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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산림 경관 모형의 역사적 발전 양상과 특성, 그리고 이를 유형화하는 다양한 방식과 기준을 살

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대규모 산림 녹화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나, 증가하

는 성숙림과 기후변화의 대두, 그리고 다양한 산림 교란의 발생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넓은 면적과 높은 다양성을 지닌 산림이 향후 장기간에 걸쳐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으며, 어떤 관리가 산림의 다

양한 가치와 생태계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경관 모형은 이렇게

광범위한 시공간적 규모에서의 산림 변화와 관리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며, 다양한 목적

과 특성을 지닌 많은 종류의 모형이 활발히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모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모사하는 현상과 알고리즘, 모형의 특성 등의 변이가 매우 크기에 연구자들이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모형의 특징을 정리하고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봄

으로써 적절한 모형의 선정과 적용,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Abstract: Korea now boasts a vastly forested landscape resulting from a successful forest restoration projects

carried out in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Korea's forest now face new challenges, such as the rapidly

increasing mature forests, climate change, and various novel forest disturbances with both natural and

anthropogenic causes. Considering the extensive spatial and temporal scale of the forests and the challenges it

face,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tool that can properly tackle the issues with such nature. This brings our

attention to Forest Landscape Models, which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and used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how forests respond to a variety of changes and to satisfy the society's demand on forests and

its ecosystem services. A large variety of Forest Landscape Models exist, with a wide spectrum of algorithms,

various selections of ecological processes they simulate, and the spatial and temporal scale they utilize, so that

any researcher may find a model that fits one's use. However, it is important to properly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such models so that the right model is used and the results are aptly interpreted. In this study, we

describe and characterize the various Forest Landscape Models based on their historical roots, lineages, and

development,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mputational aspects, and discuss how they can be classified and

what limits should be recognized to assist in model selection 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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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산림은 1970-80년대의 산림녹화기를 통한

적극적이고도 성공적인 조림 녹화 사업에 힘입어 지난 40

년간 막대한 임목축적량의 증가를 경험하였다(Tak et al.,

2007).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생태계는 물질생산, 생물

다양성, 기후조절,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수자원 및 수질,

재해완화, 휴양 및 관광 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주목할 만

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림지의 성

숙에 따라 향후 장년림도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임목생

장률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

림 교란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은 또다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Ko et al.,

2014; Tak et al., 2007). 특히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기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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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 패턴의 변동 및 증가를 불러와 토사유출, 산사태, 산

불 등의 산림재해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될 뿐 아

니라, 향후 산림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Lim et al., 200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넓은 면적과 긴 시간을 고려한 산림 변화를 예측하고, 다

양한 관리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적재적소의 개념과 같이 특정 수목의 생장에 관련된 지

표를 중심으로 한 산림 변화에 대한 연구는 조림 계획, 실

행, 그리고 경제적 산림 관리와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황폐화된 국토를 빠른 시간

안에 녹화하고, 관리 및 경영 목적에 따른 최적화된 수종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Shin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성숙림의 증가에 따라 발

생할 다양한 산림 생태계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산림 내적인 동적 특성과 외부 영향 사이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조림지나 초기 이차림 등 상대적으로 단순

했던 구조의 산림이 빠르게 복잡한 혼합림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산림 생태계의 동적인 변화를 고려

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림 관리 방법의 실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심의 동적

모형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 또는 여러 유역 정도 단위의 중대규모의 시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산림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

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산림의 변화는 다양한

시공간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산림 생태계 현상

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발생하기 때문이

다(Urban, 2005). 예를 들어, 임분 규모에서는 임목 생존

과 생장에 필요한 자원을 둘러싼 개체 혹은 종간 경쟁 등

이 중요하고, 경관 규모의 공간 스케일에서는 산불, 태풍,

홍수, 산사태, 병해충과 같은 자연적 교란이나 벌채와 같

은 인위적 교란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보다 넓은

지역적 혹은 지구적 규모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대규모

지구 현상이 산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Acevedo et al.,

1996; Keane et al., 2002). 이처럼 광범위한 시공간적 규

모에서의 산림 변화에 대한 연구는 작은 임분 규모의 조

사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모형적 접근이 그 대안으

로 제시된다. 

경관이라는 규모, 즉 몇 개의 유역과 수십-수백만 ha 정

도의 규모에 걸쳐 발생하는 산림 생태계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모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산림 경관

모형이다(Baker and Mladenoff, 1999). 산림 경관 모형의

대표적 특성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산림이 그 이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한 동적

(dynamic) 접근과, 생태 현상의 공간성(거리, 위치, 상호작

용, 공간적 위상)을 고려하는 접근이 꼽힌다(He and

Mladenoff, 1999a). 이 같은 특성에 따라 여러 방식과 정밀

도를 적용한 모형이 등장하며 다양한 산림 경관 모형이

등장하였다. 특히 외국에서 1990년대 이후 산림 경관 모

형이 크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교란과 산림 천이 양상에

의한 산림의 변화와 산림 관리의 다양한 옵션을 과학적으

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정책 수립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

다(Syphard et al., 2011; Gustafson et al., 2004). 

우리나라 산림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급격한 변화

와 다양한 산림 수요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산림 경관 모

형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성숙림의 증가, 다양한 교란의 출현과 확산, 산림

복원, 그리고 재조림이나 조림 수종 개발과 시업이라는 환

경에서 중대규모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 변화의

예측과 그에 따른 관리 정책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산림 경관 모형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이다. 

산림 경관 모형은 각각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개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양성으로 인해 현재 널

리 알려지고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산림 경관 모형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산림 경관 모형 발전의 역사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산림 경관 모형을 몇 가지 주요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모형 선택과 적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

고 있는 산림 경관 모형의 발전 양상을 정리하고, 다양한

산림 경관 모형 접근 방식을 설명 및 비교하고, 현존하는

산림 경관 모형의 발전 방향과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형

적용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산림 경관 모형의 기반이 된 선구 

모형군의 발달

산림 경관의 변화를 모사하는 모형의 발전은 컴퓨터 하

드웨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기술적 발전과 경관생태

학의 개념적 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졌다(Mladenoff, 2004).

특히 산림 경관이 포괄하는 거대한 시공간적 스케일을 고

려했을 때, 이와 같은 모형이 다루어야 하는 대상은 광범

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전산 설비가 충분히

발전하여 연산 집약적인 모형을 구동할 수 있게 되고 나

서야 산림 경관 모형의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해지게 되었

다(He and Mladenoff, 1999b). 

산림 경관 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경관 생태학으로, 이

는 다양한 시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현상과

그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변화에 주목하며, 특히 교란

과 인간의 영향 등 생태계의 동적 특성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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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n and Godron, 1986; Turner, 1989). 또한 생태계

가 보이는 공간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물, 물질, 에

너지의 흐름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공간적 이질성이 배제

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림 경관은 자연스럽게 방대한 시공간적 규모에서 인식

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생태적 현상과 그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동적이고, 시공

간적으로 명시적이며, 복합적인 모형적 연구가 경관생태

학의 중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Mladenoff,

2004; Turner, 1989). 

산림 경관 모형의 초기 모습은 Markov 모형의 형식이

었다(Stephens and Waggoner, 1970).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의 Markov 모형은 특정한 모사 대상의 유형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환 계수표를 활용한 간단한 공식을 적용한 것

으로, 산림 경관 모형에 적용될 경우 특정 기간 동안 하나

의 산림 유형이 다른 산림 유형으로 변화하는 확률을 추

정하고 적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유형간 전환이 지

속된다는 가정 아래 각 유형별 점유율이 어느 수준으로

수렴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Burnham,

1973; Bell, 1974). 이 같은 초기 모형 방식은 당시 전산능

력과 적용의 한계로 인해 산림경영, 교란, 혹은 천이 중 하

나의 현상만을 중심에 두고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

며, 특히 천이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이나 공간성이 배제

된 산불 모형과 같은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Baker, 1994;

Mladenoff, 2004). 이러한 유형의 모형은 이후 전산 기술

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거나 동적인

전환계수의 적용을 활용하면서 더 복잡한 생태계 과정과

영양단계의 동적 과정을 모사하는 모형로 발전하였다.

한편 대표적인 산림 변화 모형의 선구이며 1960년대 후

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처음 개발되고 이후 갭모형

군 gap model의 시초가 된 JABOWA(Botkin et al.,

1972; Shugart and West, 1980)가 등장하였다. JABOWA

를 위시한 갭모형은 작은 규모의 수관 교란의 결과로 생

겨난 숲틈(gap) 정도의 크기를 단위로 하는 임분의 변화

와 발달을 다루는 작은 공간적 규모에 한정되었다. 갭모

형은 개별 입목의 활착, 생장, 경쟁, 고사를 둘러싼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숲틈’ 규모는 일

반적으로 0.01-0.1 ha 정도의 크기였기에, 이 정도 이하의

공간 규모에서 발생하는 현상, 즉 임분 내 개별 입목의 상

호 작용이나 위치에 의한 영향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Mladenoff, 2004). 

갭모형 자체는 공간성을 지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

림 경관 모형의 선구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은 산림 경관 모형이 산림의 변화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

에 있다. 산림 경관 모형은 시공간적으로 일률적인 천이

단계를 거쳐 극상 상태로 나아가는 커다란 산림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숲틈(gap)으로부터 비롯되어 다양한 천이

단계에 있는 작은 숲조각들이 섞여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산림 생태계가 보이는 동적인 특성과 공간적 이질성에 주

목하였기 때문이다(Bormann and Likens, 1979). JABOWA

를 위시한 갭모형은 방금 언급한 ‘작은 숲조각’을 패치

(patch)나 갭(gap)이라고 불렀으며, 산림경관모형은 갭모

형의 대상인 이러한 조각들을 최소 모사 단위로 사용하였

고, 수많은 조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서로

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만들어지는 다양한 공간적 패턴

과 과정을 모사하여 전체 산림 경관의 변화를 추정하거나

평가하고자 하였다(Shugart, 1984). 

갭모형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으며 개별 입목

의 생장을 모사하는 모형군으로 FOREST 모형군(Ek and

Monserud, 1974)이 등장하여 1980년대까지 발전하였고,

이후 1990년대 초반의 더욱 발달된 SORTIE 계열의 모형

군(Pacala et al., 1993)이 등장하였다. 이들 모형군은 하나

혹은 복수의 개별 입목을 대상으로 공간적 상호작용을 포

함한 모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전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형이었다. 다시 말해 이 모형군은 메

카니스틱 갭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상 임분 내 개

별 입목들의 발달을 집합하여 숲조각을 모사하는 접근 방

식을 채용하였음을 의미한다. SORTIE 계열 모형의 장점

은 공간적 구성요소나 모형 내부의 알고리즘이 매우 정교

하며 사실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측면이었다. 그

러나 방대한 입력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개별 입목을 일일

이 모사하는 방식이 필요로 하는 매우 높은 공간 해상도

에 의한 막대한 전산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큰 단점이

었다. 그 결과 초기에는 FOREST나 SORTIE보다는 직관

적인 접근 방식과 현실적인 전산 요구량을 지닌 JABOWA

방식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JABOWA에 기반한 수많은 변

종이 FORET 계열로 명명되어 활발하게 개발되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Mladenoff, 2004). 갭모형의 시공간적 확

장은 향후 산림 경관 모형을 구성하는 기본 틀로 발전하

게 된다. 

초기의 갭모형이나 FOREST/SORTIE류의 개별 입목 대

상 모형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임분이나 개별 입목

의 생장과 천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장기 이상의 시

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적 인위적 교란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과 공간적 상호작용 모사가 어려웠다

는 점에 있었다. 비슷한 시기 발전했던 산불 교란 모형이

나 산림 관리 모형 역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한계를 크

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등장할 산림 경관 모형은 연

산 요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모사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중

기 이상의 시간적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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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모형군을 융합시키는 접근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1970년대에 경험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산림 교

란, 특히 산불의 발생과 확산을 대상으로 하는 교란 모형

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모형은 주로 산

불 방지 및 방재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산불 모

형이 근본적으로 시공간적 상호작용을 취급해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초기 교란 모형 역시 식생과의 연관성이나

연료의 연속성과 연소와의 상호작용, 산불 확산의 동적 특

성을 제대로 모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Mladenoff, 2004; Rothermel, 1972). 하지만 초기의 경험

적 접근이 1980년대에 이르러 BEHAVE와 같은 비공간적

인 산불모형의 기반이 되었고(Andrews, 1986), 이러한 모

형 방식은 산불의 강도, 지속시간, 화염 길이, 확산 속도

등을 추정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He, 2008). 이윽고 1990

년대에 접어들면서 FARSITE와 같이 연료 분포의 형태와

조건 등에 기반하여 지표화, 수관화, 산불 확산 속도, 비산

등의 메카니즘을 공간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산불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Finney, 2004). 하지만 이러

한 접근 역시 개별 특정 산불의 확산 모사에 한정되었으

며, 중기간 이상에 걸친 산림 생태계의 변화와 그 공간적

특성을 산불과 동적으로 연계시켜 모사하지는 못하였다

(Beukema et al., 2003; He, 2008). 이러한 한계는 산불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산림 교란 모형, 즉 병해충, 태풍,

산사태 등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산림 경관 모형이 본

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연후에야 공간성이 고려된 교

란 모형의 연계 개발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

임은 이후 산림 교란과 산림 식생간의 시공간적 상호작용

을 나타내는 산림 경관 모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활용

되게 되었다(Mladenoff, 2004). 

산림 관리 모형은 1970-80년대에 등장하였으며, 보다 넓

은 공간적 규모에서 산림 경영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

합의 시업을 수행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기존의 생장

수확 모형 방법론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모형의 형

태로 개발되었다(예, 미국 산림청의 FORPLAN). 물론 이

러한 접근만으로는 초기 생장 수확 모형 접근이 경험했던

한계인 공간성 부재와 임분 동적 특성의 배제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으나, 나중에 산림 관리 모형이 산림 경관 모

형의 주요한 요소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Iverson and Alston, 1986; He and Mladenoff, 1999b;

Mladenoff, 2004). 이렇게 산림 경관 모형이 본격화되지 이

전에 등장한 다양한 산림 모형들은 이후 산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공간적 특성이나 다양한 교란의 영향을

동적으로 연계하게 되면서 모사 대상과 방식의 다양화를

모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산림 경관 모형의 대두

1980년대 경관 생태학의 대두와 함께 산림 생태계 현상

의 공간적 상호작용, 인간 영향(관리 혹은 인위적 교란)의

고려, 다양한 자연 교란, 공간성(공간적 상호작용, 시공간

적 스케일, 공간 구조의 영향) 등이 정의되고 연구되기 시

작하였다. 이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산림 생

태 모형, 교란 모형, 산림 관리 모형을 결합시킨 모형군의

출현을 이끌게 되었다(Acevedo et al., 1996; He et al.,

2003). 이 새로운 모형군은 산림 생태계의 동적인 특성과

그로 인한 변화를 보다 큰 ‘시공간적 맥락’에서 종합적으

로 이해하기 위한 산림 경관 모형 방법론으로써 자리잡게

되었다(Scheller and Mladenoff, 2007). 특히 산불, 태풍이

나 강풍, 병충해, 그리고 인간의 산림 관리와 같은 개별적

교란을 산림 천이와 동적으로 교차 적용할 수 있게 된 플

랫폼을 마련하여 산림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

는 모형 접근 방법론의 확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같은 일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림 경관 모형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모

형 간의 차이는 모형의 복잡도나 알고리즘, 그리고 필요

모수의 정도 등에서 편차를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 모사

대상 지역의 환경변수와 그 이질성이나 동적 특성을 어떻

게 표현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활용하는가, 2) 이웃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정도나,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생태 현

상 간의 피드백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가, 3) 다

양한 교란을 얼마나 정밀하게 모사하는가, 4) 산림 군집

구조를 얼마나 자세히 나타내는가, 5) 산림 기능적 측면을

연계하여 모사할 수 있는가, 6) 모형의 목적이 이론적 이

해인가 실용적 활용인가 등 서로 다른 산림 경관 모형을

가름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Pretzsch et al.,

2008; Scheller and Mladenoff, 2007; He, 2008). 

새로운 이론적 배경의 대두 뿐 아니라 기술적 발전 역

시 산림 경관 모형의 대두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Baker and Mladenoff, 1999).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전

산 기기의 연산 능력과 메모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양화와 개

발 기반의 대중화와 더불어, 객체지향적 소프트웨어 디자

인(Object Oriented Software Design)이 용이해지면서 수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산림 경관 모형을 개발하기 시작

하였다(Maxwell and Costanza, 1997; Scheller and

Mladenoff, 2004).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외에도 가용

한 데이터의 확장이 가져온 기여도 매우 컸다. 특히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의 발

달, 원격탐사의 발전과 데이터 공유, 다양한 산림 및 환경

관련 공간 정보의 확장과 데이터베이스화도 산림 경관 모

형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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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확장은 특히 모형 모수를 개선 및 보정하고, 모형 결

과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면서 모형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림 경관 모형을 다른 모형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특

성의 하나로 ‘공간성’이 언급된다. 과연 산림 경관 모형이

‘공간성’을 지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넓게 보았

을 때 이는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형 속에서 각각

의 좌표를 지니며 지리적 위상(topology)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관 모형에 따라 이러한 위상 관계에 의

한 효과를 모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쉬

운 이해를 위해 새로운 입목의 발아와 정착을 모사하기

위한 단계로 특정 위치에서의 종자의 유무를 모사하는 것

을 예로 들어 보자. 어떤 모형은 종자 생산량과 비산거리

특성에 따라 주변 모수(母樹)로부터의 거리와 빈도에 따

른 확률 분포에 따라 특정 위치의 종자 유무를 계산하는

명시적 공간성을 지닐 수도 있겠으나(Figure 1), 어떤 모

형은 경관 내의 모수 밀도에 비례하여 종자 유무의 확률

을 결정하고, 이를 위치와 관계없이 경관 전체에 일괄적

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모사하는 대상

이 ‘위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간성을 지닌 산림 경관 모

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모사하는 생태 현상 자체에 위상

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위상적 변수에 의한 모사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느

모형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사용자의 모형

사용 목적이나, 모형 구동에 필요한 모수를 추정하고 모

형을 검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존

재하느냐 등에 의해 모형의 선택이 이루어질 뿐이다

(Mladenoff, 2004; Pretzsch et al., 2008). 오히려 위상을

고려하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경우 모형 전체의

연산 요구량이 크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

웃으로 확산되는 현상의 유효 영향 거리(effective distance)

가 길수록, 그리고 공간적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필요한 연

산 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상황에 따라 해상

도와 영향거리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넓은 지역 규모(광역, 혹은 전지

구)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 변화를 추정하는데 널리 사

용되는 Dynamic Global Vegetation Models(DGVMs) 모

형군의 경우 위상성은 있으나 공간적 상호작용은 일반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다(Lenihan et al., 1998; Neilson, 1995).

이러한 모형군은 특정 식생형의 공간적 분포가 기온이나

강수량 등 기후인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를 지닌다. 추

가적으로 토양과 같은 환경 변수를 추가하여 그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형의 기

반에는 특정종의 서식지 적합도를 설명하는 ‘환경 변수의

조합’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후 조건

의 변화의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의 변화를 동

적으로 모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공간 구조의 영향이 반영되는가도 산림 경관 모형의

‘공간성’을 둘러싼 특징을 가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공

간 구조의 영향은 앞서 언급한 위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상 경관에 존재하는 특정한 피복 유형의 패턴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예로, 가연성이 높은 침엽수

단순림의 피복 유형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전체 경관에서

이 식생형이 보이는 연결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하자. 이

러한 공간 구조를 지닌 산림 경관의 침엽수림은 산불 확

산의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산불 취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With, 1997). 하지만 산림 경관 모형에 따라 공간

구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모형이 모사하는 산불

확산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간 구조의 영향을 적극

적으로 모사하는 모형의 경우 연결성이 높은 경관에 발생

한 산불이 전체 산림의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험적인 산불 자료에 기반하여 미

리 결정된 특정 크기의 산불을 모사하는 모형의 경우 앞

선 사례만큼 공간 구조의 특성이 강력하게 반영되지 않을

Figure 1. Examples of topological application of seed spread probability in a raster-based landscape. (a) Forest landscape model

with topology may calculate seed spread probability simply based the distance from the seed source. (b) For topological

applications incorporating other processes, such as wind, attributes such as wind direction may influence seed spread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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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같은 영향은 공간 구조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

느냐(dispersed) 아니면 밀집되어 있느냐(aggregated)와 같

은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다(Tischendorf, 2001). 특히 확

산되는 현상을 모사하는 경우 확산의 용이함을 결정짓는

요인의 공간적 구조가 이질적인가 동질적인가 하는 측면

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병충해의 확산을 예로 들자

면, 병충해에 취약한 산림 구조가 발생지로부터 균일하고

넓게 존재한다면 확산의 위험성은 매우 커지겠지만, 다양

한 취약도를 가진 구조가 이질적으로 존재한다면 효과적

인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물

론 이러한 사례는 ‘공간성’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든 것으

로, 모든 경우에 있어 공간 구조 자체 뿐 아니라 확산 현

상 자체의 특성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산림 경관 모형은 산림 식생의 군집 구조나 종구성의 변

화를 어떻게 모사하는지의 특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산림 경관의 변화를 모사하는 알고리즘

에 따라 모사 대상 식생의 최소 단위는 개별 입목으로부

터 수종의 집합, 크게는 군집이나 천이 단계(seral stage),

혹은 식물 기능군(plant functional type)의 형태를 지닐 수

있다(Scheller and Mladenoff, 2007). 군집, 천이 단계, 혹

은 식물 기능군을 사용하는 접근방식은 미리 정의해 놓은

군집형 간의 변화를 모사한다. 각각의 군집형은 특정 수

종, 영급이나 경급, 우점도 등으로 정의되고, 군집 변화 알

고리즘에 의해 각 군집형 간의 전환율을 평가하여 변화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모사된다(Bachelet et al., 2001;

Klenner et al., 2000). 이와 같은 형태는 앞서 기술한

Markov 전환 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띄기도 하지만,

Markov 모형이 고정된 시간의 흐름과 고정된 전환율을 사

용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의 산림 모형은 변동 가능한 시

간차 전환이나 다양한 변수(예를 들면 교란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한 전환율 변화 등을 모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

닌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임분 규모의 상세한 경험적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용이함과 요구되는 연산 부하가

작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다양한 변화 요인에 대해 개별

수종이 각각 보이는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경

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친 환경 조건의 변

화 등을 고려함에 있어 군집 자체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같은 한계를 부분적으

로나마 극복하기 위해 군집 수준을 보다 세부화시키거나

더 복잡한 전환 관계를 정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군집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군집 간의 변화를 보다 동적으

로 모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arkov 모형군에서 흔

히 나타나듯 고정된 군집간 전환 확률을 사용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안정된 군집 비율로 수렴하는 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한 교란에 의한 추가적인 전

환 관계와 확률표를 활용하는 방식도 존재한다(Klenner et

al., 2000; Kurz et al., 2000).

또 다른 종류의 산림 경관 모형군은 개별 수종의 생태

적 특성을 이용하여 군집 변화를 직접 모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개별 입목 수준으로부터 수종별 우점도

수준, 마지막으로 수종별 유무 수준등 다양한 수준의 정

밀도로 임분의 변화를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데, 이는 사실 산림 변화를 모사하는 알고리즘의 차이 뿐

아니라 연산 부하와 가용한 데이터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

이기도 하다(Roberts, 1996).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별 수

종의 생태적 반응을 따로 모사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종합

함으로써 동적인 산림 군집 유형을 모사하는 방식이기에,

보다 유연하거나 미묘한 임분 구조 변화를 표현할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대상 수종의 특성을 일일이

모수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형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수

집과 분석과 같은 과정에 매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대다수의 산림 경관 모형은 교란을 매우 중요시하여 이

를 산림 변화와 연계시키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경관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태계의 공간적 이질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인 교란의 역할을 모형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결된다(Baker and Mladenoff, 1999;

Turner, 1989). 가장 대표적인 교란은 산불로써, 1970년대

부터 축적된 다양한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산불

의 확산을 연계하여 산림 변화를 모사하거나(Chew et al.,

2004), 고생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간 거주 이전과

이후의 산불 특성을 대조시켜 모사하기도 하였다(Wimberly,

2002). 또 산불 발생의 크기와 빈도 등의 시공간적 특성을

산림 생태계의 동적 변화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1) 산불

이 하나의 위치로부터 이웃으로 옮겨가는 것은 산불 자체

의 연소 특성(산불 강도, 화염의 길이 등) 뿐 아니라 이웃

의 산불 조건(연료의 양, 연료의 특성, 존재하는 수종의 가

연성 등)에 의해서도 결정될 것이며, 2) 비산화와 같이 영

향력의 거리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방식도 대표적이다

(Baker and Mladenoff, 1999; He and Mladenoff, 1999a).

그러나 대부분의 산림 경관 모형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친 변화를 모사한다는 점과, 산불 발생 자체가 지닌 무

작위적인 특성(stochasticity)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불 교

란과 연계시킨 산림 경관 모형의 효용성은 정확히 언제

어디에 산불이 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장기간에 걸친 산불 취약도의 분포 변화나 산불 관

리의 전략적 측면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Gustafson et al., 2004; He et al., 2003). 

인간의 영향, 혹은 산림 관리의 영향을 경관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 또한 산림 경관 모형의 특징이다. 이러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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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산림 관리 방식과 시업의 결과로 형성되는 임분의

구조와 공간적 분포 특성이 장기적으로 임목 생산과 산림

경관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

다(Gustafson and Crow, 1998). 기존의 생장 수확 모형은

작은 규모나 동질성이 높은 임분의 생산 관리에 적절하며

그 같은 조건 하에서 생산성 및 경제성의 최적화에 효과

적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넓은 경관 수준에서 긴

시간에 걸친 변화를 파악하고 시업 이후 임분의 종구성이

나 영급 구조, 공간적 패턴의 변화, 내부 및 가장자리 서

식지 구조의 질 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써 산림 경관 모형이 쓰일 수 있

다. 한 예로, 산림 변화를 동적으로 모사하는 동시에 공간

적으로 메타 개체군이나 개체군 안정성을 추정하는 모형

(예: RAMAS-GIS)이 생겨나기도 하였다(Akcakaya et al.,

2003). 이러한 적용은 다양한 시나리오의 적용을 통해 복

수의 대안적 시업의 결과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 적용 이전에 수행할 사전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산림 경관 모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례로 1990년

대 이후 등장하여 활발한 개발과 적용, 다양화를 보이고

있는 LANDIS 모형군의 사례를 살펴보자(Mladenoff and

He, 1999; Scheller and Mladenoff, 2004). LANDIS의 주

목할 만한 점은 산림 경관 모형의 다양한 생태적/적용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또한 모사 대상, 해상도, 알고

리즘 등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다. 이

와 같은 특성은 LANDIS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형군의 발

전과 계보에 잘 드러나는 것으로, 앞서 기술했던 산림 천

이, 산림 생태계 교란, 산림 관리의 다양한 모형군이 결합

하고 발전하며 하나의 통합적인 산림 경관 모형의 틀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Figure 2). LANDIS 모형군

은 대상 수종의 내음성, 결실 시기, 수명, 종자 확산 거리

확률 분포 등에 입각해 임분 내의 천이를 모사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산림 천이 과정에 대해 공간적 상

호작용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림 경관 변화에 대

한 공간 구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

다. 이와 같은 공간적 모사를 대규모로 적용할 경우 막대

한 연산 부하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의

구조적 특성을 단순화시킨 방식을 채용함으로써(Keane et

al., 2002), 갭모형과 군집모형의 특성이 복합된 독특한 양

상을 보였다. 이 같은 방식은 LANDIS 모형군 뿐 아니라

LANDSUM이나 SIMPPLLE, LANDCLIM 등에서도 사용

되는데, 격자상 경관을 활용하는 모형의 경우, 개별 수목

의 밀도와 재적을 일일이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격자에 존재하는 모든 수종을 영급의 유무로 환산하여 사

용하는 특성을 지닌다(Bugmann, 1996; Chew et al., 2004;

Keane et al., 2002). 또 LANDIS 모형군은 다양한 교란,

즉 병충해, 산불, 풍해 등을 선택하여 각각의 발생 특성에

따라 반복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교란의 시공

간적 발생 양상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LANDIS

모형군은 2000년 이후 LANDIS 4.0 계열과 LANDIS-II

계열로 나뉘어 개발되면서, 전자는 보다 광범위한 경관에

서의 모사와 관리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후자의 경

우 오픈소스와 모듈화를 채용하여 대부분의 모형 구성 요

소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탈부착하거나 상이한 알고리

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 경관 모형의 유형 비교

산림 경관 모형은 앞서 기술한 다양한 경관 특성의 고

려 여부 뿐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얼마나 정밀하게 모사

하는가에 따라서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공간적 데이터나 모형 구동을

위한 모수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큰 편차가 있다. 대표

적인 산림 모형으로 1970년대 개발된 JABOWA 계열의

갭모형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진화되고 변형되며 사용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 비결은 수목의 생장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생태적 현상을 단순화시킴으로써 활용의 용이

함과 확장성을 극대화시킨 때문이다(Kimmins, 1997). 갭

모형과 같은 접근 방식은 알고리즘과 수식이 비교적 간단

하며, 개별 수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루어지던 산림 자원 조사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도와 확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특성은 다양한 변이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 산

림 경관 모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

근 모듈화된 모형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산림 경관

모형을 집대성하고 적절히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Scheller and Mladenoff(2007)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산림 경관 모형을 3가지 주요 생태적 특성, 즉 공간적

Figure 2. The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lineage of a
forest landscape model L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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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유무, 식물 군집의 동적 모사 유무, 그리고 생

태계 기능(생물량이나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 흐름)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8개의 모형군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산

림 경관 모형은 기본적으로 대면적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는 점에서 ‘공간적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

는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공간적 상호작용은 대면

적의 산림 경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경관의 공간적 패턴

에 내재된 생물체, 물질, 에너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경관 수준에서의 산림 변화

의 핵심이라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시각은 교란이야말로

넓은 산림 경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이나 군집이 동적으로 모사하

는가의 여부와, 산림 군집을 수종별로 독립적으로 모사하

는가 아니면 사전에 정의된 군집이나 식물 기능군으로 구

분하는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특성은 갭

모형과 같이 개별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라는 한

극단으로부터, 선정의된 군집에 기반하여 시간이나 교란

에 따라 영급만을 적절히 변형시키거나 군집간 전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다른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기능 모형의 병합’ 여부에서 ‘생태

계 기능’이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과 교환

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프로세스를 모두 포

함하는 모형을 말하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산림 생태학에

서 생태계 생태학(ecosystem ecology)의 분야로 산림 생산

성, 영양물질 순환, 분해 등의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Potter

et al., 1993; Hooper and Vitousek, 1997; Pastor and Post,

1986). 지상부 생물량, 지하부 생물량, 살아있는 조직이나

죽은 조직 등의 에너지/물질 저장고(pool)의 종류와 모형

에 포함된 생태계 프로세스(호흡이나 분해 등)에 따라 모

형의 복잡도가 증가한다. 

Scheller and Mladenoff(2007)의 유형화 시도는 임분 단

위의 현상, 즉 공간적 상호 작용의 미묘한 차이를 세밀하

게 고려하지 않는 반면 생태계 기능 모사의 중요성은 과

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He et al.,

2008). 예를 들어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식물 군집

은 동적으로 모사하고, 생태계 기능을 병합하고 있다는 이

유로 Fire-BGC(Keane et al., 1996; Keane et al., 2002),

FACET 그리고 LANDIS-II를 같은 모형군으로 분류하였

다. 하지만 Fire-BGC는 하나의 독립된 모형이 아니라 갭

모형인 FIRESUM과 메카니스틱한 산불 모형인 FARSITE

가 결합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형이다. 따라서 이와 같

은 모형 구조로는 갭모형인 FIRESUM의 특성상 모사된

산불 결과의 패턴이 산림 식생 변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FACET의 경우도 JABOWA-

FORET 부류의 갭모형이므로,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엄격한 의미에서 수준 높은 공간적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모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는 경

관생태학의 핵심 개념인 공간적 스케일(scale)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별 수목을 모사하는 모형군과 전

지구적 탄소 순환을 평가하는 DGVM을 하나의 모형군으

로 묶는 결과를 낳았다. 

Keane et al.(2002)의 경우 독특한 모형 분류 방식을 보

여주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산불 모형 44가지를 분석하

여 정량적으로 분류하고 모형 선택과 결과 해석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법은 모형의 생태적

특성이라는 ‘정성적 기준’에 더하여 1) 천이 모사 여부, 2)

산불 확산 모사 여부, 그리고 3) 산불 점화 모사 방법을 설

정하고 각각의 ‘복잡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모형의 특

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이분법적인 모형 구분법을 탈피하고 보다 다

양한 특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었으나, 모형 간의 정성적인 차이가 너무 커

질 경우 모형 특성의 복잡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편 He(2008)는 1) 모사 대상의 시공간적 해상도 특

성, 2) 입력 모수에 의한 모사 대상의 민감도, 그리고 3)

시나리오 분석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산림 경관 모형을

분류하였다. 이 방식은 모형의 알고리즘과 모사의 공간적

해상도, 모형의 목적이나 효용에 따른 복합적인 기준에 따

라 분류를 함으로써 정량적 및 정성적 특성을 모두 반영

하고 있다. 이 분류법은 산림 경관 모형의 특징으로 공간

적 상호작용을 모사하는지의 여부를 매우 중요시하는 반

면, 일반적인 갭모형이나 생태계 기능 중심의 모형은 엄

격한 의미에서의 산림 경관 모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예

를 들어 갭모형 기반의 식생 변화 알고리즘과 산불 확산

모형의 결합인 BEHAVE나 Markov 모형 기반의 VDDT

등이 이에 해당되어 산림 경관 모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하지만 갭모형과 유사한 산림변화 알고리즘을

차용하기는 하지만, 개별 산림 조각이 모여 전체 경관을

구성하고, 산림 조각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모사할 수

있는 경우 산림 경관 모형의 자격 조건을 구성한다고 보

았다(LANDIS 계열이나 EMBYR 등). 또한 교란이나 산

림 변화를 반복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가를 주요 특성으로

보았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사건을 모사하는 목적으로 사

용되는 산불 확산 모형 등은 산림 경관 모형에서 제외되

었다. 이상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모형을 산림 경관 모

형으로 구분하고, 이외 시공간 해상도(spatio-temporal

resolution)의 여부나, 복수의 생태 프로세스를 모사할 수

있는지 등에 의해 분류하였다. He(2008)은 결과적으로 이

러한 분류 방식이 산림 경관 모형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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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

았다.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이론적 배경을 중시하는 모

형은 그에 걸맞는 개념적 접근에 적당하며, 모사하는 현

상이나 해상도, 모사 프로세스의 개수와 공간적 상호작용

의 정도 등이 더 높아질수록 더 세부적이고 특수한 용도

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산림

경관 모형은 전략적 활용에서 전술적 활용에 이르는 다양

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보았다(Table 1). 

산림 경관 모형의 유형화는 연구 목적과 대상의 성격,

그리고 활용 방안을 고려한 모형 선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산림 경관 모형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은 경

관 모형의 발전 양상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연구자가 어떤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가의 최종적

결정은 모형 자체의 특성, 특히 모사 대상과 모형의 적용

성을 염두에 둔 정성적 기준과, 모사 대상의 정밀도와 시

공간적 해상도, 모형 모수화를 위한 데이터 처리에 드는

비용 등 정량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엄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산림 경관 모형의 경향

최근 산림 경관 모형은 생태적 프로세스를 모사하는 알

고리즘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도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주목할만한 측면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에서

의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의 흐름이 산림 경관 모형의 구조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Maxwell and Costanza, 1997; Sequeira et al., 1997; Scheller

and Mladenoff, 2004). 특히 객체 지향적 모형 개발 양식

의 변화는 기존의 선형적인 프로세스 모사의 모형 구조로

부터, 모사하고자 하는 다양한 생태적 프로세스를 독립적

인 모듈로 구성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모형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이

에 따라 다양한 연산, 모사, 입력, 출력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모형으로부터, 연구 목적과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특성이나 한계에 따라 다양한 레벨의 모형을 차

용하는 유연한 구조의 모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하나의 움직임은 주로 산림 구조에 천착해 있던 산

림 경관 모형을 생태계 기능 모형과 융합시키는 경향이

다. 물론 이런 병합에는 모수화, 알고리즘, 보정, 검증 등

에 필요한 데이터와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융합 모형으로의 움직임 자체가 반드시 발전

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융합적 모형의 필요성은 결

과적으로 모형 목적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

화와 같이 산림 생태계 기능(산림 생태계의 순생산성 등)

에 긴밀히 간섭하는 인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

태계 기능의 융합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날 기온이나 강수량의 변화, 대

기조성(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변화, 영양물질 순환의 변

화 등은 대표적인 변화 요인의 사례이다. 또한 산림 생태

계의 변화와 생태계 기능 간의 피드백이 주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적용 사례의 경우에도 생태계 기능의

병합은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산림 경관 모형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검증

의 문제이다. 거대한 공간과 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산

림 생태계의 변화를 모사하는 모형 결과 검증의 전통적

Table 1. Various forest landscape models and their characteristics. 

Name
Topology/

Spatial 
interaction

Natural 
disturbance

Forest representation Management
Ecological 
function

Application: 
theory/strategic/

tactical

LANDISa Yes various species and age-class user-defined limited strategic/theory

LANDIS-IIb Yes various species and age-class user-defined multiple modules strategic/theory

FACETc Yes fire individual tree none yes strategic

FOREST-BGCd Yes fire community none yes strategic

LANDSIMe Yes fire species and age-class none no strategic

MC1f Depends fire community none yes strategic

VDDT/TELSAg Yes user-define community user-defined no tactical/strategic

LINKAGESh No none individual tree none yes strategic

LANDCLIMi Yes various species and age-class user-defined yes strategic

MetaForj Yes fire dominance and age-class none no strategic

MAPSSk, BIOME2k No non community none no/yes strategic

EMBYRl Yes fire fuel level none no tactical

HARVESTm Yes none community user-defined no theory

LADSn Yes fire age-class patches none no strategic/theory

aHe and Mladenoff, 1999b; bScheller and Mladenoff, 2004; cUrban and Shugart, 1992; dRunning and Coughlan, 1988; eRoberts, 1996;
fBachelet et al., 2001; gKlenner et al., 2000, Kurz et al., 2000; hPastor and Post, 1986; iSchumacher and Bugmann, 2006; jUrban et al., 1999;
kNeilson, 1995; lHargrove et al., 2000; mGustafson and Crow, 1998; nWimberl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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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경험적이고 독립적인 데이터와 모형 결과를 비교

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림 경관 모형의 경우

공간상 대표 모형 결과, 즉 산림의 구조나 기능을 반영하

는 결과를 경험적 시계열 자료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산림 경관 모형의 대상이 지닌 시공간적 규모를 고

려한다면 이와 같은 고전적인 검증 방식의 사용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대신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인 검

증을 시행하고 그 활용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첫째 방식은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결과

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Rykiel, 1996). 엄밀하게 말하자

면 모형의 검증이라기보다는 모형의 가능한 결과의 범위

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어떤 관리나 정책 시나리오를 선

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는 일종의 앙상블 모형 ensemble

modeling 접근으로서(Tebaldi et al., 2007), 서로 독립적인

모형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얼마나 서로 일치하는지에 입

각하여 모형의 신빙성 평가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모형 등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산

림 경관 모형의 경우 포함되는 프로세스의 다양성이나 시

공간적 해상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독립적 모형이 드물어 적용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검증 방식은 존재하는 경험 자료나 장기 생

태 조사에 기대어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결과를 공간적 혹

은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검증

의 목적은 주로 모형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점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작은 시공간적 단위에서의 모델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가 더 넓은 공간과 긴 시간에 걸쳐서 유효할 것인가를 판

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Scheller and Mladenoff,

2004; He et al., 2003). 따라서 어떤 검증 방식이나 활용

방안을 선택하든, 산림 경관 모형의 주된 목적은 언제 어

디에 어떤 산림이 존재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경험적 지식과 생태계

현상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보다 포괄적인 시공간적 스

케일, 즉 경관 생태학적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생산하여 이를 적절히 평가하고 해석하여 활용하

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정확도와 활용성

은 산림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자료의 양과 질의

향상에 따라 함께 높아지게 될 것이다. 

공간적 스케일에 따른 모형의 적용도와 정확도의 향상

역시 산림 경관 모형이 직면한 주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적절한 하나의 스케일’로 모형 선택과 모형 적

용을 제한하는 것이 모형 활용의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었

으나(Turner, 2005), 이제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여러 스케일로 전환시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

직임의 일환으로 iLand와 같이 개별 입목을 대상으로 하

며 국지적 광조건에 의한 산림 변화를 경관 수준의 공간

적 스케일로 확장시키는 모형도 출현하여 활발하게 개발

되고 있다(Seidl et al., 2012). 

한편 초기 산림 경관 모형의 연산 한계에 따른 영급 방

식의 산림 구조 모사나 상호작용 모사의 비적용 등은 산

림 구조 중심의 산림 경관 모형 결과가 산림의 재적이나

산림 생태계의 복잡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산림 생장의 변화와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모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급격하게 발전하

는 연산 속도와 메모리의 증가와 보다 모듈화된 모형 개

발의 확산, 오픈소스 제도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대

중화, GIS 및 모니터링 데이터의 확장 등은 산림 경관 모

형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하나의

모형을 선정하면 그 모형이 지닌 모든 한계점이 그대로

연구자의 모사 대상과 모형 적용까지 반영되던 것과는 달

리, 이제는 필요에 따라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모사를 선

택하여 수행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손쉽게 필요한 모듈을

만들거나 개선하여 기존 모형과 융합할 수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산림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다

양한 산림 경관 변화, 교란의 발생, 대안적 산림 관리 시

나리오의 적용에 의한 결과를 보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경제적 모형과의 융합이 부족한 것은 과제

로 남아 있다. 

결 론

산림 경관 모형은 1) 거대한 시공간 규모에서의 산림 식

생 변화를 모사하며, 2) 경험적으로 추정된 혹은 이론에

기반한 무작위 확률 함수에 기반한 생태 현상을 여러 번

모사하여 얻어진 결과를 활용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

서 모형의 목적에 따라 선정된 모형 알고리즘과 구조는

본질적으로 그 모형이 어떤 생태적 현상을 어떻게(랜덤-

메카니스틱과 디테일의 구배 양자에서) 모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모형 결과의 적용과 해석상의 한계가 정해진

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폭넓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류

방식은 분류 자체가 지닌 효용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산림 경관 모형을 적절히 선정하기 위해서는, 1) 산림

경관 모형의 정의에 기반한 분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2) 어떤 현상을 어떻게 모사하는가, 즉 어떤 프로세스를

모사할 것이며, 그 모사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

로 결정할 것인가의 측면을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형의 특성에 따른 정성적 분류와, 복잡도나 스케

일에 따른 정량적 분류가 함께 작동하는 분류 방식의 도

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특징은 특히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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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관련된 산림 경관 변화 연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래 기후 조건에서의 산림 분포는 기후 조건으로 대표되

는 특정 수목의 분포 조건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입목의 반응과 그 집합체로서의 군집의 이주라는 측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강우와 온도의 시

공간적 분포가 특정 수종의 공간적 분포와 보이는 관계에

기반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의해 군집 분포가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기후 조건과 군집

분포 간의 상관성을 연결시킨 통계적 모형의 특성을 강하

게 지니는 것이기에, 산림 식생의 동적 분포 변화를 일으

키는 다양한 프로세스, 즉 천이, 노쇠 혹은 고사, 정착, 생

장과 그로 인한 군집 구성의 변화나 군집 교체의 시간차,

교란이나 관리로 인한 생태적 구조적 변화는 반영하지 못

할 것이다. 이렇듯 산림 경관 모형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

을 정확히 구분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모형의 선택

뿐 아니라 모형 연구 결과의 적절한 활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연구 목적이나 활용 목적에 따른

적절한 모형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모형 분류의 관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림 생태계의 모든 국면을 밝혀줄 수

있는 단일한 산림 경관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

가지로, 다양한 산림 경관 모형을 분류해 줄 수 있는 단일

한 방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산림 경관 모형의 분

류에는 대상 프로세스의 종류(천이, 산불, 병충해, 생태계

생산성 등)나 공간적 해상도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림 경관 모형의

과학적 정의에 부합하는가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

당 모형의 알고리즘과 디자인이 반영하는 대표적 산림 생

태계 프로세스의 시공간적 해상도와 프로세스의 해상도

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류 체

계에 대한 이해는 모형 선정의 기준을 정하고 적절한 모

형을 찾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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