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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bitat loss and fragmentation are ongoing major anthropogenic impacts on landscapes, which can 

strongly affect ecosystems, populations and species. The studies on forest fragmentation have been 

progressed, but the studies on definition of forest fragmentation and their synthetic trend in South Korea 

still leaves much to be desired. Therefore we set the definition of forest fragmentation and reviewed 

the related papers. We can give a definition that forest fragmentation is not only a process of spatial 

landscape transformation, but also a process of ecosystem change by it. The trend of studies on forest 

fragmentation divided into two fields, landscape and ecosystem changes. Forest fragmentation caused 

by land change altered the composition and configuration of forest patches. Most studies related on 

that analyzed the change using landscape index. The effects of forest fragmentation on ecosystem 

subdivided into three fields：biodiversity, edge effects, and invasive species, but the studies in South 

Korea is short. The study on relations between forest fragmentation and ecosystem change is necessary 

to fac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 fundamental studies 

on biodiversity is important to mitigate against forest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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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논문 편수

분석 상

토지이용  경  변화  40

생물다양성  개체군 변화 78

가장자리 효과 61

침입종 증가 45

(논문 복 포함)

표 1. 산림 편화 연구 분류.

Key Words：Urbanization; Landscape change; Biodiversity; Edge effects; Invasive spec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서  론

  우리나라는 도시확장 등 인간활동에 의해 산

림면 의 감소와 편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산림훼손 

 편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에도 향을 

미쳐 종합 인 리가 필요하다. 산림 편화는 

산림면 이 감소하거나 하나의 산림이 두 개 혹

은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말한다(Wilcove 

et al., 1986). 특히, 산림 편화는 인  향으

로 인해 경 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 변화

는 생태계, 개체군뿐만 아니라 개별종에도 향

을 미친다(Young et al., 1996; Young and Clarke, 

2000). 한, 다양한 생물학  로세스와 개체군 

크기, 종 분포, 서식지의 구조와 질, 외래종 출

가능성 등의 요소에 향을 미친다(Pardini, 2004). 

산림 편화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산림 편화로 인한 경 변화 연구와 

생태계 변화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경 변

화 연구는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산림분

포  패턴의 변화에 미치는 연구로서 국내외에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

변화 연구는 McGarigal and Marks (1995)에 의해 

경 지수를 산출하는 FragStats 로그램이 개발

된 이후에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산림 편화

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는 서식지 소실과 단

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 편화로 인한 가

장자리 효과  외래 침입종 증가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산림 편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연구는 국외에서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

는 반면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 으로 지속

인 산림 편화 황 악과 그로 인한 향을 

최소화하기 한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방안  

감방안 수립을 한 기반 마련이 요하다. 

재까지 국내에서 산림 편화와 련된 연

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편화에 한 정의뿐만 아니라 연구동향을 제시

한 연구가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산림 편화와 련된 연구동향을 검토

하여 지 까지의 연구 수 과 향후 국내 산림

편화 연구를 해 필요한 연구분야를 확인하는 

것이다. 

II.연구방법

산림 편화에 한 향을 리뷰하기 해 국

내외 주요 생태학 련 (Agriculture, Ecosystem 

& Environment, Applied Geography, Biological 

Conservation, BioScience, Conservation Biology, 

Ecological Application, Ecological Modeling, 

Ecology, Ecology Letters, Ecosystem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Landscape Ecology, Nature, Oikos, 

Journal of Ecology and Field Biology, 한국환경

복원기술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환경 향

평가 등)에서 편화와 련된 키워드를 이용하

여 1차 검색한 후 록을 검토하여 산림 편화에 

따른 향연구를 심으로 한 203건의 논문을 

상하 다. 국내외 산림 편화 연구동향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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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림 편화 정의 출처

구조

크고 연결된 서식지의 면 이 감소하거나 둘 혹은 그 이상의 편으

로 나뉘는 것
Wilcove et al., 1986

하나의 큰 패치가 외부의 교란에 의해 고립되거나 기존의 서식지와 

연결정도가 낮게 변화하는 등 서식지의 공간  배치가 변화하는 것
Wiens, 1989

원래의 연결된 서식지보다 면 이 작고 패치 수가 증가하게 되는 사건 Bender et al., 1998

서식지 면  감소  고립 Collinge, 1996

하나의 경 에서 패치가 소멸되는 것 De Santo and Smith, 1993

다른 식생 혹은 토지이용 매트릭스에 둘러싸인 잔존 식생 패치가 생

성되는 것
Saunders et al., 1991

서식지가 단 되고, 생태계 혹은 토지이용 타입이 더 작은 단 로 나

뉘는 것, 토지 변화의 공간 인 과정 

Krebe, 1994; 

Forman, 1995; Bogaert et al., 

2004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의 이질성, 서식지 혹은 비서식지의 조합 Frankline et al., 2002

하나의 경 에서 패치 수가 증가하는 것 Goodwin and Fahrig, 2002 

토지이용변화의 결과로서 패치가 분리, 고립되거나 반고립 상태로 

되는 것
Heywood and Watson, 1995

서식지로부터 일부분이 분리되는 것으로 서식지 소실과는 다른 개념임
Fahrig, 2003; Yaacobi et al., 

2007

연결된 서식지가 작고 연결되지 않은 서식지 패치로 발생하는 과정 Fahig, 2003; Cayuela, 2009

공간  경 의 변화, 서식지 소실, 패치수의 증가 등의 과정
Forman, 1995; Jaeger, 2000; 

Bogaert et al., 2004

자연녹지에서 새로운 토지이용으로 변화하는 것. 잔존하는 서식지는 

불가피하게 더 작은 부분으로 나뉨
Groom and Schumaker, 1993

기능
생태계 기능으로서 요한 연결성이 분열되는 것 Lord and Norton, 1990

인간에 의한 환경  기능 하의 특별한 형태 Haila, 2002

구조

/

기능

자원과 조건의 비연결 상태를 이끄는 매커니즘의 조합이 서식지 

편화의 상태와 과정을 말함
Franklin et al., 2002

연결된 서식지의 단 , 면 의 감소, 가장자리의 증가, 산림내부지역

의 감소, 패치의 고립도 증가, 평균 패치크기 감소 등의 과정

체 경계 길이의 증가

Davidson, 1998

Forman, 1995

서식공간을 차 감소, 고립화시키며 가장자리 효과에 의한 향을 

증가시키는 등의 역동 인 생태학  과정

Forman and Godron, 1986; 

Reed et al., 1996; Franklin, 

2001; McGarigal, 2002; 김명수 

등, 2005

지역  차원에서는 산림 소실  단 로 인한 경 의 구조, 기능, 변

화를 래하며, 국지  차원에서는 서식지 감소, 고립화, 가장자리 

효과에 의한 향 등 역동 인 생태학  과정

김은 , 2010

표 2. 산림 편화 정의.

기 해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 토지이용  경

변화, 생물다양성  개체군 변화, 가장자리 효

과, 침입종 증가로 분류되었다(표 1). 

III.산림 편화와 향

1. 산림 편화 개념

산림 편화는 구조  측면, 기능  측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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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편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개념 인 모델.

(Hobbs and Yates, 2003 일부 수정․보완)

와 기능이 결합된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표 2). 구조  측면에서 산림 편

화는 하나의 산림이 인 인 요소에 의해 둘 혹

은 그 이상의 편으로 구분되는 구조 인 측면

에서 정의하고 있으며(Wilcove et al., 1986; De 

Santo and Smith, 1993; Krebe, 1994; Collinge, 

1996; Bender et al., 1998; Fahrig, 2003; Yaacobi 

et al., 2007), 기능  측면에서는 생태계 기능

으로서 요한 연결성이 분열되는 것(Lord and 

Norton, 1990)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

근에 제시된 논문에서는 산림 편화를 구조  측

면과 기능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Lord and Norton, 1990; Franklin, 2001; 

McGarigal, 2002; Fahig, 2003; 김명수 등, 2005; 

Cayuela, 2009; 김은 ,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 편화의 구조  

측면과 기능  측면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산림

편화를 인 인 요소에 의한 서식지 소실  단

 등의 경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경 변화로 

나타나는 생태학  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림 편화는 산림면  

감소, 경  로세스 변화, 고립도 증가, 개체군 

감소 등의 다양한 향을 래한다(Hobbs and 

Yates, 2003). 이러한 향은 2차, 3차의 상호 복

합 인 향을 래하여 최종 으로 생물다양성 

변화에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산림 편화는 

토지이용 변화라는 경 의 변화를 넘어 개별 종

뿐만 아니라 종간의 상호작용 등 생태계 변화를 

야기한다. 한, 산림크기 감소와 경  로세스 

변화로 인한 가장자리 효과, 외래종 도입, 교란은 

기존의 생태계의 종구성에도 향을 미치며 이는 

종다양성 변화를 래한다(그림 1).

2. 산림 편화와 경 변화 

경 의 구성과 배치는 생태계 기능과 서식지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

다(Urban et al., 1987; Turner, 1989). 산림이 

편화되면 산림패치의 크기는 감소하고 패치수는 

증가하게 되며 고립도와 가장자리의 비율이 증가

하게 된다(Fletcher Jr, 2005). 하지만 이러한 산림

편화가 지속되면 패치크기는 감소하고 일부 작

은 면 의 패치가 소멸되어 패치수도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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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만 아니라 이질 인 형태의 경 이 동질

인 형태의 경 으로 변화한다(Lee et al., 2010). 

이러한 경 패턴에 한 연구는 경 생태학을 바

탕으로 패치크기, 패치수, 가장자리 길이, 고립도 

등의 지수를 정량화하고 교란과정을 정량화하여 

경 구조와 생태계 기능과의 련성을 연구하

다(Dorner et al., 2002). 특히, 토지이용 변화와 

같은 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화를 측하는 연구

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국외의 경우, 산림 편화로 인한 경 변화 연

구는 경 패턴  매트릭스 변화(Arnot et al., 

2004; Herold et al., 2005; Yu and Ng, 2006; 

DiBari, 2007; Irwin and Bockstael, 2007), 야생동

식물의 서식특성  연결성 기능 변화(Bender et 

al., 2003; Turner et al., 2003; Zhang and Wang, 

2006; Ferraz et al., 2007; Michalski and Peres, 

200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국외와 유사한 연구동향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의 연구가 토지이용 변화  도시

화에 따른 경 패턴 변화 연구와 편화 황분

석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명수와 안동

만, 1996; 박경훈 등, 2004; 정성  등, 2005; 이

동근 등, 2005; 이동근 등, 2006; 이동근 등, 2007; 

허성구 등, 2007; 서응철과 김 표, 2010). 이  

이동근 등(2006)은 산림 편화로 인한 인 

향을 분석하 으며, 이동근과 김은 (2008)은 

경 지수를 이용하여 산림 편화 유형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경 패턴 연구는 토지이용 변화

를 패치면 , 패치수 등과 같은 경 지수로 정량

화하는 연구이나 경 지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3. 산림 편화와 생태계 변화

1)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편화는 산림생태계 

내 생물다양성 감소에 주요한 원인이다(Harris, 

1984; Honnay et al., 2005). 작은 서식지는 작은 

개체군을 포함하며 고립된 서식지의 종은 단 된 

다른 서식지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 편화된 서

식지의 질이 종이 서식하는데 좋은 조건이더라도 

일정한 개체군 크기 이하일 경우 멸종에 극도로 

취약하게 될 것이다(Shaffer, 1981; Lande, 1988). 

이와 같이 멸종가능성은 작은 개체군이 서로 고

립된 상태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다른 편

으로 개체를 이주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멸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Brown and Kodrick-Brown, 

1977). 따라서 개체군은 패치크기와 고립도가 한

계치에 다다를 때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Honnay 

et al., 2005). 

산림 편화와 생물다양성과 련한 국외 연구

의 경우, 편화로 인한 산림식생 종다양성  서

식환경 변화 연구(Angold et al., 2006; Cayuela et 

al., 2006; Chave and Norden, 2007; Cousins et 

al., 2007),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개체군에 

미치는 향연구(Tscharntke and Brandl, 2004; 

Angold et al., 2006; Lussier et al., 2006; Croci 

et al., 2008)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국

내에서는 매우 제한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이동근 등(2010)은 산림

편화가 조류종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이 국내 산림 편화가 생물다양성

에 미치는 향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가장자리 효과

가장자리는 인 한 두 개의 생태계를 구분하

는 경계선을 말하며, 인 한 생태계간의 차이는 

작스럽거나 단계 인 변화를 보인다(Ratti and 

Reese, 1988; Lennon et al., 1997). 산림패치의 가

장자리는 산림내부와 달리 미기후와 생태학  조

건이 달라진 경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Matlack, 

1993). 이러한 가장자리의 효과는 산림생태계의 

비생물학 인 과정과 생물학  과정에 향을 미

친다(Laurence et al. 2002; Lindenmayer and 

Fischer, 2006). 즉, 가장자리 효과는 가장자리 생

성에 따른 비생물학 인 구조  변화가 다양한 

생태학  반응과 구조  반응을 래하여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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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림경  내 가장자리 생성에 따른 변화과정  반응(Harper et al., 2005 일부 수정․보완).

인 종구성의 변화를 래한다(Harper et al., 

2005)(그림 2). 

가장자리 효과에 한 비생물학 인 가장자리 

효과는 풍속, 온도  습도, 도의 변화(Sauders 

et al., 1991; Matlack and Litvaitis, 1999) 뿐만 아

니라 국지  강수량과 산림 도의 변화(Roberts, 

1973), 산불 발생가능성의 변화(Lovejoy et al., 

1984), 바람의 흐름 진  잔존식생간의 경

연결성 훼손(Lovejoy et al., 1986; Lindenmayer 

et al., 1997) 등이 있다. 생물학 인 가장자리 효

과 연구는 조류의 둥지 약탈  생존(Lahti, 2001; 

Poulin and Villard, 2011), 양서류의 시․공간

인 서식지 변화(Kolbe and Janzen, 2002), 조류 

 다른 야생동물의 번식 성공률 감소(Chalfoun 

et al., 2002; Zanette et al., 2005), 동식물의 분산

분포 변화(Schultz and Crone, 2001; With, 2002; 

Ness, 2004), 조류종의 성체성공률의 감소(Zanette 

et al., 2005), 개별종의 서식지 질 하(Anderson 

and Burgin, 2002; Watson et al., 2004), 종구성의 

변화(Hill, 1995; Kitahara and Watanabe, 2003; 

McDonald and Urban, 2006; Broadbent et al., 

2008), 잡  등 침입종의 증가(Lindenmayer and 

McCarthy, 2001; Yates et al., 2004; McDonald 

and Urban, 2006), 자생식물의 도, 번식, 성장 

 고사율의 변화(Hobbs and Yates, 2003; Lienert 

and Fischer, 2003; Harper et al., 2005; Broadbent 

et al., 2008) 등이 있다. 그밖에 패치형태와 크기

에 따른 가장자리 향(Ewers and Didham, 2007) 

 편화된 경 에서의 다양한 가장자리 효과 

연구(Fletcher Jr, 2005), 외부 향에 따른 가장자

리 효과(Delgado García et al., 2007) 등 매우 다

양한 분야에서 가장자리 효과  향범 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성 조류의 가장자리 선호도 

분석 연구(최창용 등, 2006)와 산림식생  조류

종을 상으로 한 가장자리 향정도  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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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동근과 김은 , 2009; 이동근 등, 

2010)와 같이 가장자리 특성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침입종 증가

편화된 산림 가장자리는 외부 향으로 인

해 종구성  풍부도에 향을 받는다. 외래종은 

산림가장자리 인 한 곳에서 풍부도가 높게 나타

난다(McDonald and Urban, 2006). 이러한 외래

종은 종 풍부도와 구성뿐만 아니라 양 계와 생

태계 서비스에 부정 인 향을 래한다(Levine 

et al. 2003; Vilá et al. 2010). 이러한 외래종은 

산림가장자리에서 높은 출 율을 보 다(Luken 

and Goessling, 1995; Yates et al., 2004; Hansen 

and Clevenger, 2005).

외래종 침입에 한 연구는 조류종  식물 등 

침입종의 확산  분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With, 2002; With, 2004; Borgmann and Rodewald, 

2005; McDonald and Urban, 2006; Chabrerie et 

al, 2007; Zhu et al., 2007; Cilliers et al., 2008; 

Crespo-Pérez et al., 2011; Lemke et al., 2011). 외

래종의 확산은 산림 가장자리에 가까울수록 편

화가 진행될수록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확산정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주변 토지

이용과의 련성 연구(Borgmann and Rodewald, 

2005; Pauchard and Alaback, 2006)와 침입종 확

산에 따른 험도 평가 연구(With, 2004; Foxcroft 

et al., 2007)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편된 산림에서의 침입종 

출  가능성 연구(이동근과 김은 , 2009)와 외

래 곤충류  양서․ 충류의 서식실태 연구(손

재천 등, 2002; 오홍식과 홍창의, 2007) 등이 일

부 있으나 부분이 식생 황 분석시 외래종 출

 여부를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오

구균 등, 2008; 이수동 등, 2009; 최일기와 이은

희, 2008; 임동옥 등, 2009). 

IV.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림 편화의 개념과 그에 따

른 향에 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 다. 본 연

구결과, 산림 편화는 인 인 요소에 의한 경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경 변화로 나타나는 생

태학  변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산림 편화 

향에 한 국외연구는 경 변화 연구뿐만 아니

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까지 다양한 분야에

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연구가 도시화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 변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산림 편

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향인 생물다양성 감소, 

가장자리 효과, 침입종 증가에 한 국내 연구는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국외 연구에 비해 매

우 미흡한 수 이다. 

재 우리나라는 산림 편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과 같은 

개발사업 이 에 사 환경성검토나 환경 향평

가 등을 통해 향을 측하고 감하기 한 방

안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향평가시 개발사업

으로 인한 주요 정맥, 생태축 등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편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 

 개발사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외래종 침입 

등 종구성의 변화는 평가에 반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편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단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연구가 실

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생물다양성 약이 체결된 이후 

서식지 보 , 외래종 확산  향 등이 요한 

이슈로 두됨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한 산림

편화 향연구를 통한 응이 요하다. 산림

편화는 서식지 소실, 생물다양성 감소, 가장자

리 효과, 침입종 증가 등의 향을 래하기 때문

이다. 산림 편화 향에 한 정량화 연구는 향

후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 가 될 것이다. 한, 

이러한 정량화된 연구는 향평가시 산림 편화

에 한 향을 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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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으로 발생되는 산림 편화 향에 한 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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