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Bank 시스템 기반 종분포모델분석(Maxent) 기초 데이터 구축 가이드
본 가이드는 Natural Resource Ecology Laboratory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Invasive Species Science 에서 내부 교육용 자료로 작성된 A MaxEnt Model v3.3.3e Tutorial (ArcGIS
v10), 2011 문서를 기초로 환경변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참조: A MaxEnt Model
v3.3.3e Tutorial (ArcGIS v10).pdf)

1. 사전 준비
1) 자료준비 사항
① 생물종 위치정보
② 환경변수 자료

2. 시작하기
1) EcoBank 의 종분포모델 분석 서비스 메뉴 위치

① 메인화면 > 통계현황/분석 > 분석 > 종분포모델분석

2) 위치정보 기준
① EcoBank 에서 MaxEnt 서비스 기능 활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기준 좌표계는 WGS84
좌표계 입니다.
WGS84 좌표계는 지심 좌표계인데 이것은 지구 타원체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X, Y ,Z
방향의 축을 따라 좌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WGS84 좌표계의 원점은 지구의 질량 중심이며, Z 축은 지구의 회전축 방향과 평행하고
WGS84 타원체의 회전축입니다.
또한 X 축은 WGS 기준자오면과 적도면과의 교차선이고, Y 축은 X 축으로부터 적도면을
따라 동쪽으로 90 도 회전한 방향을 나타냅니다.
WGS84 좌표계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기준좌표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GPS 수신기로부터 결정된 자표는 WGS84 좌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Bassel
타원체 기준 좌표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좌표계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좌표계로 되어 있는 종위치 정보 또는 환경변수를 WGS 84 로 변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공개된 SW 활용방법은 아래의 웹페이지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ogworks.tistory.com/10
https://blog.daum.net/geoscience/423

3. 자료 준비
1) 생물종 위치정보 자료
① EcoBank 에서 MaxEnt
좌표계 입니다.

서비스 기능 활용을 위한 생물 위치정보의 기준 좌표계는 WGS84

② 생물종 위치정보의 공간데이터 형태는 점(point)으로 저장파일 포맷은 *.csv 포맷으로
준비합니다.
③ 샘플의 공간적 분포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A

B

C

④ 생물종 위치정보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생물의 종명이 입력된 행으로 동일한 생물종명입니다.
B. 경도(longitude) 또는 X 축 좌표입니다.
C. 위도(latitude) 또는 Y 축 좌표입니다
2) 환경변수 자료
① EcoBank 에서 MaxEnt 서비스 기능 활용을 위한 환경변수 자료의 기준 좌표계는 WGS84
좌표계 입니다.
② 환경변수 자료는 ASCII 래스터 그리드(ESRI 의 .asc 형식)로 구성해야 합니다.

③ 환경변수 자료 래스터 그리드는 모두 동일한 지리적 경계와 셀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3) 환경변수 자료준비
① 1 단계: 레이어를 ArcMap 에 로드하고 Extract by Mask 열기
A.

Alligator_Weed 폴더 안에 레이어 작업을 위해 새폴더(ModLayers)를 생성합니다.

B.

ArcMap에서 새 맵을 열고 add data icon

C.
D.

BioRasters 폴더에 있는 환경변수(bio_1, bio_2, bio_3 등)를 추가합니다.
Pyramids 생성을 위한 팝업이 뜰 경우 Yes 를 클릭합니다.
spatial analyst toolset 을 실행합니다.
ArcMap 화면 상단에서 Customize 를 클릭하고 Extensions 을 scroll 합니다.
Extension 창이 뜨면 Spatial Analyst 를 체크 한뒤 Close 를 클릭합니다.

E.

Toolbox 아이콘
선택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하고 Spatial Analyst tools > Extraction > Extract by Mask 를

② 2 단계: Extract by Mask 설정과 공간분석을 위한 cell size 정의
이 단계에서 서로 다른 환경변수 레이어를 동일한 영역과 cell size 로 구성하게 됩니다.

A.

Extract by Mask 창의 Input raster
선택합니다.

를 이용하여

BioRasters 폴더에 있는 bio_1 을

B.

Input raster or feature mask data 에 모델링을 위한 경계(관심영역)정보를 선택합니다.
샘플에 있는 SE_states.shp 의 경우 미국의 남동부주 입니다.

C.
D.

Output raster 는 이미 생성한 ModLayers 폴더 아래의 bio_1 로 지정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Environments 버튼을 클릭합니다.

E.

Output Coordinates 변수를 BioRasters 폴더의 bio_1 로 설정하면 좌표계가 아래에
나타납니다.
Processing Extent, Snap Raster 도 매칭을 원하는 래스터가 있는 위치로 지정합니다.
Cell Size 를 정의하거나 확인 한 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및 정의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F.
G.
H.

I.
J.

다시 확인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래스터 형태의 환경변수가 동일한 셀 크기와 좌표계를 포함할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반복헤야 하며, 좌표계, 공간범위, 셀크기는 동일해야 합니다.

③ 3 단계: 래스터 형태의 환경변수 데이터 ASCII(아스키) 포맷 변환
환경 래스터 레이어를 ASCII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MaxEnt 를 실행하려면 모든
환경 레이어가 ASCII 형식이어야 합니다
A. 래스터 데이터를 ArcMap 에 로딩하고 Raster to ASCII tool 열기
시작전에 Alligator_Weed 폴더 밑에 ASCII_Environmental_layers 폴더를 생성합니다.
New Empty Map 을 선택하고 OK 를 클릭합니다.

add data 아이콘을 클릭하고 Alligator_Weed 폴더 밑에 ModLayers 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환경 래스터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dd 를 클릭합니다.
toolbox icon 을 클릭하여 Toolbox 창을 Open 시킵니다.
Toolbox 창의 Conversion Tools> From Raster>Raster to ASCII 를 각각 더블클릭합니다.

B. 래스터 데이터를 ASCII 파일로 변환
Input Raster 아이콘을 클릭하여 BioRasters 폴더에 있는 bio_1 을 지정합니다.
ASCII raster file 생성을 위해 Alligator_Weed> ASCII_Environmental_layers 을
지정합니다.
ASCII 레이어를 원래 레이어 이름 bio_1 과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Raster to ASCII 창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MaxEnt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sc
형식이이어야 합니다.
OK 를 클릭합니다.

ASCII 로 변환해야 하는 나머지 래스터 레이어에 대해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4) MaxEnt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 정의
지역적 범위 또는 관심영역에 걸쳐 환경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분포 모델링을 실행하고
선택된 종의 분포를 추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종분포 모델링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모델링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가급적 생물조사 위치가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① 1 단계
A. 먼저 ArcMap10 을 열고 생물종 위치정보인 Alligator_Weed.csv 파일을 로드하고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Data… 를 선택한 다음 Export Data 선택하여 데이터
내보내기를 통해 shapefile 로 만듭니다.
B. Alligator_Weed 폴더에 shapefile 을 저장하고 이름을 Alligator_Weed.shp 로 정의합니다
C. US_counties_GCS_wgs84.shp 를 Alligator_Weed 에 있는 지도에 추가합니다.

D. 이제 생물종의 위치가 분포되어 있는 행정구역 경계 또는 지역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뉴의 Selection> Selection By Location…클릭합니다.

E. Select By Location 창에서 US_counties_GCS_wgs84 를 Target layer 로 선택하고
Alligator_Weed 를 Source layer 로 선택하고 Spatial selection method 는 Target layer(s)
features intersect the Source layer feature 로 지정합니다.
F. apply search distance 는 체크 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G. Apply 버튼을 클릭하고 OK 를 클릭합니다.

H. 생물종의 위치정보가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새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table of contents
에서 US_counties_GCS_wgs84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election>
Create Layer From Selected features 을 클릭합니다.

I.
J.
K.
L.

table of contents 에 US_counties_GCS_wgs84 레이어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새로 생성된 레이어를 래스터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ArcToolbox> Conversion Tools> To Raster> Polygon to Raster 를 실행합니다.
Input Features 에 US_counties_GCS_wgs84 selection 를 지정하고 Output Raster
Dataset 에 Alligator_Weed 폴더 밑에 bias_file 로 지정합니다.
M. Cellsize 를 BioRasters 폴더의 bio_1 그리드 파일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N. Environm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O. Environments 창에서 Extent, Snap Raster, Cell Size, Mask 모두 BioRasters 폴더의
bio_1 로 설정합니다.

P. 새로운 래스터가 이전에 선택되었던 공간영역에서는 1 의 값을 갖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NoData"의 값을 갖도록 변환합니다.
Q. ArcToolbox>Spatial Analyst Tools>Map Algebra>Raster Calculator 를 선택합니다.
R. 아래와 같은 문장을 입력한 뒤 파일 저장 위치는 Alligator_Weed> bias_filecon 으로
지정합니다.
Con Statement: Con (“bias_file” >= 0, 1, “bias_file”)

S. table of contents 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고 이 레이어를 ASCII 파일로 변환합니다.
T. ArcToolbox> Conversion Tools> From Raster> Raster to ASCII 를 선택합니다.
U. ModLayers 에서 Extent, Snap Raster, Cell Size 및 Mask 를 모두 bio_1 ASCII 파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V. 출력 파일을 bias_file_asc 로 저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