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소나무림 벌채 후 형성된 

숲 가장자리의 회복 과정

김준수1⋅조용찬2*⋅배관호3

1㈜자연과숲연구소, 2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3

경북대학교 생태환경시스템학부

Recovery Process of Forest Edge Formed by Clear-cutting 
Harvest in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Forest in 

Gangwondo, South Korea

Jun-Soo Kim1, Yong-Chan Cho2* and Kwan-Ho Bae3

1Nature and Forest Research Institute, Daegu 41478, Korea
 2Plant Conservation Division, Korea National Aboretum, Pocheon 11186, Korea

3School of Ecology and Environmental Syste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37224, Korea 

요  약: 산림 벌채 후 형성되는 가장자리 효과의 발생 여부과 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생태계 천이와 경관 및 서식지의 

공간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주제의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강원 남부 지역의 소나무림 벌채 후 1, 3, 10, 16년이 경과한 장소에 형성된 벌채지 및 임내 가장자리에서 비생물 

및 생물 요인의 변화 양상을 선 (20개) 및 방형구 (340개) 조사법을 병용하여 조사하였다. 벌채 후 초기(3년 이내)는 가장

자리에서 인접 숲 내부 방향으로, 15m 깊이까지 식생 피도, 풍부도, 수관 열림도, 그리고 대기 온도 및 습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가장자리 형성 이후, 비생물 요인 및 식물 풍부도의 안정화는 각각 10년 및 16년이 소요되었다. 교목종이 초본

식물에 비하여 가장자리 환경에서 더 높은 증가 양상을 나타내었고, 교목종의 높은 증가는 하층식생의 동태에 영향을 주었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벌채에 의한 직 ․ 간접적인 서식지 변화는 최소 인접 산림의 15 m에서 20 m까지, 그리고 16년 수

준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경관 및 서식지 패치 평가에 필수적인 가장자리 효과

의 깊이에 대한 첫 국내 첫 실증 연구자료로 친환경벌채 기준제시 등 활용성이 높다.

Abstract: Forest harvest as large scale artificial disturbance makes edge environment in both clear-cutted and forested 
habitat. To clarify the development and recovery process of forest edge after disturbances is essential to understand 
vegetation responses and landscape level consequences such as edge-distance. In Korea, after clear-cutting, edge- 
related changes of environment and vegetation was not clarified yet. In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forest, 
by applying space-for-time approach (sites with undisturbed and 1, 3, 10, 16 yr after cutting), the edge-related change 
of plant abundance and abiotic factors were determined for 20 line-transect (60 m) and 340 (1 m × 5 m) quadrats, 
and clarified depth and duration of the disturbance. Immediately after edge formation, within 15m form the edge, 
biotic and abiotic factors such as cover, richness, canopy openness, temperature and moisture content exhibited larger 
changes compared to forest interior. Plant abundance and abiotic variables were stabilized at the level of forest inside 
within 16 yr and 10 yr after edge creation, respectively. Woody (tree and shrub) species generally was showed larger 
increment with proximity to edge than did herb or graminoid species. In addition, negative interactions between 
woody and herbaceous species were detected during the period of forest edge closure. Our results suggested that depth 
of forest edge formed by clear-cutting of Korean red pine forest was at least from 15 m to 20 m and edge effect 
were likely sustained more than 16 years. As the first empirical study on edge-distance between two contrast habitats 
of clear-cutted and adjacent forest in South Korea, the analytical reality on landscape structure and habitat patche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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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lear-cutting

Altitude (m) Aspect (°) Slope (°)
Location

Latitude Longitude

1yr 465 225 15 37°16′01″ 129°02′54″

3yr 750 195 18 37°21′21″ 128°56′20″

10yr 790 220 30 37°21′12″ 128°56′53″

16yr 750 235 10 37°21′48″ 128°55′43″

Table 1. Geographical and physical settings of study sites.

서   론

큰 규모의 교란으로서 산림 벌채 후 형성되는 가장자

리 효과의 발생여부와 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생태

계 천이와 경관 및 서식지의 공간 영향을 이해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Oh 

et al., 1989; Oh et al., 2005). 벌채로 인한 교란 후 식생 

천이의 양상과 경로에 대한 연구(Cho et al., 2011; Zang 

et al., 2013; Bae et al., 2014)는 산림생태학 기초 연구 분

야로서, 그리고 경관생태학과 같은 응용생태학 분야로서 

숲 가장자리에 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경

관 및 서식지 구조 및 파편화 분석에 필요한 필수 항목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숲 가장자리 효과의 영향거리는 벌

채에 따른 영향 등을 밝히는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

내 실증 자료의 부재는 가장자리 거리의 임의 설정에 의

한 가장자리 밀도(edge density) 및 핵심구역 면적(core 

area)와 같은 경관 지수의 잘못된 계산과 해석의 가능성

을 높이고 있다(Jung et al., 2005; Lee et al., 2008). 

숲 가장자리(forest edge)는 거리에 따른 환경조건이나 

식생 구조 및 동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완충지대를 

의미한다(Matlack, 1993; Jose et al., 1996; Ries et al, 

2004; Marchand and Houle, 2006). 가장자리의 형성 후, 

그것의 내부 방향으로 비생물 및 생물 요인 변화가 일어

난다(Fraver, 1994; Matlack, 1994; Fox et al., 1997; 

Gehlhausen et al., 2000; Honnay et al., 2002; Zang et al., 

2013). 빛, 온도, 바람, 습도 및 토양 습도의 비생물 요인

들은 숲 가장자리와 내부 사이에 급격한 구배를 생성하

며, 가장자리의 깊이는 사면방향 및 식생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Raynor, 1971; Kapos, 1989; Williams- 

Linera, 1990; Chen et al., 1993; Matlack, 1993). 노령림의 

벌채 후 생성된 숲 가장자리에서는 내부 방향으로 30-60 

m 수준까지 광량과 토양 습도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하

며, 풍속과 상대 습도의 경우 240 m 이상일 수도 있다

(Chen et al., 1993 및 1995). 그리고 벌채 이후 생성된 가

장자리에 대한 다양한 생물다양성 영향 및 서식지 효과

들이 존재하고 있다(Demaynadier and Hunter, 1998; 

Baker et al., 2002; Batáry and Báldi 2004.; Moseley et al., 

2009; MacNeil and Williams, 2014).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림의 벌채 후 생성된 가장자리에

서 비생물 및 생물 요인의 변화,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의 깊이(또는 거리), 그리고 그것의 지속 기간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ure 1. Aerial view of sampled four seral habitat 
edges created by clear-cutting of Korean red pine 

(Pinud densiflora) in Gangwon-do province.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장소

벌채 후 생성된 가장자리 구역의 하층식생 변화는 벌

채 후 경과시간이 다른 장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space- 

for-time approach).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벌채 후 3년, 

10년, 16년 경과 지점)과 도계읍(벌채 후 1년 경과 지점) 

일대의 상관이 균질하며 유사한 입지를 가지는 소나무림 

벌채 장소들을 선정하였다(Figure 1). 조사지 인근의 경

관은 대부분 농경지(고랭지 재배) 및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든 조사구에서 소나무림이고, 임

령은 40～60년 이었다. 현장 조사는 인가 및 농경지 등 

개발지역에서 최소 50 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실시하

였다. 조사지점의 평균 해발, 사면방향 및 평균경사는 각

각 690 m, 220 도 및 18 도 이었다(Table 1).

벌채 후 1년 경과 지점(1yr)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 

조림 작업 후 간벌 및 풀베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

소를 선정하였다. 1년 지점은 조림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3년 경과 지점(3yr)은 자작나무, 10년 경과(10yr) 지

점은 잣나무, 16년 경과(16yr) 지점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각 조사지역 숲 내부에서 임의의 4개의 방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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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 × 10 m)를 설치하고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임분 구

조를 분석한 결과, 각 벌채지와 접한 소나무림의 평균 흉

고단면적(1yr = 45.4 ± 3.9 ㎡․㏊-1, 3yr = 55.1 ± 14.1 ㎡․㏊-1, 

10yr = 53.2 ± 8.3 ㎡․㏊-1 및 16yr = 51.7 ± 3.8 ㎡․㏊-1)은 

서로 차이가 없었고(F=0.24, p=0.869), 평균 밀도(stems․
㏊-1) (F=3.64, p=0.045)는 1yr(1,570.0 ± 103.1 stems․㏊-1)

에서 가장 낮았다. 벌채지역에서, 주요 재생종은 신갈나

무, 굴참나무 및 졸참나무 등의 참나무류 및 쇠물푸레나

무로 나타났고, 지피식생의 주요 구성종은 큰기름새, 맑

은대쑥, 고사리, 가는잎그늘사초 등 이었다. 

2. 조사 방법

식생 및 환경인자의 측정은 각 단계의 임분에서 선 및 

방형구 조사법(Barbour et al., 1999)을 적용하여 실시하

였다(Figure 2). 먼저,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30m 길

이로 설치한 후, 숲 내부 방향으로 10m 이내에서는 2.5 

m 간격으로(0, 2.5, 5.0, 7.5 m), 그리고 10 m 이상의 거리

에서는 5 m 간격으로 조사점을 설치하였다. 이후 각 조

사점에서 기 설치된 선과 수직 방향으로 5개의 소방형구

(1 m × 1 m)로 구성된 방형구(5 m × 1 m)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사구는 벌채 장소 방향으로 역시 동일하게 설

치되었다. 각 단계의 지점에서 5개의 선조사구를 설치하

였고, 각 선조사구의 간격은 10 m로 하였다.

Figure 2. Schematic diagram for sampling design (a). Each band
consisted of five 1 ㎡ subplots (b). In each subplot, cover of 
vascular plant species was measured. Light availability and 
canopy openness were sampled at the start point of each band ©.

교란 후 생성된 숲 가장자리의 미기상 변화 측정은 

HOBO PRO 상대습도(%) 및 온도(℃) 측정기(Onset 

Computer Cooperation)를 이용하였다. 기상요인의 측정

은 3yr 및 16yr 조사지의 중심 선조사구에서 실시하였고, 

11일(09.30.～10.10.) 동안 측정하였다. HOBO는 -30 m

(벌채지), 0, 5, 10, 20, 30 m 지점, 지상 50cm 높이에 설

치하였다. 

방형구의 상단에서 수관열림도(Canopy Openness)와 광

량(Light Availability) 측정을 위한 어안렌즈 영상을 촬영

하였다(기종 Nikon D90, 렌즈 Sigma 4.5 ㎜; F2.8 EX DC 

CIRCULAR FISHEYE). 영상 분석은 Gap Light Analyzer 

v2.0 프로그램(Frazer et al., 1999)을 이용하였다.

각 소방형구에 출현하는 식물종의 종 및 각 종의 피도

(%)를 기록하였다. 출현 식물의 동정은 Lee(1993) 및 

Kim and Kim(2011), 국명 및 학명은 Korea Forest Service 

(2015)를 따랐다. 

3. 분석방법

숲 가장자리에서 내부로의 온도 및 상대습도는 각 측정지

점에서 오후 2시 측정치의 11일 평균 값 및 일 변화를 분석하

여 나타내었다. 각 발달 단계의 수관열림도 및 광량은 각 

방형구에서 얻어진 값을 평균하여 하나의 값으로 하여, 숲 

가장자리에서의 거리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소방형구에서 출현 종의 피도 값을 평균하여 하나의 

방형구 값으로 하였다. 숲 가장자리에서의 거리에 따른 풍

부도(richness) 및 피도(%)는 각 거리별 평균(n=5)을 구하

여 분석하였다. 벌채 후 재생 년도가 다른 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종 수준의 직접적인 다양성 및 피도 

변화보다는 생육형(교목종, 관목종 등)과 같은 기능군 다양

성(Functional diversity)으로 구분하여(Magurran, 2004), 각 

군 별 반응(종 수 및 피도)을 분석하였다.

결과 

1. 비생물 요인의 변화  

벌채 후 형성된 숲 가장자리에서, 기온 및 상대습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Figures 3 and 4). 전체적인 기온은 초

기 단계인 3yr 지점이 16yr 지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벌

채 후 초기(3yr)에는 벌채지(-30 m) 및 경계면의 온도가 

숲 내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숲 가장자리 부근에서 온

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Figure 3). 벌채 후 초기에서 숲 

내부 20 m 이상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관측값을 보였다. 

16yr 조사지의 온도는 벌채지의 값이 숲 내부의 것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경계면 및 숲 내부의 온도는 비교적 

안정된 값을 보였다. 

대기 상대습도 분석 결과, 3yr 및 16yr 모두 벌채지 및 

숲 경계 지점의 상대습도가 숲 내부보다 낮게 나타나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건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전체적인 습도는 모두 16yr 지점에서 높게 나

타났다. 3yr에는 벌채지(-30 m) 및 경계면의 상대습도가 

숲 내부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숲 가장자리 부근에서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벌채 후 초기에서 숲 내부 10 m 

이상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16yr에서, 벌

채지 및 숲 경계 지점의 습도가 숲 내부의 것보다 더 낮

게 나타났지만, 그것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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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n temperature of 2 p.m. with distance from 
forest edge in 3yr (left) and 16yr (right) plot.

Figure 4. Mean relative humidity of 2 p.m. with distance from
forest edge in 3yr (left) and 16yr (right) plot.

Figure 5. Distribution of canopy openness with distances from 
the forest edge. Lines represent mean values (n=5) at each 
sampled distance.

1yr 및 3yr 조사지에서, 수관열림도(%)는 숲 내부에서 

가장자리 및 벌채지 방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Figure 5). 이러한 증가는 경계에서 10～15 m 거리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채 후 10년(10yr) 및 

16년(16yr)이 경과한 지점에서는 가장자리 부근에서 약

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이전 시기와 같은 급

격한 변동은 없었다. 한편, 13yr 지점의 벌채지역에서는 

식생 발달에 의해 수관열림도의 편차가 커지는 것을 살

펴볼 수 있으며, 16yr 지점에서는 벌채지 식생 발달로 인

하여 숲 내부가 더 낮은 수관열림도를 보였다. 숲 내부에

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광량의 경향은 수관열림도의 것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Figure 6).  

Figure 6. Distribution of transmitted lights with distances 
from the forest edge. Lines represent mean values (n = 5) 
at each sample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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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 요인 변화

숲 내부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하층 

식생의 평균 풍부도(Richness)는 3yr 지점에서 감소 경향

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기(1yr, 10yr 및 16yr)에서는 별 다

른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Figures 7a, b, c and d). 

평균 피도는 3yr 및 10yr 조사구에서 숲 내부에서 가장자

리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후자의 것이 더욱 강

한 양상을 보였다. 1yr 및 16yr 조사지점은 별다른 경향

을 나타내지 않았다(Figuires 7e, f, g and h). 종 풍부도 

변화는 숲 경계에서 15 m 이내에서 주로 나타났다.

다양성 및 피도의 변화를 교목, 관목, 초본 식물의 기능

군 별로 분석하였다. 교목종 풍부도는, 벌채 후 경과 년 

수 및 숲 내부로부터 가장자리 방향으로의 변화는 거의 

2종 이내로서 제한적이었다(측정 값의 범위 참고, Figures 

8a, b, c and d). 반면, 교목종의 평균 피도는 3yr 및 10yr 

지점에서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숲 내부와 비교하여 최대 

40배에 이르는 큰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고(Figures 8e, f 

and g), 이후 16년 경과 후 경향성이 감소하였다(Figure 

8h). 숲 및 벌채지 가장자라 양쪽 모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관찰되었다(Figure 8c). 교목 종 피도의 변화 역시 

숲 경계에서 15 m 이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Figure 7. Mean richness and cover of species with distances 
from the forest edge. Shaded region represents undisturbed 
forests.

Figure 8. Mean richness and cover of tree species with distances
from the forest edge. Shaded region represents undisturbed 
forests.

관목종의 경우, 숲 내부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벌채 

후 경과 년 수에 따른 종풍부도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Figures 9a, b, c and d). 관목 피도의 경우, 10yr 지점

에서만 숲 내부에서 경계 방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고(Figure 9g), 나머지 조사지점에서는 별다른 경향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Figures 9e, f and h). 

광엽초본의 종 풍부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벌채 후 1

년 후(1yr) 가장자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이후, 

3yr 지점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이었다(Figures 10a and b). 

그리고 10yr 지점에서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후 

16년 경과후 숲 가장자리 및 벌채지 방향으로 종 수가 증

가하는 경향이었다(Figures 10c and d). 광엽초본 피도의 

경우, 벌채 후 경과 년 수에 따른 별다른 경향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Figures 10e, f, g and h). 

벼과 및 사초과 식물을 포함하는 협엽초본의 종 수는 

벌채 후 경과 년 수에 따른 별다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

다(Figures 11a, b, c and d). 협엽초본의 피도는 경과 년 

수에 따라 숲 내부에서 경계 방향으로 약간 증가하는 양

상을 나타내었다(Figures 11e, f, g an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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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an richness and cover of shrub species with 
distances from the forest edge. Shaded region represents 
undisturbed forests.

Figure 10. Mean richness and cover of forb species with 
distances from the forest edge. Shaded region represents 
undisturbed forests.

Figure 11. Mean richness and cover of graminoid species with
distances from the forest edge. Shaded region represents 
undisturbed forests.

고찰

거의 모든 서식처가 숲으로 형성된 남한 지역에서 인

간의 간섭 후 형성되는 가장자리 서식지 및 천이 초기 식

생은 부족한 서식지 다양성 및 전이대(ecotone)의 증가를 

통하여 지역 생물다양성을 부양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소나무림의 벌채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큰 교

란이다. 식재 및 경쟁 식생 제거와 같은 관리 활동이 없

으면 기존의 소나무림은 활엽수림으로 변화하여 회복할 

수 없지만, 천이 진행에 의해 경관 수준에서 다양한 단계

의 서식지(낮은 식생 → 높은 식생)를 제공한다(Cho et 

al., 2011; Bae et al., 2014). 벌채 장소의 직접적인 변화뿐

만 아니라, 그것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인접한 산림 지역

에 가장자리의 생성과 발달과 같은 다양한 변화 과정에

서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는 벌채 면적의 실제 생태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가

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가장자리 효과를 20m로 가정하

면, 1ha 정방형 벌채 작업의 실제 영향은 약 2 ㏊(140 m 

× 140 m) 수준으로 계산된다. 형성된 숲 가장자리는 인

접 교란지의 식생 발달과 메움(in-filling) 작용에 의해 대

체 상태로 발달한다(Denyer et al., 2006). 따라서 숲 가장

자리는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서식지이며,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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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소나무림 벌채 후 형성된 숲 가장자리에서는 숲 내부

에서 경계부로 갈수록 온도와 광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러한 경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

였다. 이러한 대기 및 수관 환경의 변화는 숲 내부 방향 

최대 15m 이후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장자리

의 형성 후 숲 안쪽으로 일정 거리까지 직접적으로 도달

하는 광은 가장자리의 온도 변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인접 벌채지의 따뜻한 공기(Figure 

3 참고)가 흘러드는 수평 가열(advective heating) 영향은 

가장자리 형성 초기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

다(Chen et al., 1995). 16yr 지점에서는 벌채지가 숲가장

자리보다 오히려 온도가 낮고 반대로 습도는 3yr와 비교

하여 많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벌채 후 초기의 급

격한 밀도 증가(Lutz and Halpern, 2006; Cho et al., 2011; 

Bae et al., 2014)에 의한 그늘짐 그리고 공기 순환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숲 가장자리의 수관열림도 및 임내 광량은 가장자리 

형성 10년 수준이 되면 비교적 내부로의 영향이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s 5 and 6). 

벌채 구역의 식생 높이는 약 4.5 m로서 수관이 닫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는데(Bae et al., 2014), 벌채 후 10

년 이전에 벌채지에서 임분의 수관층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접 벌채지의 식생 환경 변화는 형

성된 숲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직접적인 광량을 감소시키

며, 그늘에 의해 낮아진 대기 온도에 의해 숲 가장자리의 

건조한 환경이 완화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본 및 관목종 보다는 교목성 수종들이 증가된 광량

에 대하여 바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s 7～11). 숲 가장자리 형성에 의해 발생한 환경변

화는 식생 전체 그리고 교목종 및 관목종과 같은 생육형

의 기능군 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인 종다양성 영향 및 식생 피도에 대한 긍정적 영

향 등은 물론 미소 기후 경향성에 의한 식물 군집의 반응 

구배가 10년 이내의 초기 가장자리에서 역시 관찰되었다

(Figure 7). 비생물 요인의 즉각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물 요인의 반응과 발달은 종 별 또는 기능군 별로 시차

를 두고,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15m 이내에서 진행되었

다.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지만, 가장자리 생성 후 변

화하는 대기 온도 및 습도는 토양의 온도 및 습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특히 가장자리 형성 초기, 증가한 온도 및 

광량은 토양 수분 함량의 감소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식

물의 수분 경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인접 벌채지 식생의 발달은 증가한 경쟁과 

같은 가장자리 과정의 강도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교목종의 급속한 성장(Figures 8f and g)은 숲 및 벌채

지 가장자리의 양쪽으로 식생 및 기능군의 풍부도, 특히 

피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목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하층의 광량 및 토

양 수분함량은 광엽 및 협엽 초본 식생의 피도 감소의 원

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리고 기능군 수준

에서 종다양성은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면, 교목종의 영

향은 하층식생의 종다양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Bae et al., 2014). 하층식생의 다양성이 비

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과거 하층식생의 주요 구성종인 

맑은대쑥, 큰기름새 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

들은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비교적 

건조한 환경과 벌채 같은 급격한 교란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벌채에 의해 형성되는 숲 가장자리와 그것의 영향이 

발생시키는 환경 조건의 변화는 벌채지 인접 식생의 종

조성 및 구조를 변화시키며, 실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

의 벌채 영향을 나타내게 한다(Nelson and Halpern, 

2005). 본 연구결과에서 숲 가장자리의 존속 년 수와 깊

이는 벌채 후 각각 16년 이내 및 20 m 이내로 평가할 수 

있다. 벌채에 의한 숲 가장자리 생물적 효과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 요인 스스로의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 변화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숲 가장자리의 회복 속도와 방향은 

숲 지역의 임분 높이, 교목종의 종조성 및 지하고와 같은 

임분 구조 및 개체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된다. 임분 및 경관 수준의 다양한 관점에서 숲 가장자리

의 생태적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경관 및 서식지 패치 평가에 필수적인 가장자리 

효과의 깊이에 대한 첫 국내 첫 실증 연구자료로 친환경

벌채 기준제시 등 활용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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