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 출처
참고 문헌

24쪽

29쪽

침식 분지: 국립환경과학원

① 하시동 안인사구: 이한진

타포니: 국립환경과학원

② 동강: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57쪽

화강암 돔: 국립환경과학원

③ 소황사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화강암에서 발달된 토양: 농촌진흥청

암괴원: 국립환경과학원

④ 왕피천 유역: 국립환경과학원

하성 충적층에서 발달된 토양: 농촌진흥청

⑤ 지리산: 환경부

하해혼성 충적층에서 발달된 토양: 농촌진흥청

25쪽
감입 곡류 하천: 국립환경과학원
하천 습지: 국립환경과학원
폭포: 국립환경과학원
하식애: 국립환경과학원

⑥ 청도 운문산: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⑦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 이한진
⑧ 섬진강 수달 서식지: 이한진

31쪽

26쪽
간석지: 국립환경과학원

39쪽

시 스택: 국립환경과학원

①: 전남대학교 박물관

카렌: 국립환경과학원
석회 동굴: 강원도 삼척시
주상 절리: 제주관광공사
화구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 황폐지 복구 사례: 산림청

65쪽
고랭지 농업과 토양 침식 위험성: 박수진

68쪽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산림청

②: 대한지질학회(2011)
③: Geological Magazine(2002)

27쪽

64쪽

단양쑥부쟁이: 국립생물자원관

꼬치동자개: 환경부

독미나리: 국립생물자원관

미호종개: 환경부

제주고사리삼: 국립생물자원관

얼룩새코미꾸리: 환경부

동죽과 말백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수도권 매립지 매립 모습: SBS뉴스

갯가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수도권 매립지 복토 모습: 중앙일보

119쪽

민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대중 골프장 전경: 경기신문

흰수마자: 환경부

방내리 풍혈 지역: 공우석(경희대 지리학과)

맛: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녹색 바이오 단지 전경: 경기신문

84쪽

꺽저기: 환경부

방내리 풍혈 유형: 공우석(경희대 지리학과)

댕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모데미풀: 국립수목원

부안종개: 환경부

방내리 풍혈지의 월귤군락: 공우석(경희대 지리학과)

금강초롱: 국립수목원

열목어: 환경부

방내리 풍혈 기상 데이터 로커: 공우석(경희대 지리학과)

101쪽

152쪽

두드럭조개: 환경부

제천 의림지: 한국관광공사

175쪽

④ 태풍 나리: 연합뉴스

염주알다슬기: 환경부

고지도에 나타난 고대 저수지: 문화유산채널

남방큰돌고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⑤ 태풍 곤파스: 연합뉴스

김제 벽골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상괭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⑥ 태풍 무이파: 연합뉴스

단풍잎돼지풀: 국립수목원

102쪽

고지도에 나타난 벽골제: 문화유산채널

점박이물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⑦ 태풍 덴빈, 볼라벤: 연합뉴스

능수참새그령: 국립수목원

큰입배스: 환경부

밀양 수산제: 밀양시청

물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⑧ 태풍 산바: 연합뉴스

큰김의털: 국립수목원

파랑볼우럭: 환경부

울산 약사동 제방: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붉은귀거북: 환경부

영천 청제: 문화재청

176쪽

210쪽

86쪽

황소개구리: 환경부

상주 공검지: 대구일보

적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④: 대한지질학회(2001)

69쪽

홍수: 연합뉴스

서울 재동의 백송: 문화재청

뉴트리아: 환경부

녹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지원: 산림청

집중 호우: 기상청

⑤: 허민(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⑥: 허민(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72쪽
2017. 3. 3. 오전 11:43

소나무군락 분포: 국립생태원

42쪽

신갈나무군락 분포: 국립생태원

① – ⑩: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유인창(경북대 지질학과)

소나무-신갈나무군락 분포: 국립생태원

도토리로 만든 각종 음식: (주)코리아루트

미선나무: 국립수목원
개느삼: 국립수목원

⑨ 거금도 적대봉: 안산환경재단

① – ⑥: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안 사구: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산림토양: 한국임업진흥원

85쪽
돼지풀: 국립수목원

208쪽
174쪽

① 태풍 루사: 연합뉴스

주요 해양 생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② 태풍 매미: 연합뉴스
③ 태풍 에위니아: 연합뉴스

153쪽

제주도의 한란: 문화재청
소백산의 주목군락: 문화재청

106쪽

일제 강점기 하천 공사: 한국하천협회

193쪽

212쪽

완도 주도의 상록수림: 문화재청

지형 조사: 이재호(국립생태원)

하천 개수 사업: 한국하천협회

세종특별자치시 항공 사진: 세종특별자치시

대설 피해: 연합뉴스

눈잣나무: 공우석(경희대 지리학과)

식생 조사: 송세규(국립생태원)

159쪽

198쪽

214쪽

소양강 댐 건설: 영상역사관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1984년): 서산시청

산사태: 연합뉴스

생물 조사: 장환진(국립생태원)

92쪽
고라니: 국립생물자원관

109쪽

하천 정비 사업: 국가기록원

서산 간척지 전경(2007년): 사이버서산

멧돼지: 국립생물자원관

참식나무: 국립생물자원관

청계천 복원 전, 후: 연합뉴스

철새의 군무(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후박나무: 국립생물자원관

생태 복원 하천: 인천광역시

28쪽

43쪽

73쪽

①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에클로자이트 외견: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소나무-굴참나무군락 분포: 국립생태원

② 오대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에클로자이트 현미경 사진: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곰솔군락 분포: 국립생태원

93쪽

③ 치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초염기성암 외견: 서지은(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굴참나무군락 분포: 국립생태원

산양: 환경부

④ 태백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초염기성암 현미경 사진: 서지은(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⑤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무주 구상 화강편마암 외견: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81쪽

95쪽

⑥ 태안 해안: 국립공원관리공단

무주 구상 화강편마암 현미경 사진: 암석학회지(2013)

섬시호: 국립생물자원관

검은목두루미: 한국야생조류협회

⑦ 계룡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송 국화형 구과상유문암 사진 세트: 암석학회지(2004)

파초일엽: 국립생물자원관

황로: 이상연(국립생태원)

116쪽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해저 지형: 국립해양조사원

⑧ 변산반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송 무형 구과상유문암 사진 세트: 암석학회지(2004)

큰오색딱다구리: 환경부

까막딱따구리: 김재일(산림청)

해저 지형 모식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200쪽

오색딱다구리: 환경부

잣까마귀: 박찬열(산림청)

동해의 주요 해저 지형: 국립해양조사원

경상남도 사천시 복원 전 모습: 사천시청

⑨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

82쪽
45쪽

끈끈이주걱: 국립수목원

⑪ 월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① – ⑪: 최선규(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도깨비부채: 국립수목원

98쪽

개박달나무: 국립수목원

고리도룡뇽: 장환진(국립생태원)

측우기: 한국학중앙연구원

199쪽

돈대: 전국지리교사모임

172쪽

A 노출 부지(2013년): 새만금사업단

터돋움집: 전국지리교사모임

114쪽

황해 해저 지형: 국립해양조사원

B 방수제 공사(2013년): 새만금사업단

남해 방풍림: 김원섭

하천 자연도 평가 등급의 의미: 조용현(공주대 조경학과)

남해 해저 지형: 국립해양조사원

C 신시배수갑문(2010년): 새만금사업단

남해 다랭이 마을: 김원섭

동해 해저 지형: 국립해양조사원

D 고군산군도 도로 연결 공사(2013년): 새만금사업단

제주도 전통 가옥: 이승호

갈색양진이: 박찬열(산림청)

⑩ 소백산: 국립공원관리공단

⑫ 속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발풀고사리: 국립생물자원관

222쪽

들꿩: 박찬열(산림청)

우데기: 김원섭

경상남도 사천시 복원 후 모습: 사천시청

쪽 담: 이승호

223쪽
아이티 지진 현장: 연합뉴스

173쪽
경기만 갯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202쪽

일본 도호쿠 지방 지진 현장: 연합뉴스

⑬ 주왕산: 국립공원관리공단

49쪽

산오이풀: 국립수목원

이끼도룡뇽: 장환진(국립생태원)

117쪽

태안 갯벌: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난지도 매립지의 과거 모습: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필리핀 태풍 현장: 연합뉴스

⑭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합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려엉겅퀴: 국립수목원

제주도룡뇽: 장환진(국립생태원)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숲: 박찬열(산림청)

곰소만 갯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난지도의 변화: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네팔 지진 현장: 연합뉴스

큰참나물: 국립수목원

한국산개구리: 장환진(국립생태원)

경상남도 남해군 물건리숲: 박찬열(산림청)

순천만 갯벌: 문화체육관광부

난지도 매립지 매립 모습: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⑮ 무등산: 국립공원관리공단
⑯ 월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54쪽

투구꽃: 국립수목원

구렁이: 김대인(국립생태원)

전라북도 진안군 원가림숲: 박찬열(산림청)

여자만 갯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

236쪽

⑰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표 논토양: 농촌진흥청

관중: 국립수목원

비바리뱀: 김대인(국립생태원)

경상북도 예천군 금당실숲: 박찬열(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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