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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산지를 이용한 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실효성을 검토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째, 산지경관이 최근 9년간 빠르게 파편화되고 있어서 국가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 둘째, 산지경관(GIS) 기반의 평

면적 파편화 조사만으로는 중요한 생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조사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산지경

관 파편화 모니터링을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사전예방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forest landscape (patch) fragmentation monitoring framework using a cadastral forest 
land dataset and validated the feasibility of such monitoring.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forest 
landscape has fragmented too quickly. Hence, immediate national monitoring and management are required. Second, 
forest landscape monitoring should be linked to other survey frameworks. Horizontal fragmentation monitoring based 
on the forest landscap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polygons) is insufficient to determine ecological 
processes. Third, precautionary principle regulation to link forest landscape fragmentation monitoring to assessment 
system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or disaster impact analysis should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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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산림 파편화(forest fragmentation)는 자연의 과정과 인

간의 토지이용으로 인해서 산림이 점차 작고 복잡하며 고

립된 형태의 조각들로 쪼개지는 과정이다(Harris 1984). 파

편화의 정의는 관심대상 및 구조적·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Kim et al., 2012) 국토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이 

주원인으로서 그 영향은 서식하는 곤충, 양서․파충류, 조

류, 포유류(설치류, 유대류 등)를 포함해 산림생태계 먹이

사슬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s, 1984; 

Wilcove et al., 1986; Urban et al., 1987; Turner, 1989; An, 

2002; Heo et al., 2007; Kim et al., 2013; Jung, 2014; Ji 

et al., 2016; So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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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도시화,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국

토발전 성공모델로 알려져 있다. 1953년 477억원이던 명

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4년 1,485조원으로 

31,000배 증가하였고, 1960년 39%이던 도시지역 인구비

율은 2018년 92%로 증가했으며1)(MOLIT, 2019), 1970년 

약 10㎥/㏊이던 산림자원은 2015년 146㎥/㏊로 14배 이

상 증가했다(KFS, 2018). 그러나 산림생태계의 파편화 

방지만큼은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 및 국가적인 도로

망 구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골프장건설

과 도로건설 파편화지수(fragmentation index)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형적(linear) 개발로 인한 산림경관 파

편화 영향은 면형적(areal) 개발보다 크다(Kim et al., 2013). 

이렇게 선형적 개발로 인한 산림 파편화가 심각하게 진행

되면 생태가 교란되어 야생동물의 역사(轢死, road kill)가 

빈번해지고 생물종다양성이 감소한다(Forman, 1995; Choi 

1) 2018년 기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면적은 국토의 16.6%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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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2; Lee et al., 2010).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급격했던 만큼 산림생태계의 교란

에 미친 영향도 상당했을 것이다. 현재도 많은 생물종이 

산림파편화로 인해서 사라질 위험해 처해 있으나 이들을 

모두 조사하여 보호하기에는 기술과 인력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산림경관의 파편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측

정하면서 생태계의 기능저하 또는 생물종다양성 감소 위

험성을 평가하고 산림파편화를 회피하는 사전예방 조치

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산림경관 파편화와 생물종

다양성 감소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있었다(Lee, 

1998; Park et al., 2002; Hur et al., 2003; Lee et al., 2013). 

이 연구들은 모두 경관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림

경관 조각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조류의 다양성이 감소하

므로 적정한 산림경관의 크기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경관 분석은 산림의 파편화를 계량화하고 생

물종다양성 등 생태계의 양적·질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

석 및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관 분석을 위해서는 도면작성에 우선 많

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공간의 조사·평

가에 활용될 뿐 전국을 도면화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제안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규모에서도 지속적으로 변

화하는 산림경관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도면으로 만들어 

평가·진단 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www.nsdi.go.kr) 및 

국토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molit.go.kr)를 통해 빠

르게 구축·갱신·유통되는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목이 임야인 산

지(山地) DB를 이용하여 2008년과 2017년 산지경관 DB

를 작성하면 9년 사이에 변화된 산지경관의 비교 및 모

니터링 개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열적인 산지경관 파편화를 조사하고 평가하면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한계와 문제점들을 검

토하여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산지(山地) 대부분에는 수목과 초본류가 식

생하고 있어 산림(山林)과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

나(KRIHS, 2005; Song et. al., 2015) 산지(山地, forest 

land)는 지리학적, 현상학적, 법적2) 정의가 조금씩 다르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입력자료 특성과 연

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산림경관과 산지경관을 같은 의

미로 간주하였다3). 이를 통해 산지경관을 산림경관처럼 

분석하고 파편화의 공간적·생태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4). 

사용된 자료는 Table 1과 같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

는 2008년, 2017년 연속지적도는 17개 시·도 단위로 분리

되어 있다. 산지경관은 연속지적도만을 이용하여 작성되

었다. 연속지적도로부터 산지경관 DB을 작성하고 공간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인ArcGIS (v.10.3)

를 이용하였다. 신산경표(산줄기), 도로망, 임도망, 항공

사진 등은 산지경관의 입지특성 검토에 활용되었다.

Figure 1에서 보듯이 산지경관 모니터링 과정은 4단계

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17개 연속지적도에서 지목속

2) “산지(山地)”는 ｢산지관리법｣ 제2조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서 정의되고 있으나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음.
3) 산지(山地)와 산림(山林)의 개념은 다르나 법적 정의 파생과

정, 공간적 일치도, 모니터링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림경관과 

산지경관을 같은 의미로 간주하였음.
4) 산림경관처럼 산지경관도 파편화되면서 조각의 크기 감소 

및 수의 증가 등이 나타나므로 파편화로 인한 생태적 프로세

스의 변화, 고립도 증가, 개체군 감소 등 생물다양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Data Type Used Information Data Source

Cadastral map (Forest Land) Footprint (polygon)
Land Category (forest lan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Korea

Mountain Ridge network Footprint (polyline)
Ridge network hierarchy

Sinsankyungpyo

Road Footprint (polylin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Korea

Forest Road Footprint (polyline) Korea Forest Service

Aerial Photograph (Ortho) Visual Informati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able 1. Description of the used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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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Jimok)이 임야(code: 5)인 필지를 각 연도별로 추출한

다. 2단계에서는 다수의 인접 임야필지들을 묶어 산지경

관 조각(patch)을 각각 구성한다. 각 연도와 시·도별 임야 

DB로부터 산지경관의 외부경계(edge)5)만을 남기고 내부

경계는 지우기 위해서 융합(dissolve)과 분리(single part to 

multi part)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서 2008년과 2017년 

각 시·도별 산지경관 DB(polygon type)를 작성한다. 3단계

에서는 2단계에서 작성된 시·도별 산지경관 DB를 대상으

로 다시 융합과 분리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산지경관 DB를 작성한다(2008년, 2017년). 이때, 17개 시·

도의 연속지적도를 중첩하면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에 각 산지경관의 시도별 경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중복영역 불일치는 편집을 통해 수정하였다. 도서지

역 위치가 불일치하면 2008년 섬들을 이동시켜 2017년 대

5) 임상도의 ‘임경지’에 해당하는 산지와 그 외 토지의 경계면

으로 산지경관을 구성함.

응되는 섬에 맞췄다. 4단계에서는 2008년과 2017년 산지경

관 DB의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2017년 산지경관을 

기준위치로 하여 2008년 산지경관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점·선·면 지리정보체계(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분석을 통해서 전국적인 변화 및 시·군·구 별 증감 현황

을 확인하였다. 

이 중 9년간 산지경관 변화가 두드러진 파주시와 화성

시는 경관변화 및 파편화 특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평

가·기술하였다. 

결  과 

1. 전국 산지경관 파편화 현황 

Table 2는 전국 산지경관의 변화(2008년-2017년)를 보

여주고 있다. 9년 사이 산지경관 조각들은 544,076개에

서 577,351개로 늘어나(33,275개 증가) 산지경관 파편화

Figure 1. Work flow for the forest landscape fragmentation monito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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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지경관의 파편화 

및 잠식(shrink)으로 인해서 총면적은 6,480,011 ha에서 

6,390,403 ha로 감소하였다[(-)89,609 ha]. 산지경관 경계

면의 총연장도 631,007 ㎞에서 623,207 ㎞로 감소하였다

[(-)7798 ㎞]. 산림생태계 서식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산지경관 평균면적도 0.8 ha (11.9 ha→11.1 ha) 감소하였

고 경계면의 평균길이도 0.1 ㎞ (1.2 ㎞→1.1 ㎞) 감소하

였다. 2008년 가장 큰 산지경관 조각의 면적은 35% 

(444,972 ha→287,802.1 ha), 경계면길이는 33% (12,482

㎞→8,418 ㎞) 감소하였다. 

산지경관의 파편화 양상은 가장 큰 산지에서만 국한되

지 않고 큰 산지 전반에서 진행되었다. Table 3과 Figure 2

는 2008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던 9개의 산지경관이 파

편화되어 2018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지를 보여주고 있

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지경관(1st largest)은 

2018년 838개의 산지경관으로 분리되었다. 두 번째 큰 

산지경관은 492개로, 세 번째 큰 산지경관은 469개로, 네 

번째 큰 산지경관은 75개로, 다섯 번째 큰 산지경관은 

302개로, 여섯 번째 큰 산지경관은 147개로, 일곱 번째 

큰 산지경관은 115개로, 여덟 번째 큰 산지경관은 226개

로, 아홉 번째 큰 산지경관은 156개로 파편화 과정을 거

쳐서 분리되었다. 

산지경관의 파편화는 지리적․공간적 입지특성과 관련

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면적이나 경계면 길이 감소율이 

차이를 보인다(Figure 2, Table 3). 특히, 2009년 네 번째

로 큰 산지경관은 2018년에는 면적과 경계면 길이 모두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산지경관 규모의 변화가 생태계 

교란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전용 인허가 및 토지이용·개발을 통한 지목변경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산지경관 변화는 GIS 분석을 통

해서 파편화(fragmentation)와 잠식(shrink)으로 확인된다. 

Figure 3은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선형적(linear) 감소와 

　 2008 2017 Difference

Forest Land Patch(count) 544,076 577,351 33,275

Patch Area
(ha)

Max. 444,971.7 287,802.4 -157,169.3 

Sum 6,480,011.4 6,390,402.9 -89,608.5 

Mean 11.9 11.1 -0.8 

Forest Land 
Patch Perimeter

(㎞)

Max. 12,481.9 8,417.5 -4,064.4 

Sum 631,006.8 623,208.6 -7,798.3 

Mean 1.2 1.1 -0.1 

Table 2. Forest patch area and perimeter change by fragmentation (2008-2017). 

　 1st 

largest
2nd 

largest
3rd 

largest
4th 

largest
5th 

largest
6th 

largest
7th 

largest
8th 

largest
9th 

largest

Forest Patch No.
(count)

838 492 469 75 302 147 115 226 156

Forest Patch Area
(2008, ha)(A)

444,972 185,846 105,159 85,948 74,951 72,089 57,080 50,537 48,347 

2017
(ha)

Max(B) 287,802 88,844 97,091 37,721 54,743 69,905 49,326 54,667 45,290 

(B/A)*100 65 48 92 44 73 97 86 108 94 

Mean 530.4 382.0 223.8 1,154.5 248.7 490.9 497.5 329.7 315.1 

Forest Patch 
Perimeter

(2008, ㎞)(C)
12,482 6,224 4,862 2,109 3,264 2,411 2,608 1,937 2,915 

2017
(㎞)

Max(D) 8,417 3,063 4,456 947 2,082 2,250 2,111 1,680 2,632 

(D/C)*100 67 49 92 45 64 93 81 87 90 

Mean 15.4 13.4 10.5 29.6 9.9 16.9 22.9 12.0 19.0 

Table 3. Forest patch area and perimeter change due to the fragmentation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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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838 2nd ⇒492 3rd ⇒469

4th ⇒75 5th ⇒302 6th ⇒147

7th ⇒115 8th ⇒226 9th ⇒156

5

Figure 2. Largest (1st~9th) forest landscape (patch) fragmentation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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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형적(areal) 감소가 나타나는 산지의 공간적 위치를 보

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 개설이 선형적 감소로 인한 

산지경관 파편화를, 도시 주변의 택지·공장 개발이 산지

의 잠식을 일으키는 주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전국의 산지경관을 10 m 해상도 격자로 분해하여 집계

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98.2% (63,626 ㎢)는 공

간변화가 없었으나 나머지 1.8%에서는 증․감이 있었다. 9

년간 감소량이 증가량보다 커 약 896 ㎢ (64,800 ㎢→ 

63,904 ㎢)가 순 감소하였다6). 순 감소 변화량이 큰 시․군․
구를 확인결과 파주시, 화성시, 음성군, 청양군, 홍천군, 

안산시, 포천시, 양평군, 김포시, 인천시 등에서 순 감소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Table 5). 

6) GIS분석을 통해 1,174 ㎢의 산지가 타 지목으로 변경되고 

278 ㎢의 타 지목의 토지가 산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나 

자료구축 및 변환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포함될 수 있음.

2. 시·군·구 단위 산지경관 파편화

시·군·구 단위에서 감소가 두드러진 파주시와 화성시

의 산지경관을 도로, 임도 등과 함께 도면으로 출력하여 

파편화로 인한 산지경관 변화를 확인하고 모니터링․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Google 위성영상 등을 함께 이용하며 조사한 결과 두 

시의 공간적 파편화는 비슷하지만 지리적 위치와 토지이

용 여건에 따라 파편화로 인한 생태적 영향 평가는 차이

를 보였다.  

 

1) 파주시 사례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운정이 위치하는 파주시는 접경

지대 특성과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서 개발압력이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남북관계 변화, 건설기술 고도화, 

수도권 팽창 등으로 인해서 향후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산지경관 변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7). 

Figure 4는 운정 신도시 개발 및 도로개설 관련 산지전

용 등으로 인한 파주시 산지경관의 공간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파주시의 산지경관 조각들은 9년 사이에 289

개 증가하여(2,785개→3,074개) 파주시의 산지경관 파편

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파주시. 2017.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

Figure 3. Forest land change between 2008 and 2017 (Disappeared: blue, Appeared: red).

Type Forest land area (㎢)

Disappeared forest land 1,174.4 

Appeared forest land 278.3 

No change 63,625.8 

Table 4. Disappeared and appeared forest land area between
2008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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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orest land patch fragmentation of Paju-si (2008-2017).

Rank Si․Gun․Gu Name (SIG_ENG_NM) Area (㎢) Rank Si․Gun․Gu Name (SIG_ENG_NM) Area (㎢)

1 Paju-si -23 21 Anseong-si -10 

2 Hwaseong-si -23 22 Gongju-si -10 

3 Eumseong-gun -20 23 Uiseong-gun -9 

4 Cheongyang-gun -19 24 Yeongam-gun -9 

5 Hongcheon-gun -15 25 Yeoncheon-gun -9 

6 Asan-si -13 26 Pyeongtaek-si -9 

7 Pocheon-si -13 27 Jangseong-gun -9 

8 Yangpyeong-gun -12 28 Damyang-gun -9 

9 Gimpo-si -12 29 Jung-gu -8 

10 Icheon-si -12 30 Gumi-si -8 

11 Jinju-si -12 31 Gangjin-gun -8 

12 Wonju-si -12 32 Gijang-gun -8 

13 Ulju-gun -12 33 Yeongju-si -8 

14 Jeju-si -11 34 Yangju-si -8 

15 Boryeong-si -11 35 Gimhae-si -8 

16 Yeongcheon-si -11 36 Suncheon-si -8 

17 Yeoju-si -11 37 Seobuk-gu, Cheonan-si -8 

18 Jincheon-gun -10 38 Deokjin-gu, Jeonju-si -8 

19 Namyangju-si -10 39 Yeonggwang-gun -8 

20 Dongnam-gu, Cheonan-si -10 40 Miryang-si -8 

Table 5. Rank order of decreased forest land area between 2008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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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가장 큰 서북지역 감악산 산지경관(5,277 

ha)은 도로 등에 의해 22개로 쪼개졌다. 2017년 기준 남

아있는 가장 큰 산지경관의 면적은 2008년에 비해 43% 

(2,250 ha) 줄어든 3,028 ha이다8). 

이렇게 큰 산지경관의 면적이 줄어들고 작은 산지경관

들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면적과 관련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함께 감소하게 된다. 파주시 산지경관이 지난 9년 

동안 파편화된 결과 평균면적은 약 2.3 ha (15.4 ha→ 

13.1 ha) 감소하였고 표준편차도 29.5 (153.0→123.5) 감

소하였다(Table 6). 

2) 화성시 사례

2기 신도시(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가 위치하고 있

는 화성시는 지리적 여건과 지형적 특성이 파주시와 크

게 대비된다. 화성시는 서해안에 위치하여 지형적으로 

개발에 적합한 평야형 산지가 많다. 화성시 곳곳에 산재

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장들은 화성시 지

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01년도 인구는 약 21만 

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70만 

명을 넘었으며 이로 인한 토지이용 압력도 높아지고 있

다. 행정구역 면적은 화성시(693.92 ㎢)와 파주시(672.83

㎞)가 비슷하지만 산지경관의 개수는 화성시가 파주시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이미 2008년 이전부터 다양한 산지

전용을 통해서 화성시의 산지경관의 파편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17년 사이 화성시의 산

지경관이 987개(8,138개→9,125개) 늘어났다. 이는 최근

까지도 화성시의 토지이용 압력과 산지경관 파편화 속도

가 크게 줄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화성시 우측에 위치한 가장 큰 무봉산-함복산-심산-병봉

산-어산 산지경관(2,449 ha)은 2008년 가장 큰 산지경관이

었다. 동탄2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이 산지경관은 도로 등

에 의해 일부가 잘려서 56 ha가 줄었지만 나머지 98% 

8) 파주시와 접하고 있는 산지경관 조사결과. 감악산 산지경관

은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일대의 산지를 포함함.

(3,028 ha)는 산지경관은 9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전체의 산지경관 평균면적은 0.7 ha (3.5 

ha→2.9 ha) 감소하였고 표준편차도 5.9 (39.1→33.2) 감

소하였다(Table 6). 2008년 기준으로 화성시 산지경관 평

균면적을 파주시와 비교해 본다면 1/4에도 미치지 못하

는 작은 크기이다. 이러한 화성시의 산지경관 평균면적 

감소비율이 파주시보다 높다. 즉, 화성시의 산지경관 면

적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고  찰

결과를 토대로 (1)산지경관 모니터링 가능성과 해결과

제를 검토하고 (2) 산지경관 모니터링 체계 활용방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1. 산지경관 모니터링의 가능성과 해결과제

조작적 정의로 구성된 산지경관 도표들은 산지경관이 

경관생태적 분석기법 적용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

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산지경관

을 통해서 국가적 규모에서 진행되는 생태계 서식공간의 

변화와 외부환경과의 상호적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파편

화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지(山地)라는 공간단위는 

지금까지 산림경관 파편화 조사를 위해 사용되던 토지피

복 등과 공간적 개념이 다르므로 현황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보기보다는 파편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제시한 그림과 표에서 보듯

이 산지경관의 면적과 경계면 변화 분석결과는 산림경관

의 면적과 경계면의 감소 관련 타 연구들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의 64%에 달할 

정도로 크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국토 규모에서 산지

경관 모니터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각(patch) 형태

의 산지경관 수, 면적, 경계면 길이를 최소 계량항목으로 

조사하였다. 향후에는 FRAGSTAT 등 범용 S/W를 이용해 

점유면적, 밀도, 주변부, 형태, 핵심지역, 고립성, 접근성, 

　
Paju-si Hwasung-si

2008 2017
Difference
(’17-’08)

2008 2017
Difference
(’17-’08)

Forest Patch No (count) 2,785 3,074 289 8,138 9,125 987 

Max 5,277.2 3,027.6 -2,249.6 2,449.9 2,393.3 -56.6 

Sum 42,868.0 40,179.3 -2,688.8 28,692.7 26,222.5 -2,470.2 

Mean 15.4 13.1 -2.3 3.5 2.9 -0.7 

Sd 153.0 123.5 -29.5 39.1 33.2 -5.9 

Table 6. Paju-si and Hwasung-si forest landscape (patch) fragmentation statistics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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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접촉, 산포, 연결성 등의 경관분석(McGarigal and 

Marks, 1995; Tinker et al, 1998; Herzog et al., 2001)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경관 분포와 도로밀도 등 입지특성은 산림서식지

의 규모 및 생태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1970년대부터 지

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4,400 ㎞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

으며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가능지역이 국토의 70%가 

넘는 간선망이 구축되었다(KRIHS, 2018). 그러나 이 과

정에서 중요 산줄기와 생태축이 훼손되고 생태계 파편화

와 고립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생물다

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도 훼손·단절된 지점을 복

원하는 등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할 계획이다

(Committee on Green Growth, 2019). 도로건설도 안전한 

도로이용과 환경을 고려한 건설로 전환되고 있다. 2007

년 1,064개였던 터널은 2017년 2,382개로 1,318개(124%) 

증가하였다9)(KOSIS). 

그러나 현재 국가간선망(7×9)은 목표 대비 65%만 완성

되었다. 향후 남-북축 국가간선망에 비해 취약한 동-서축 

국가간선망을 보완할 계획이므로 잠재적인 산지경관 파

편화 위험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건설 

평가과정에 산지경관 파편화에 대한 예방적 검토를 제도

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점·선·면 GIS분석 기반의 평면적 파편화 모니터

9) 10년간 터널 연장은 754 km에서 1,811 km로 1,057 km (140%) 
증가했으며 고속국도(1,159개, 49%)와 일반국도(668개, 28%)
가 전체 터널의 3/4을 차지함. 

링만으로는 생태계의 중요한 변화들이 평가에서 생략될 

수 있다. 파주시와 화성시에서 가장 큰 산지경관의 세부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점·선·면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 

지리·토지이용 관련 특성들을 통한 질적 평가도 필요하

다.파주시 도로연장은 589 ㎞ (2018년), 화성시 도로연장

은 1,194 ㎞ (2012년)로 Figure 4와 Figure 5의 비교에서 

보듯이 도로밀도가 높을수록 파편화도 심화되는 공통점

이 있다.

그러나 점·선·면 GIS분석만을 이용한다면 도로를 이용

하는 통행량 등 여러 실태들이 간과될 수 있다. 감악산

(파주시) 산지경관 파편화 원인으로 GIS 분석에서 확인

된 구(舊) 도로는 실질적으로 노후되고 통행량이 감소한 

상태였다. 이 오래된 도로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

규로 개설된 371번 도로는 교통량과 이용강도는 높지만 

설마터널과 교각 등 생태통로를 고려한 도로설계·시공을 

통해서 생태적 교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봉

산-함복산-심산-병봉산-어산 산지경관(화성시)은 동탄2신

도시 우측에 인접해 있어 토지이용이 증가하거나 확대된

다면 잠재적인 파편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파편화를 유발시킨 주변의 취락지구와 연결된 도로

들은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 실질적으로 생태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제시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산지경관 파편화를 

동태적,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점·선·면 GIS

분석(평면적 분석)을 통해 유도된 산지경관 파편화 분석결

Figure 5. Forest Land Patch Fragmentation of Hwaseong-si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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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영상판독,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산지경관 파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법·제

도 검토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9년 동

안 확인된 산지경관의 파편화는 심각했다. 산림녹화의 

성공으로 입목재적이 증가하고 조림기술과 산림경영 수

준이 향상되어도 토지이용수요의 증가와 도로건설로 인

한 산지경관 파편화는 피할 수 없었고 감소규모도 예상

보다 크고 감소속도도 빨랐다. 화성시와 파주시의 비교

에서 보듯이 파편화로 인한 산지경관 면적 감소가 전반

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산지경관 면적이 작을수

록 감소비율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산지경관 모니터

링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산지경관 파편화가 더 이상

의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산지경관 모니터링과 산림생태계 관리의 연계방향

산지는 국가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 수요에 빠르게 반

응하는 토지이다. 생태계의 파편화의 주된 원인이 토지

이용임을 감안한다면 산지관리를 통한 산림생태계 관리

는 필연적이다10). 많은 파편화 연구들이 환경부 토지피

10) 성장중심의 국토개발시대에 대응하여 산지 이용·보전의 균

형을 맞추기 위한 산지관리체계가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변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환경·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로 산지의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보다 중요해질 전망임. 따
라서 생태계 복원과 거시적 네트워크 관리정책·수단이 필

요함. 그러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전문기술·전문

지식 보편화 등으로 새로운 규제 신설이 용이하지 않음. 생
태계, 생태축, 산줄기 등 대상과 관리수단을 명확하게 규정

하기 어려운 공공의 복합적 가치에 대한 관리수단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음. 국토의 64%인 산지에서 산림생태계와 

복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갱신주기가 불규

칙하다. 국가적인 규모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갱신이 

어려운 토지피복 자료보다는 산지경관 모니터링을 통해

서 전국의 산림생태계의 파편화를 관리할 수 있게 역량

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토지피복 기반 산림생태

계 관리가 전 국토를 수용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산지관리 임무에 생태적 연결성 관리를 추가적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산지구분(zoning) 및 인허가 관리의 내용적 범위를 확

대하여 산지경관이나 산림생태계 관리까지 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도로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경관 파편화를 회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평가·심의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

불어 산림복원 및 산지로의 지목변경은 산림생태계의 연

결성을 강화하고 생물종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일조 할 

것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파편화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절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단들을 체계적

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7에서 보듯이 2008년 가장 큰 ‘설악산-오대산’ 

산지경관은 도로개설로 인해 면적(44.5만 ha)이 35% 

(15.7만 ha) 줄었고 경계면길이(12,482 ㎞)도 33% (4,064 

㎞) 줄었다. 향후에도 ‘설악산-오대산’ 산지경관 파편화

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하 큰 산지경관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토지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산지경관 파편화 측정 

방법을 체계화 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수단을 산지관리

제도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

Figure 6. Bird eye views of the largest forest land patch of Paju-si (left) and Hwaseong-si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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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큰 산지경관은 대부분 산(山)이 가지는 자

연지형 요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지형의 굴곡은 수

직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산지경관은 평면적으로는 경계

면이 융모(絨毛)처럼 복잡하고 내부 깊기 파고드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구조적 형태가 입체적이다(Figure 7). 또

한, Figure 4와 Figure 5에서 보듯이 도로선형 중에서도 

임도에 의한 파편화보다는 도로에 의한 파편화 영향이 

크며 산지경관의 규모가 클수록 도로에 의한 파편화 위

험이 높다. 따라서 산지경관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간

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의도

하지 않더라도 도로설계나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 파편

화를 방치할 수 있다. 

반면에 Figure 8은 임야로의 지목변경이 산지경관 면적

을 확대한 사례이다. 백두대간 축에 위치한 여덟 번째로 

큰 이 산지경관도 도로개설 등의 영향으로 파편화 되었

으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 등의 영향으로 물류기능이 

상실된 필지가 산지로 바뀌면서 우측 산지경관과 연결되

어 면적이 커졌다. 산림과 생태계를 담는 그릇으로서 산

지를 바라본다면 생태계 기능 보호·증진을 위한 예방적·

선제적 관리 측면에서 산지관리 임무를 재검토 할 수 있

을 것이다. 

산지는 계획적 수단이기도 하므로 파편화된 전국의 산

지를 계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다양한 교란요인들로

부터 산림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니터링 대상이 산림이 아

닌 토지이기 때문에 산지경관 모니터링체계가 생태계 기

능 모니터링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접고 단점과 장

점을 함께 고려하여 발전적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

다. 따라서 교통인프라 등 노후된 시설들을 관리하며 국

가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를 일임할 새

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토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검토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지경관 파편화 규모와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파편화는 물리적인 단

절의 결과이지만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지는 공간환경

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

니터링을 통해 예후감지 및 조기대응이 중요하다. 제안

하고 있는 산지경관 모니터링 방법은 국가적인 파편화 

모니터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제약과 한계를 쉽게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규모에서, 시·군·구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편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갱신되는 연

속지적도와 향후 국토공간정보 이용여건을 고려할 때 산

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체계는 지속가능하며 향후 다양

한 응용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Figure 7. Complicated ameba type large forest landscape(patch) shape and fragmentation risk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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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8th largest forest landscape (patch) expansion by bridge point.



韓國山林科學會誌 제108권 제3호 (2019)466 

둘째, 점·선·면 GIS분석 기반의 평면적 파편화 모니터

링만으로는 중요한 생태계 변화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

양한 조사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GIS 분석체계는 논

리적 완결성이 높은 반면 점·선·면 형태의 DB에만 근거

하여 판단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관리방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의 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편화 양

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적·공간적 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 평면적 파편화가 가지는 분석의 한계

를 보완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조사체계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지경관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여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간선망, 광역교통망 등의 토지이용으로 인

한 영향들의 예방적 검토단계(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

가 등)에서 산지경관 정보가 활용되고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사전예방 원칙이 제도화 된다면 국가적 생물종다양

성 증진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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