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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생물개체 종수의 

다양성 개념을 넘어서서 육상  해양환경내 이

들 유기체가 서식하는 생태계를 말한다. 이는 종

과 종사이 는 종과 생태계사이의 다양성을 포

함할뿐 아니라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

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 자의 다양

성을 총체 으로 지칭하며, 유엔환경개발정상회

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생

물다양성 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정의한 것에 따른다. 지구상에는 약 

180만종의 생물종이 알려져 있으며, 조사되지 않

은 생물종을 감안하면 약 1,500만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Global Environment Outlook 2000, 

UNEP)된다. 국내에는 10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상하며, 재까지 조사된 생

물종 수는 45,300여종 동물 26,575종(곤충포함), 

식물 5,349종, 기타 균류·원생·원핵생물등이 13,371

종 (환경부 환경통계연감)으로 악되고 있다

[1,2].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 분해하여 

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한 기후환경조건을 유지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인류의 복지  건강에도 매

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 식, 주, 

특히 식품과 의약품  산업용 산물들을 생물다

양성 자원의 구성요소로부터 얻고 있다. 컨 ,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

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 인구의 80%를 돌 주는 의약품

을 동식물에서 추출하며, 동양 통 의약품의 경

우에도 5,100여종의 동식물을 직 으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물다양성 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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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생물자원의 이용시 자원제공국가의 사 승인 

 이익의 공평배분('92. 냐 나이로비) 원칙과 

‘유 자원 근  이익공유’ 를 한 ABS 국제

의정서(ABS :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가 채택 ('10. 10, 나고야, 일

본)됨에 따라, 각국은 생물다양성자원 선 을 

한 국가차원의 자원확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

으며, 이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근거할 수 있는 

생물정보 데이터로서 망라  정보화를 한 총

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3,4]. 

생물다양성과 생태정보의 범 는 방 하고도 

복잡다단하며 한 사회 으로 매우 요한 활

용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 무엇이 얼

마나 밝 지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한 자유롭게 오  액세스 할 수 없어서 제 로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없다. GBIF (세계생물다

양성정보기구: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육해상의 

동물, 식물, 곤충 등  지구  생물의 종 다양성 

자원 데이터에 한 Open Access를 통해, 구

라도 언제든 자유로운 데이터 근과 이용을 목

표로, OECD 장  포럼을 통해 2000년에 독일 

회의에서 승인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GBIF 데이

터 포털(http://www.gbif.org)은 한국, 미국, 랑

스, 덴마크, 남아 리카공화국, 국, 일본 등 

100여개의 회원국가  련기구가 참여한 

GBIF의 공동 노력을 통해, 재 약 6.5억 건에 

해당하는  지구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근, 

검색, 다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직  이용하여 지구 환경  

문제와 생태생물학  향과 이해연구에 련된 

논문이 년 350편 이상 발표되고 있다[5,6]. 

2001년 한국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GBIF 

MOU에 서명 참여를 통해, 국가분담  납부와 

함께 투표 회원국으로서의 국내외 활동과 상

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KBIF: 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의 사무국을 국립 앙과학 에 설립하여, GBIF

에 한 일원화된 정부 응 역할과 임무를 계속

하고 있다. 한, 국립 앙과학 , 국립수목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해양자

연사박물 ,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와 여러 

학 자연사박물  등 국내 50여개 생물다양성

련 연구기 의 집합체인 국가생물다양성기

연합(NBIC: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ional 

Consortium)의 회원기 을 심으로, 국내 산림 

 해양 생물분포 권역별 생물분포조사  채집, 

동정, 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동 장조사 

활동과 함께 생물다양성연구 네트워크를 운 하

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내 50여

개 연구기 의 집합체인 국가생물다양성기 연

합(NBIC)의 데이터노드의 기 으로서, 이를 

심으로 GBIF IPT(Integrating Data Publishing 

Toolkit: data.kbif.re.kr/ipt/)를 구축하고, 192만

건에 해당하는 국내 생물다양성 자원 데이터의 

GBIF 등록을 통해  세계 으로 오  데이터 

활동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7-10]. 

2. GBIF 주요 활동

GBIF는 투표 회원국들의 국가분담  납부에 

의한 GBIF Core Fund와 GBIF 캠페인이나 EU 

기 모집 등을 통해 추가된 보조 산을 통해, 

GBIF 사무국(덴마크 정부기증)을 최소비용으로 

운 하고, 부분의 산은 집행이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단계별 연구사업에 투입된다. 컨

, GBIF 데이터 포털을 해 필수 인 생물다

양성 정보 시스템 인 라의 안정  구축 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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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BIF 데이터 제공기관의 증가 및 레코드 통계

우선 배분되며, 단계별 연구사업과 집행이사국 

총회  각종 원회 운 과, 특히 권역별 국가 

노드 원회의 기술 훈련과 노드 원회의 활동을 

지원[11,12]한다. 

GBIF 집행이사 총회는 2001년 독일을 시작으

로 2015년 제22차 마다가스카르 개최를 통해, 

100여개 참여회원국의 확 와 더불어 여러 국제

기구의 참여를 이끌게 되었으며, GBIF의 국제

력 황의 표  로는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 Ecosystem Services 

(IPBES), Group on Earth Observations(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GEO-B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Ocean Biogeo-

graphic Information System(IODE/OBIS), Conso-

rtium for the Barcode of Life(CBOL), 

DIVERSITAS, Encyclopedia of Life(EOL), 

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em 

(ITIS),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ICIMOD), International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ILTER), 

Species 2000, Taxonomic Databases Working 

Group(TDWG),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WCMC, World Federation 

for Culture Collections(WFCC), Data Observa-

tion Network for Earth(DataONE), Intergove-

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UNESCO 

(IOC) 등과 같이 50여 이상의 기구들과 트

쉽의 공동 력 확 [13]를 이끌고 있다. 

2015년 10월 재 지구  생물다양성 데이터 

6.5억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그림 1 참조), 미국, 

스웨덴, 국 과 랑스, 호주 순으로 데이터 집

계가 우선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 86만건(그림 

2 참조)을 새로 등록하 다. 지구  생물종 다

양성 15,200 데이터 집합의 지속 인 데이터 등

록  공유의 증가와, 국가별 데이터 제공기 의 

수가 767기 으로 확 된 것은 매우 고무 이다. 

더욱이 생물다양성 데이터의 품질과 사용 합

성에 맞는 데이터 검증과 품질 리에 더욱 집



(그림 2) GBIF 데이터 출판 통계

(그림 3) GBIF에 공유중인 한국의 생물종 분류군별 데이터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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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BIF Data Integrated Publishing Toolkit (IPT)

해야 하고, 리에 더욱 집 해야 하고, CC-BY 

수 에서의 데이터 라이센스 용에 한 각 정

부의 조를 요청하고 있다[14,21,25]. 

GBIF 주요 연구사업으로, Data Access and 

Database Interoperability (DADI)와 련한 

GBIF 데이터 인 라의 확보와 가동이다. 한 

Electronic Catalogue of Names of Known 

Organisms(ECAT)와 같은 종 목록의 최  확보

와 품질 개선, Digitisation of Natural History 

Collections(DIGIT) 컬 션 샘 의 산작업화, 

각 나라의 연구 활동이 데이터 등록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참여 노드의 활동, 아시아, 아 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6개 권역별 노

드 원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Outreach 

and Capacity Building(OCB)와 같은 지속 인 

역량 강화 로그램, 아 리카나 아시아 국가들

의 역량 확보와 참여 독려를 한 Biodiversity 

Information for Development (BID) 로그램 

등이[12,15] 있다. 

3. 한국의 GBIF 대응 주요 활동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 GBIF 제17차 집행

이사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100여개의 회원국 

정부 표와 국제기구들이 참가한 가운데, GBIF 

수원선언문(Suwon Declaration)을 공표하 다. 

지구의 안문제 해결과 지속발  가능하고 건

강한 지구 생태환경 유지를 지향하는 실행 가능

한 목표로, 각국은 생물다양성 연구의 노력과 과

학  발견에 따른 생물다양성 지식공유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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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BIF GBRDS 시스템 구조

터 공유 활동을 한 각국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세부내용에 해 만장일치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 다[16,17]. 

GBIF 한국사무국(국립 앙과학 )의 설립 운

을 통해 GBIF 국제기구에 한 일원화된 정부 

응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50개 생물다양

성 련 연구기 의 집합체인 국가생물다양성 

기 연합의 활동으로, 경주국립공원 권역을 시작

으로 백령도, 여수다도해, 인천, 월, 고성, 신안, 

태안, 울릉도  제주를 포함하여 권역별 생물분

포 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

된 샘 의 채집, 동정, 분류를 거쳐 구축된 생물

다양성 데이터는 국가 자연사 연구 종합정보시

스템 NARIS(http://www.naris.go.kr/v2/index.jsp)

를 통해 DB로 구축되어 있고, 연구조사 결과는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를 통해 논

문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31개의 데이터 제공

기 을 심으로 수집된 약 192만여 건의 국내 

생물다양성 데이터(그림 3 참조)는, 데이터 가공

과 변환을 거쳐 GBIF 데이터 출   리 지토

리 랫폼인 Integrated Publishing Toolkit (IPT) 

기반의 서버를 구축  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하면서(그림 4 참조), GBIF 데이터 포털

(www.gbif.org)을 통해  세계 으로 데이터 공

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7-10]. 

4. GBIF 포털

생물 다양성  생태계 정보의 범 는 방 하

고도 복잡하며 사회 으로 매우 요한 활용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 무엇이 얼마나 

밝 지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한 

아직도 자유롭게 오  액세스 할 수 없고, 이를 

제 로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

제인식을 바탕으로, 육해상의 동물, 식물, 곤충 등 

 지구  생물의 종 다양성 자원데이터에 한 

오  액세스를 통해, 구라도 언제든 자유로운 

데이터 근과 이용을 목표로 GBIF(세계생물다

양성정보기구: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를 설립하 다[6,11]. 

GBIF 데이터포털(www.gbif.org)은 가 언제 

무엇을 발견 혹은 찰 하 는가를 기록하는 가

장 기본 이고 필수 인 구조로 국제표 에 근

거한 데이터 구축  공유를 기조로 하고 있다. 

단 한 번의 근과 클릭으로 집 성된, 생물다양

성 데이터를 외부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상호호

환성을 기본으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생물종

의 기 표본 샘  데이터, 찰데이터, 종목록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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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그와 함께 상호 수집된 유 자 샘  데이터, 

생태  지리좌표 데이터와 기후 데이터를 포

하고 있다[5,6]. 

GBIF 기 단계에서는 데이터 공유를 해 

Darwin Core2나 스 드 쉬트 수 의 데이터 

집합이 DiGIR, TAPIR나 BioCASE 등과 같은 

데이터 교환 로토콜을 통해 데이터 등록이 이

루어 졌다. 최근에는 Integrated Publishing 

Toolkit(IPT)과 같이 보다 진보된 데이터 출  

기술을 사용하여 지속 인 데이터 수집과 인덱

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GBRDS (Global 

Biodiversity Resources Discovery System)와 동

기화를 통해, 데이터를 리소스 수 에서 탐색하

고 GBIF 데이터 포털을 통해 서비스한다(그림 5 

참조)[18-20]. 

5. GBIF 데이터 활용 사례 및 연구주제

동향 

약 6.5억여 건에 해당하는 GBIF 생물다양성 

데이터는, 여러 연구목 에 맞게 유해침입 생물

종 분석,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응, 생물종  

생태 보존 략 수립, 농업다양성 활용  확보, 

인류보건 응  생물종의 분포, 니체모델링 등

에 따른 크게 6개의 주제 분야에 따라, 데이터 

활용사례를 볼 수 있으며, GBIF 데이터를 이용

한 동료 심사를 거쳐 출 된 논문 발표가 2015

년에 410여편, 총 1,851편에 이르고 있다[21,22].  

생물다양성정보는 생물분류학 데이터, 찰

데이터, 시공간지리좌표데이터  기 표본데이

터를 주로 포함하나, 이들의 분자생물학 , 생태

학  그리고 분류에 따른 유 학  정보에 해당

하는 포  개념의 데이터를 총칭하게 된다. 실

제로 GBIF의 데이터를 직  활용한 표되는 연

구의 주제별 동향을 보면, 여기에는 생물종의 지

구  혹은 지역  분포모델, 생물생태  생물종 

보 , 유해침입 생물종의 리, 국가별 종목록

리, 기후변화 응 생물종의 변화추 , 니체 모델

링, 분류학  종목록 리, 생물다양성정보학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래는 표 성과를 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3, 24]. 

1. 유해 침입 생물종 분석 황 악

1.1. 남아공 외래침입종의 국가목록확보  

리 (national watch lists) [26]

1.2. 북미의 생태환경변화  침입 종(회색다

람쥐:Sciurus carolinensis) 리 [27]

1.3. 국해안 괴의 '최악의 12종' 수생환경 

괴 황 [28]

1.4. 기후변화에 기인한 돼지 풀(Ambrosia 

atermisiifolia L.) 잠식 황 보고 [29]

2. 기후 변화 응

2.1. 기후변화 응 라질의 산림보존지역 

략 [30]

2.2. 기후변화에 기인한 동물들의 은신처 변

화 [31]

2.3. 기후 향에 따른 숙주동물과 기생충피

해 측모델 [32]

2.4. GBIF 데이터로 기후 향이 생물종에 미

치는  지구  연구가능성 [33]

2.5. 북극 포유류는 기후변화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34]

3. 생물종  생태 보존 

3.1. 모델을 활용한 보존정책 개발 [35]

3.2. GBIF와 CONABIO데이터를 이용한 멕

시코 해양 보호지역 설계 [36]

3.3. 생태계에서 희귀종의 요도 분석 [37]



데이터활용 연구분야 연구주제

유해침입 
생물종 분석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래 침입종의 국가 목록확보 및 관리
(national watch lists)

유해침입 
생물종 분석

북미의 생태환경 변화 및 침입 종
(Sciurus carolinensis 회색다람쥐) 관리

유해침입 
생물종 분석 영국해안 파괴의 '최악의 12종' 수생환경 파괴 현황 

유해침입 
생물종 분석 기후변화에 기인한 돼지 풀(Ambrosia atermisiifolia L.) 잠식현황 보고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대응 브라질의 산림보존지역 전략 

생물종 및 생태 보존 생태계에서 희귀종 역할의 중요도 분석 

농업다양성 활용 서아프리카에서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전략 

농업다양성 활용 대추야자: 미래의 기후변화에 농업작물 적용

인류보건 대응 열대 아메리카의 미래 말라리아 위험지역 가능성 

인류보건 대응 에볼라바이러스 숙주동물의 분포 및 관리

생물종의 분포(SDM) 모델링 기후영향이 주는 꿀벌과 식물 수정 관계의 패턴 찾기  

생물종의 
분포(SDM) 모델링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영역의 주요 조류현황 모델링 

<표 1> GBIF 데이터 활용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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