONTOBUTIDAE 동사리과

Odontobutis platycephala 동사리 ● 한국고유종

Odontobutis interrupta 얼룩동사리 ● 한국고유종

FAMILY GOBIIDAE 망둑어과

Rhinogobius brunneus 밀어 ●

Tridentiger brevispinis 민물검정망둑 ●

● : 문헌조사

2009년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보은), 환경부

(나) 현지조사

보은군 전체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담수어류는 총 5과 16종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수량이 적은 보청천 소규모 지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출현한 어종 중 법적

보호종은 없었다.

조사지역에서 한반도 고유종은 돌마자, 참종개, 동사리, 얼룩동사리 등 4종이 

조사되었으며, 국외도입종으로 생태계 교란종은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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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제도제5장 주제도제5장 주제도

5.1 토지 이용 현황도

5.1.1 정의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는 조사 대상 전역에 대한 상세한 자연환경 기초

조사, 조사결과의 도면화(주제도 작성),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지형주제도, 현존

식생도, 동물상주제도(조류주제도) 등의 기본주제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로 

작성되는 기타 주제도로 구성되며, 1:5000 축적 이상으로 주제도를 작성한다.

개별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비오톱을 유형화

함으로써 친환경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별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일정한 구간이나 등급으로 나타낸 비오톱 평가결과는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중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

제한구역 관리, 환경 및 자연생태계보전 지역 관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지구단위

계획 수준에서의 친환경적 경관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5.1.2 속성자료

가. 대상지의 범위와 축척

지역이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비오톱 지도의 축척은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축척에 준한다.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에 비오톱 지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1:5000 축척 이상에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비오톱 지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1:500 ~ 1:2000 축척으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한다.

효율적인 비오톱 지도의 작성을 위해서 대상지 중 일부를 대축척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지역을 소축척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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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료 명   비  고

기초자료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

- 도시계획도

- 자연환경현황도

- 비오톱지도 작성 축척과 동일 축척

- 비오톱지도 작성 축척에 적합

- 1:5000 이상

- 1:25000

참고자료

- 임상도

- 편집지적도

- 행정구역도

- 기타 지역에서 구축한 지리

정보(도로망, 새주소 등)

- 시설, 공원, 산림, 하천 등 

관리 대장 및 도면

- 지역의 생태현황 관련 기존 

조사 및 연구 자료

- 1:25000

나. 기초 수집 자료

[표 5.1.2-1]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 문헌자료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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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분류 체계

토지 이용 현황 분류 체계와 코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표 5.1.3-1] 속성자료 내용

대분류 세분류 코드 대분류 세분류 코드

주거지역

단독주거지역 A01

도시녹지

근린공원 H01

공동주거지역 A02 어린이공원 H02

취락 A03 완충녹지 H03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B01 경관녹지 H04

일반상업지역 B02 공공공지 H05

공업지역 공업지역 C01 광장 H06

혼합지역

주거상업혼합지역 D01 골프장 H07

주거공업혼합지역 D02 묘지 H08

기타 혼합지역 D03 문화유적지 H09

공공용도지

교육시설 E01 유원지 H10

공공청사 E02 기타녹지 H11

병원 및 요양기관 E03
공지

건설현장지역 I01

연구기관 E04 공지 I02

체육시설 E05 채광지역 채광지역 J01

기타 공공시설 E06

농경지

논 K01

교통시설지

철도 및 관련시설 F01 밭 K02

도로 및 관련시설 F02 과수원 K03

공항 및 관련시설 F03 묘포원 K04

항만 및 관련시설 F04 시설농경지 K05

도시부양시설

지

유수지 G01 축산시설 K06

배수지 G02 방목지 K07

정수장 G03
산림

조림지 L01

발전송전시설 G04 자연림 L02

유류저장 송유시설 G05
하천

하천 M01

하수종말처리시설 G06 저수지 M02

매립 완료된 쓰레기 

매립지
G07

특수지역
군사시설 N01

조사불가능지 N02자원회수시설 G08

기타 폐기물 관련시설 G09 미분류 미분류 O01

농수산물시장 G10
특수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P01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시설 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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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양군

[그림 5.1.3-1] 단양군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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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은군

[그림 5.1.3-2] 보은군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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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 피복도

5.2.1 정의

토지피복도는 지표면의 피복상태를 표현하므로 국토의 공간구조 실태 파악에 

용의하여 토지피복분류는 도시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토지 피복도란 현재 지표면 위에 나타나는 피복이나 물체의 유형(지표면 자체,

식생, 인공물 등)을 연속된 폴리곤의 형태로 나타낸 도면을 의미 한다.

자연적인 토양의 과도한 포장은 인간의 생활공간이나 자연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인공재에 의한 토양 포장은 도시의 기후는 

물론 물 관리, 토양 생태, 동물상, 식물상에 영향을 미친다.

5.2.2 속성자료

토지 피복도의 속성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5.2.2-1] 토지피복도 속성자료

속성항목명칭 속성유형 속성자료내용

폴리곤 고유번호 Int 토지피복 폴리곤 고유번호

토지피복 분류코드1 Text 육상 - 습지/수면

토지피복 분류코드2 Text 인공 - (반)자연

토지피복 분류코드3 Text 식생 - 비식생

토지피복 분류코드4 Text 투수 - 불투수, 초본 - 관목 - 교목

토지피복 세분류 코드 Text 지형지물(토지피복 객체) 종류

토지피복 경계 원자료 Text
해당 폴리곤의 경계를 작성한 원자료 코드

(예:수치지형도, 위성영상,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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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분류 체계

[표 5.2.3-1] 분류체계 속성자료

구

분
분류항목

불투수율(%)  

평균값
토지이용항목

1 건설중 52.8 I01, J01

2 고층아파트 84.5

3 공설운동장 69.8

4 공업지역 79.6 C01

5 공원 44.8 H01, H02, H09, H10

6 교외건물 61.3

7 기타시설물 68.9 D03, E05, E06, G04, K06

8 나지 44.2 I02

9 논 24.1 G01, K01, M01, M02, P01, Q01

10 대학교 62.3

11 밭 27.1 K02

12 비닐하우스 66.1 K05

13 비포장도로 23.2 O01

14 상업지역 85.3 B01, B02

15 연립주택 83.7 A02,

16 일반운동장 35.4

17 일반주택 83.1 A01, A03,

18 저층아파트 80.4 D02

19 주요기관 65.3 E02, E03, E04, N01, N02

20 주차장 76.8 F02, F03, F04, G10, H06

21 철로 67.2 F01,

22 초고층아파트 84.2 D01

23 초지 44.0
G07, G08, G09, H03, H04, H05, H07, H08, H11, K03,

K04, K07, L01, L02

24 하천제방 65.1

25 학교 74.1 E01

26 학교운동장 36.1

27 기타 100.0 G02, G03, G05, G06

28 도시개발지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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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양군

[그림 5.2.3-1] 단양군 토지피복도

[그림 5.2.3-2] 단양군 토지피복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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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은군

[그림 5.2.3-3] 보은군 토지피복도

[그림 5.2.3-4] 보은군 토지피복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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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존 식생도

5.3.1. 정의 

자연 생태계의 합리적 이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존 식생과 잠재 식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식생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교란 이후에 자연적인 천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식생의

천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나타낸다.

현존 식생은 도시 지역의 생태적 성숙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며 야생 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 도시 생태계 구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존 식생도란 현재 지표면을 덮고 있는 식생의 유형을 나타낸 도면이다.

현존 식생도는 조림지, 공원 녹지, 경작지 등의 인공적인 식생과 습지, 자연림 

등의 자연적인 식생을 포함한 대상지 내의 모든 식생을 대상으로 한다.

5.3.2 속성 자료

현존 식생도의 속성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5.3.2-1] 분류체계 정의

속성항목명칭 속성유형 속성자료내용

폴리곤 고유번호 Int 현존식생 폴리곤 고유번호

상관식생 분류코드 Text 상관식생 분류체계에 따른 코드

현존식생 분류코드 Text 현존식생 분류체계에 따른 코드

현존식생 경계 원자료 Text
해당 폴리곤의 경계를 작성한 원자료 코드

(예:수치지형도, 위성영상,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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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분류 체계

현존 식생도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5.3.3-1] 현존식생 분류체계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코드

교목림

상록

침엽
자연 ENnF

인공 ENcF

활엽
자연 EBnF

인공 EBcF

혼효
자연 EMnF

인공 EMcF

낙엽

침엽 인공 DNcF

활엽
자연 DBnF

인공 DBcF

혼효
자연 DMnF

인공 DMcF

혼효

침엽 인공 MNcF

활엽
자연 MBnF

인공 MBcF

침활혼효
자연 MnF

인공 McF

관목림
자연 nS

인공 cS

초지

육상
자연 TnS

인공 TcS

습지/수면
자연 WnS

인공 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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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2] 현존식생 분류속성

군락명 Code 정의

침엽수림 C 침엽수(혼효림)의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활엽수림 H 활엽수(혼효림)의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침활혼효림 M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각각 25%이
상, 75%미만인 임분

소나무림 D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소나무 인공림 PD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잣나무림 PK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낙엽송림 PL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리기다소나무림 PR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참나무림 Q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참나무인공림 PQ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포푸라림 Po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밤나무림 Ca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심나무림 Cr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편백나무림 Co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전나무 Ab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침엽수 인공림 PC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활엽수 인공림 PH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죽 림 B 수관 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

벌채적지 F 일시적으로 입목이 제거된 곳

미임목지 O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이상인 임지

황폐지 E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이하인 임지(단, 침계가 발달한 곳은 
60% 이하)

목 장 LP 초지(목장)

경작지 L 과수원, 기타 농경부지, 묘포장 등이 임지내에 있는 농용지역

제 지 R 도로·암석지·묘지 및 군사시설 부지 등 임목육성에 쓰이지 않는 임지

수 체 W 하천, 수택지 또는 수면

임간나지 Dn
입목지로서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이하이고 침식이 진행되
고 있는 임지

도시개발지역 - 택지개발지구나 지방산업단지등으로 개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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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식생조사방법

식물상 조사는 도보로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사하였으며, 식물의 정확한 위치

확인 및 특정식물종의 분포에 대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를 이용하여 식생조사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식생조사 시 출현하는 식물은 현지에서 동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현지

동정이 어려운 것은 채집 및 사진촬영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생활형은 Raunkiaer의 생활형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나열은 이창복의 원색대한

식물도감(이창복, 2003)에 사용된 해부학적 특색을 취한 FULLER와 TIPPO의 관속

식물문(Tracheophyta) 체계를 따랐다.

현지조사를 통한 식생조사는 비교적 균일한 상관과 유사한 입지조건의 장소를 

택하여 Braun-Blanquet(1964)의 피도와 군도 조사기준에 따라 출현하는 관속식물의

우점도와 군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다.

현존식생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작성한다.

원자료 수집

상관식생 구분

조망점 조사

정위치편집

검수 및 자료정리

식생경계 작성

식생 조사

[그림 5.3.4-1] 현존식생도의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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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1] 피도 및 군도의 조사기준(Braun-Blanquet, 1964)

구분 계급 기           준

피

도

5 피도는 3/4 이상으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4 피도는 1/2～3/4 이상으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3 피도는 1/4～1/2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2
피도는 1/10～1/4로 개체수는 임의 또는 피도는 1/10이하로 개체수가 

다수이다

1
개체수는 다수이나 피도는 낮고 또는 개체수가 대단히 소수이나 피도는 약간 

높다

+ 개체수는 소수이며 피도도 대단히 낮다

r 대단히 드물게 나타난다

군

도

1 단독으로 생육하는 것

2 군 또는 총상으로 생육하는 것

3 소반, 쿠션모양으로 생육하는 것

4 소군락, 광반, 카피트 모양으로 생육하는 것

5 대군집을 이루는 것

Raunkiaer

의 생활형 

분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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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양군

[그림 5.3.4-2] 단양군 현존식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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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은군

[그림 5.3.4-3] 보은군 현존식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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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형 주제도

5.4.1 정의 

지형 주제도란 지표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격자형 주제도의 집합으로 표고, 경사도,

향을 포함한다.

5.4.2 작성 절차

수치지형도로부터 등고선 및 표고점 등 표고를 나타내는 레이어를 분리한다.

보간법을 이용해 해당 위치에서 표고를 나타내는 수치고도모형을 작성한다.

해당 위치에서 경사의 방향을 나타내는 향을 작성한다.

원자료 수집

보조자료

수치고도모형작성

경사도 작성 향 작성

[그림 5.4.2-1] 현존식생 분류체계 지형주제도의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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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양군

[그림 5.4.2-2] 단양군 지형표고도

[표 5.4.2-1] 단양군 지형표고도

구분 계 200m미만 200~400m 400~600m 600~800m 800~1000m 1000m 
이상

면적(㎡) 181,193,016 9,099,900 66,012,368 48,977,136 33,471,008 17,641,896 5,990,708 
구성비(%) 100.00 5.02 36.43 27.03 18.47 9.74 3.31 

주: 수치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GIS 분석 (격자크기 2m×2m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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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3] 단양군 지형경사도

[표 5.4.2-2] 단양군 지형경사도

구분 계 15°미만 15~30° 30~45° 45~60° 60°이상
면적(㎡) 181,193,016 37,024,240 84,187,992 55,042,480 4,800,888 137,416 

구성비(%) 100.0 20.43 46.46 30.38 2.65 0.08 

주: 수치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GIS 분석 (격자크기 2m×2m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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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은군

[그림 5.4.2-4] 보은군 지형표고도

[표 5.4.2-3] 보은군 지형표고도

구분 계 200m미만 200~400m 400~600m 600~800m 800m 이상

면적(㎡) 178,568,836 13,016,208 92,878,496 59,947,040 10,315,464 2,411,628 

구성비(%) 100.00 7.29 52.01 33.57 5.78 1.35 

주: 수치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GIS 분석 (격자크기 2m×2m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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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5] 보은군 지형경사도

[표 5.4.2-4] 보은군 지형경사도

구분 계 15°미만 15~30° 30~45° 45~60° 60°이상
면적(㎡) 178,568,836 85,149,584 55,997,948 36,155,651 1,252,668 12,985 

구성비(%) 100.0 47.68 31.36 20.25 0.70 0.01 

주: 수치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GIS 분석 (격자크기 2m×2m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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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동물상 주제도

5.5.1 정의

조사 대상 지역에서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의 동물상 

주제도를 작성한다.

5.5.2 분류 및 코드 체계

[표 5.5.2-1] META 분류 및 코드

테이블 명 테이블 설명 컬럼명 컬럼 설명

META_CODE_A
[문 정보]종 분류의 문 

정보를 저장 관리

CODE_A 문 코드

SCIENTIFICNAME_A 문 분류 학명

KOREANNAME_A 문 분류 국명

ORDERNUM_A 문 정렬 순서

META_CODE_B
[강 정보]종 분류의 강 

정보를 저장 관리

CODE_A 문 코드

CODE_B 강 코드

SCIENTIFICNAME_B 강 분류 학명

KOREANNAME_B 강 분류 국명

ORDERNUM_B 강 정렬 순서

META_CODE_C
[목 정보]종 분류의 목 

정보를 저장 관리

CODE_B 강 코드

CODE_C 목 코드

SCIENTIFICNAME_C 목 분류 학명

KOREANNAME_C 목 분류 국명

ORDERNUM_C 목 정렬 순서

META_CODE_D
[과 정보]종 분류의 과 

정보를 저장 관리

CODE_C 목 코드

CODE_D 과 코드

SCIENTIFICNAME_D 과 분류 학명

KOREANNAME_D 과 분류 국명

ORDERNUM_D 과 정렬 순서

META_CODE_E
[종 정보]종 분류의 종 

정보를 저장 관리

CODE_D 과 코드

CODE_E 종 코드

SCIENTIFICNAME_E 종 분류 학명

KOREANNAME_E 종 분류 국명

ORDERNUM_E 종 정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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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조사방법

가. 조류

특정 조류종, 특히, 희귀종을 대상으로 조류서식지를 평가하는 것은 희귀종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서식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양분되어 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희귀종 서식에 알맞지 않은 지역 내에서 세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정 조류그룹을 대상으로 조류서식지를 평가하는 것은 희귀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비해 공간을 더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류그룹을 어떤 기준으로 묶느냐에 따라 조류서식환경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오톱 조사의 전체 대상지는 사람의 영향정도(인구밀도, 도로밀도, 불투수층면적,

소음 정도 등)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사람의 영향정도가 심해질수록 몇 몇 우점종, 다시 말해, 사람의 영향에 덜 

민감한 종들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자연서식지는 서식환경의 안정성으로 인해 사람의 영향에 민감한 종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Marzluff et al. 2001).

다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희귀종이나 특정 조류그룹의 서식과 관련이 높은

비오톱 유형은 이들 특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류군집 수준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

다양한 비오톱 유형에서 조류군집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지침에서는 포인트

-카운트법(point-count method)을 사용한다.

포인트-카운트법은 다양한 서식지 형태가 존재하는 지역을 조사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소규모의 일정면적을 조사한다.

조류의 조사는 관측이 용이한 지역을 따라 이동하면서 쌍안경(Binocular, 10×40)을

이용하였고, 직접관찰이 어려운 경우 울음소리를 통해 확인하거나 계획노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한 탐문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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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유류

현장조사는 준비, 조사, 점검 및 협의, 보고서의 4단계로 진행된다.

준비단계에서는 현장 조사자를 교육하고, 지도 작성팀(GIS전문가)으로부터 기본

주제도(지형, 토지이용, 토지피복, 식생)를 기준으로 기초 서식지 유형을 구분한 

도면을 전달 받는다.

또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대상지의 서식종에 대한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현장

조사 지점을 선정한다.

조사단계에서는 이 지침에 준하여 선정된 지점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한다.

점검 및 협의 단계에서는 포유류 전문가와 지도 작성팀(GIS전문가)이 현장조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지점을 수정하고 조사방법을 보완한다.

수정과 보완 후에는 조사 또는 재조사를 실시한다.

보고서 단계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서식지 평가 및 포유류 주제도 작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포유류는 이동성이 크며, 인간의 간섭을 싫어하는 동물로서 현지조사시 조사

대상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생활동태, 배설물, 식흔, 울음소리, 발자국 등을 통한 

간접확인과 직접관찰을 하였고, 인근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그림 5.5.3-1] 포유류 조사 및 주제도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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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서․파충류 

현장조사는 준비, 조사, 점검 및 협의, 보고서의 4단계로 진행한다.

준비단계에서는 현장 조사자를 교육하고, 지도 작성팀(GIS전문가)으로부터 기본

주제도(지형, 토지이용, 토지피복, 식생)를 기준으로 기초 서식지 유형을 구분한 

도면을 전달 받는다. 또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대상지의 서식 종에 대한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현장조사 지점을 선정한다.

조사단계에서는 이 지침에 준하여 선정된 지점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한다.

점검 및 협의 단계에서는 양서․파충류 전문가와 지도 작성팀(GIS전문가)이 현장

조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지점을 수정하고 조사방법을 보완한다. 수정과 보완

후에는 조사 또는 재조사를 실시한다.

보고서단계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서식지 평가 및 양서․파충류 주제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양서․파충류의 조사는 주요 서식처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조사지점

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조사지점은 수계와 논둑, 밭둑을 따라 직접 채집하거나 

관찰하였으며 주민 등에 의한 탐문 및 문헌조사를 병행․실시한다.

[그림 5.5.3-2] 양서․파충류 조사 및 주제도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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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양군

[그림 5.5.3-3] 단양군 동물상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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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은군

[그림 5.5.3-4] 보은군 동물상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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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비오톱 유형도

5.6.1 비오톱 유형화

기본주제도 및 기타주제도를 바탕으로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를 통하여 비오톱

지도를 작성한다.

비오톱 유형화는 개별 비오톱의 생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과정을 비오톱 유형화라고 한다.

비오톱 유형 분류 시 대분류와 중분류는 환경부지침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한다.

소분류는 중분류의 범위 내에서 각 유형별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 한다.

[표 5.6.1-1] 비오톱 유형도 분류

표준 대분류 표준 중분류 내용

주거지

단독주택지
단독 세대 주거목적 건물이 대상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공동주택지
여러 세대 주거목적 건물이 대상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상업 및 
업무지

중심상업 업무지역 도심 및 부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 및 상업중심지

일반상업 업무지역
도심 및 부도심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 및 상업
지역

유통시설 상업지역
대형 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업무기능보다는 유통 상
업의 기능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업지

공단지역
대상지 전체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이 공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소규모 공업지역
대상지 전체가 공업시설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공업
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공단이라는 명칭 
없이 관리되는 지역

혼합지

농공단지 농촌지역에 입지한 소규모 농공단지 지역

주거․상업 
혼합지역

주거지역에서 주요도로와 접한 부분은 상업기능이 활발하
지만 이면도로지역은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지역

주거․공업 
혼합지역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거나,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공급
처리지

관광시설 지역
관광지 또는 관광특화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상업 및 주거, 숙박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물관련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물처리 관련 시설 입지지역

폐기물관련시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지역

에너지 및 
통신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 관련시설, 송신소 등
에너지 및 통신관련 시설 입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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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대분류 표준 중분류 내용

공공
시설지

교육시설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대규모 연수원 기능이 있는 지역으
로 운동장과 같은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

체육시설 공설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 체육관련 시설 입지지역

병원·요양기관
각종 병원 및 요양기관 입지지역, 단, 소규모 병원 및 의원
과 같이 토지이용이 주변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지
의 주요 토지이용 유형으로 포함하여 구분

행정·연구기관
각종 관공서, 연구소 등이 입지한 지역. 다만 소규모 시설
로서 토지이용이 주변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지의 
주요 토지이용 유형으로 포함하여 구분

기타공공시설

공기업, 적십자사 등과 같이 행정기관으로 구분하지는 않지
만 공공적인 성격의 기능을 가진 시설지역 다만 소규모 시
설로서 토지이용이 주변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지의 
주요 토지이용 유형으로 포함하여 구분

교통
시설지

철로시설지역 철도, 역사, 조차장 등 철도관련 시설 입지지역

도로시설지역
각종 도로, 주차장, 터미널 등 도로교통 관련 시설 입지지
역

공항시설지역 공항 등 항공 운송수단 관련 시설 입지지역

항만시설지역
바다 및 내륙 주운 등을 위한 항구 및 선착장 관련 시설 
입지지역

공원 및 
녹지

조성된 공원 및 
녹지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 및 조경수목 식재지

기타 녹지
골프장, 스키장, 묘지공원 등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일
반적인 생활권공원 성격의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기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원 및 녹지

문화유적지 고궁, 왕릉 및 일정면적을 가진 문화유적지

하천, 호소 
및 습지

산지형 하천 산림지에 위치한 하천

농촌형 하천 경작지에 위치한 하천

도시형 하천 시가화 지역에 위치한 하천

자연습지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

인공습지
인위적으로 조성하였거나, 당초 자연습지를 인공적으로 정
비하여 관리하고 있는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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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대분류 표준 중분류 내용

농경지

논 논 경작목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농지

밭 밭 경작 목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농지

과수원 과수원 목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농지

축산시설 지역 축산목적의 고정건물 및 간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특수재배 지역
인삼 그늘막, 비닐하우스 등 논이나 밭에 특별한 시설을 설
치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

목초지 축산목적으로 목초를 생산하거나, 방목하고 있는 지역

산림

자연림 인간간섭 없이 자연림으로 산림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

인공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림한 산림

노출지
당초 산림으로 유지되던 지역을 벌채, 묘지조성 등으로 노
출시켰거나, 산림지 내에 있는 암석노출지

관목림 및 초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숲이 훼손된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
성된 관목림 및 초지, 또는 지형적 특성으로 관목림 및 초
지에서 더 이상 천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

해안

갯벌
진흙, 가는 모래, 또는 이들이 혼합된 토양으로 이루어진 해
안(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자갈 및 암반해안 자갈 및 암반으로 이루어진 해안

사빈 모래로만 이루어져 해수욕장 등으로 이용되는 해안

사구
사빈에서 육지부 쪽으로 바람 및 파도의 영향으로 모래가 
구릉을 이루고 있는 지역

해안염습지
간조시에도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 습지가 유지되는 해안
가 습지

해안구조물 해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구조물

유휴지 

도시내 유휴지
도시지역에서 건폐되지 않고, 나지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

또는 야적장 등 지형변동 없이 임시로 물건 등을 야적한 지
역

농경지역유휴지 농경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휴경지역

기타 특수지역
군부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어 조사가 곤
란한 지역

도시개발지 도시개발지역 지방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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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양군

[그림 5.6.1-1] 단양군 비오톱유형도

나. 보은군

[그림 5.6.1-3] 보은군 비오톱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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