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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상호간 성격이 상이한 경관지수 산출모델

FRAGSTATS와 시각화 모델 GUIDOS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파

악하고, 이 두 모델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경관패턴분

석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리왕산 일대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관 패턴 분석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분석기법은 지수화모델과 시각화모델로 구성되며, 경관지

수를 이용하여 유형별 패치들의 형태적·기능적 특성과 연접성 등에

대한 전체 경관 내의 경향성을 파악한 후, 이 결과를 경관패턴의 분

류결과지도에 투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패치 간의 공간적 연결

성과 패치간의 분포 특성을 가시적으로 해석 가능한 결과를 제시한

다. 본 기법은 두 모델의 개별적 활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경관

패턴의 분포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효과를 검토하고자 이 두 모델을 가리왕산 지역 연구대상

지에 적용하여 경관패턴을 분석하였다. 경관지수를 산출하여 임상별

패치들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신갈나무림의 패치들은 MPS지수가

134.5(평균 42.51), LSI지수가 8.83(평균 7.00), 그리고 IJI 및 AI지수

가 각각 80.78(평균 77.69), 93.43(평균 83.23)으로 추정되어 대체로

크기가 크고 형태가 복잡한 동시에 응집되어 분포하는 경향을 띄었

다. 반면 낙엽송림은 MPS 23.13, LSI 9.83, 그리고 IJI 및 AI가 각각

72.25, 85.32로 추정되어 패치의 크기가 작고 형태적으로 복잡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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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파편화되어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전나무림은 평균 패치간 거리가 2,650m(평균 791m)로 나타나 8

가지 임상 중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나 패치들의 분산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각화모델을 적용하여 중왕산 지역, 가리왕산 지역(평창), 가리

왕산 지역(정선)에 대해 경관요소별로 분류한 결과 중왕산 지역의

핵심면적 비율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리왕산 북동쪽

지역에서는 산림패치의 파편화 정도가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다른 지역들에 비해 패치 간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산림패치의 파편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패치

간 이동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모델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각 임상별 관점에서 산림패치

들의 위치 및 분포 형태 파악이 가능했다. 중왕산 지역의 신갈나무

림은 지수화모델에서 도출된 결과가 대체로 일치했으나 일부 가리

왕산의 신갈나무림 지역에서는 패치의 파편화로 통로요소가 매우

큰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낙엽송림과 전나무림

에서는 파편화된 패치를 연결하는 통로요소의 비율이 다른 임상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 패치의 파편화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지수화모델과 시각화 모델의 보완적인 활용을 통한 경관

패턴의 분석은 결과지도에서 제시되는 공간적 정보를 이용하여 장

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형 및 임상구조가 복잡한 우리나라에

서 전략적·전술적 관점(strategic and tactical points of view)에서

산림경관 특성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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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주요어 : 산림경관패턴분석, 경관패턴 지수화 모델,

경관패턴 시각화 모델, FRAGSTATS, GUIDOS

학 번 : 201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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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경관은 그 구조를 구성하는 숲, 초지, 경작지 등의 경관요소에 따

라 생물종의 분포가 이질적으로 나타나며,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특

징을 가진다(정종철, 1999). 생태계 내에서의 생태적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형적 특성이나 인위적 교란의 결과로써 야기되는

산림경관의 파편화는 결과적으로 생태계 내의 서식지 소실, 교란 행

동은 물론 인간의 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산림파편화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러한 파편

화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림파편화가 산림의 연결성을 크게 저해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생물다양성 평가 지표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 및 국가단위 산림파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정주상, 2008).

산림경관 파편화가 생태계 교란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

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림

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산림경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은 물론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관생태계를 구성하는 산림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산지 개발 및 경영 방법에 따른 파편화가 가속화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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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형태, 크기, 분포 등 임분의 공간분포 특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생태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평가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써 산림의 공간분포 패턴 분

석에 의한 경관생태학적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관생태학적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발전한 GIS 응용에 의한 공간분석기법을 활

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GIS 응용모델로 지수화 모

델인 FRAGSTATS와 시각화 모델인 GUIDOS를 들 수 있으며, 이

두 모델은 다양한 패치들의 공간분포 혹은 경관의 구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정량화하거나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로 이용되고 있다.

FRAGSTATS은 GIS 공간분석에 의해 산림경관 내의 패치들의

다양한 분포 특성 혹은 구조적 특성을 기하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경관지수(landscape index)로 정량화하기 위해 미국의 Mcgarigal과

Marks(1995)에 의해 개발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산림의 경관분포

특성을 경관지수로 표현함으로써 산림경관 전반에 걸친 서식지의

파편화나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패치들 간의 연결성을 매우 효율적

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FRAGSTATS이 개발된 1995년 이래 전산 hardware 및

software의 발전과 함께 GIS를 응용한 공간분석기법이 급속하게 발

전하고, 경관생태학적 분석기법에 있어서 보다 쉽고 명확한 형태의

시각화 기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2008년 이탈리아

의 Vogt(2008)에 의해 개발된 경관패턴 분석모델이 GUIDOS이다.

이 모델은 야생동물 서식지의 공간분포 특성을 시각적으로 명확

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경관 내 패치들 간의 연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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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복잡한 산림생태계의 직관적 분포특성을 보다 쉽게 시각적

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GUIDOS는

FRAGSTATS에 비해 지수화 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관패턴을 분류한 후 이를 지수화 할 수 기능

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이 모델 이전에 개발된 대부분의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그 모델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구조지향적인 특성을 띠었다. 그러나 GUIDOS 모델은 시각적

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관패턴의 그래픽 처리 과정만을 집중 조명

하는 객체지향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직관적인 경관패턴의 분석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특성은 두 개 이상의 기능에 특화되

어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고찰에 의하면 산림경관의 패턴을 분류함에 있어 정량적이고

시각적인 분석을 동시에 활용한 연구사례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만

약 이 두 개의 모델이 각각 지니는 장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상

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산림경관의 분포패

턴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패턴을 분석함에 있어, FRAGSTATS

와 같은 개괄적인 범위의 경관지수모델과 GUIDOS와 같은 시각적

으로 직관적 결과를 제시하는 경관시각화모델의 구조적·기능적 차이

를 구명하고, 이를 활용한 통합적 경관패턴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상

호보완성에 따른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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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관 단위(landscape-level)에서의 산림경관패턴을

정량적·가시적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자 다음의 세부연구를 수행하였다.

1. 효과적인 경관패턴 분석을 위한 지수화 모델 및 시각화 모델

의 통합적 활용 기법 설계 및 개발

2. 지수화 모델 FRAGSTATS와 시각화 모델 GUIDOS 구조·기

능적 특성 분석

3. 현장 사례분석에 의한 적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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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제 1 절 FRAGSTATS 모델의 국내외 이용현황

경관지수란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태적 작용들에

관여하는 경관의 패턴특성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이용되는 개

념이다 (Jacqueline et al, 1997). 즉, 경관패턴의 분석에서는 경관지

수를 활용하여 패치의 구성(composition)과 배열(configuration)을 중

심으로 면적, 밀도, 크기, 가장자리, 형태, 다양성 및 산포도 등을 정

량화하여 나타낸다.

경관지수는 1950년대 초부터 기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 활용

성이 제기되어왔다(Tinker et al,, 1998).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수학

적인 접근에 의한 경관 메트릭스(metrics)가 개발되었으며 1995년에

는 경관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보다 복잡한 경관지수의 계산이

가능해졌다(Mcgarigal et al,, 2002).

특히 최근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GIS 및 RS 기법의 발전으로 광

역적 범위에서의 경관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O’Neil et

al,, 1992; Gustafson, 1998). 이를 통해 경관지수가 경관패턴과 관련

된 연구에 있어 가장 보편화된 기준으로, 다양한 공간규모에서 경관

요소들에 대한 구조적 패턴 및 변화양상을 규명함에 있어 매우 효

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Tischendorf, 2001).

한편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개발된 경관구조분석모델

FRAGSTATS(McGarial and Marks, 1995)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

는 공간분석 소프트웨어이다. 이 모델에서는 래스터(raster)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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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도에 대하여 패치(patch), 클래스(class), 경관(landscape)별로

경관구조와 관련된 지수산출이 가능해 경관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

하다.

이 모델은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패치의 속성 혹은 분포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간 패턴 관련 통계 파라미터들을 활용하여 면적, 밀

도, 크기, 가장자리, 형태, 다양성, 산재도, 핵심지역 등을 지수화 하

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 나타난 경관패턴을

보다 쉽게 개념화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모델이 제시하는

경관지수의 값은 경관의 공간구조와 기능, 변화 등을 정량화하기 위

한 상대적 수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Elkie et al,, 1999).

한편 FRAGSTATS은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관패턴을 분

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 예로, Palmer(2004)는 미국

Massachusetts 주를 대상으로 대중들로부터 아름답게 인식되는 경

관의 구조적 특성 및 경관 자원의 구성을 분석하는데 경관지수를

사용하였고, De La Fuente De Val et al,(2006)은 경관지수를 이용

하여 경관 자원의 공간 구조적 패턴과 경관선호와의 관계를 계량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경관의 구조적 측면과 관찰자의 경관인식 사이

의 관계를 구명한 바 있다.

또한, Turner와 Rusher(1988)는 미국 Georgia 주를 대상으로 산

림경관에서부터 해안경관까지 경관요소의 변화에 따른 경관지수들

의 변화패턴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Hargis et al,(1998)은 경관요소

들의 공간적 변화와 생태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관지수를

사용하였다.

Jones et al,(2001)와 Lin et al,(2002)은 건전한 유역생태계를 확

보하기 위해 경관지수를 활용하여 유역 내에 분포하는 토지이용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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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및 그에 따른 수질변화 정도와 수질정화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

다.

한편 국내에서는 FRAGSTATS을 활용한 연구가 비교적 제한적

으로 이루어 진 바 있다. 서주환 등(1999, 2000)이 경관지수와 유사

한 형태지수를 이용하여 농촌 및 도로경관의 선호도를 분석한 사례

가 있으며, 경관의 파편화 정도에 따른 경관생태학적 분석(김상욱과

박종화, 2001; 최원영 등, 2005)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조용현(2000)

은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생태계를 평가하였으며, 낙동강 유역

산림경관의 시계열적 패턴을 분석하였다(정성관, 2005).

또한 이응경(1998)이 다중시기 위성영상으로 한강 하류유역에서

의 산림파편화를 경관생태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장갑수 등

(1999)은 경상북도 4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도로에 의한 녹지의

파편화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손학기 등(2000)은 용인시를 대

상으로 경관규모의 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간유형 분석기법을

활용하였고 정성관 등(2003)은 경관지수 및 시계열적 임상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경관파편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또한 한희 등(2011)이 산림청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포함된 국·도립공원 산림과 그 외의 일반산림과의 비교를 위

해 산림의 경관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각

산림에 대해 FRAGSTATS를 활용하여 경관구조에 따른 공간분석

결과를 경관지수로 계량화한 후 두 집단 간의 경관지수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도시 및 농촌의 환경공학적 관점에서 경관생

태계의 구조적 측면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들에 FRAGSTATS이

많이 활용된 반면 임학분야에서는 산림의 경관구조 혹은 산지 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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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토지이용 분석과 같은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용된 실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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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GUIDOS 모델의 국내외 이용현황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산림경영이나 토지 이용 형태에 의해 나타나

는 산림파편화는 경관의 공간분포패턴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 서식

지나 종 다양성 등과 같은 산림의 경관생태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

을 미치게 된다.

특히 최근 산림경영의 목표로 산림의 보존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연결성(ecological connectivity)의 유지 또한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경관 네트워크의 현황 파악 및 패턴분석을 위한 시각화 모델이 중

시되는 경향이다(Saura, 2011).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단위(landscape level)의 생태학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제1절에서 살펴본 FRAGSTATS와 같은 기존의 평가모델은

패치들의 크기, 형태 등의 다양한 속성을 지수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치적인 데이터만

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공간적인 배열 등의 직관적인 패턴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공간적 패턴을 직관

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처리기법이 필히 요구되며, 형태기반

공간패턴 분석방법(MSPA; Morphological Spatial Pattern Analysis)

이 그 수단을 제공한다(Matheron 1967; Soille 2003).

수학적 함수와 적분 기하학을 활용하는 MSPA는 1990년대 초반

에 이르러서야 실제적인 공간적 정보 해석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Sollie, 2003), 단순한 기하학적 프로세스들을 통해 이미지 내에 표



- 10 -

현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객체 간의 연결성이나 공간적 배열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MSPA는 바이너리(binary) 형태의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학

적 연산에 의한 공간패턴을 가능케 한다. 즉, 이 기법에서는 경관패

턴을 분류하기 위하여 바이너리 형태의 픽셀을 기반으로 표현된 지

도를 이용하되 형태기반의 공간패턴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교적 단순

한 기존의 픽셀 단위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법 대신 경관패턴 분석에 요구

되는 공간표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경관요소의 선정이나 분류를 보다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문헌고찰에 의하면 1990년 초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MSPA 기

법을 활용한 경관해석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그 예로 Sollie(2003)는 공간 상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분석함에 있어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는 원리와 그 활용방법에 대해 밝힌 바 있

다. 또한 MSPA을 활용한 토지피복패턴 분석과(Vogt et al. 2007),

산림구조의 지도화에 대한 연구(Ostapoxicz et al. 2006; Vogt et al.

2007a,b)가 있다.

이 외에도 Vogt et al. (2009)는 산림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기

능적 연결성과 파편화에 대한 연구에서 경관 스케일에 따른 적용성

및 중심지역(core), 가장자리(edge), 섬지역(islet), 통로(connector) 4

개 요소에 따른 경관패턴 분류를 통해 MSPA 기법의 적용성을 검

토하였다.

한편 이태리의 Vogt et al.(2008)은 2000년대 들어 그 성능이 급

속하게 발달된 하드웨어 및 GIS software에 MSPA기법을 응용하여

산림경관패턴을 직관적/가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GUIDOS를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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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OS는 MSPA기법을 적용하여 지도상에 나타나는 세부 요소

들 간의 연결성과 분포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산림경

관패턴 분석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이다. 특히 시각

적·직관적 분석을 중시하는 모델특성상 산림 패치들의 연결성 및 분

포 특성 분석에 매우 효과적이며 잠재력이 매우 높은 모델로 소개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Francesca(2011)은 산림 패치들의 연결성 및 패치들의 분

포 특성을 분석하여 늑대종의 서식처 현황을 파악하고 적합성을 분

석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EBONE(European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

리고 프랑스에 걸쳐 지상에 존재하는 식물들의 서식처 특성을 경관

단위의 연결성 단위에서 분석하고자 GUIDOS 모델을 이용하여 경

관요소를 7개로 분류하고 그 분포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Christine

et al,. 2010).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관단위 산림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MSPA 기법의 개념 자체가 생소해 이를 활용한 연구는 전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GUIDOS 모델 또한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연구에 활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국내의 산림생태계 관리에 있어서 시각적인 산림경관

분포패턴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향후

사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모델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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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andscape index model FRAGSTATS

Evaluation method - Quantitative analysis using landscape index

Data type - Vector

- Raster

Scale - Patch

- Class

- Landscape

Adjacency - Cell adjacency

Metrics - Area

- Density, size and diversity

- Edge

- Shape

- Core

- Closet neighbor distance

- Diversity

- Contagion and Interspersion

Table 3-1 Conceptual structure of FRAGSTATS

제 3 장 통합적 경관패턴 분석기법 개발

제 1 절 경관패턴 지수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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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의 개념

경관패턴 지수화모델이란 공간분석을 통해 경관패턴을 분류하고

기하학적 함수를 이용하여 각 경관패턴 유형에 따른 지수를 산출함

으로써 경관패턴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여기서, 경관지수(landscape index)란 지도와 같은 공간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패치의 형태 및 배열 그리고 다양성

등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지수를 의미하며, 이

모델은 경관패턴 유형에 따라 약 200개 유형의 경관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McGarigal, 1995).

2. 모델의 운용체계

2.1 입력자료

FRAGSTATS 모델은 이미 임상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있는 임

상도나 토지피복도 등과 같은 주제도면 자료를 이용한다. 이 모델은

벡터 버전(vector version)과 래스터 버전(raster version)으로 구분

되며, 초기 입력 자료로 Arc/Info 폴리곤 커버리지와 같은 벡터자료

와 래스터자료가 모두 이용가능하다.

2.2 경관패턴 분류기법

2.2.1 스케일

FRAGSTATS은 경관을 구성하는 패치들의 배열과 구성에 따라

패치, 클래스, 경관 차원의 3가지 스케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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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토대로 기하학적 함수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관지수들을

산출한다.

여기서 패치란 시각적 기본단위로 색채, 질감 등이 균질하게 나

타나는 특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다만, 산림경관에 있어서는 다양한

임상특성에 의해 색채나 질감이 달리 표현되는 모자이크 형태로 나

타나고, 이 패치 내에서는 모든 생태적 입지조건이나 특성이 균질하

다고 가정을 한다.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패치는 다양한 형태, 색채 및 질감을

가지며, 공간상의 배치나 배열에 따른 연결성, 응집성 등의 공간분

포 특성에 따라 생태적 입지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FRAGSTATS에서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패치들을 묶어 클래스

라고 래스(class)라고 하며, 경관은 결국 모든 패치 혹은 클래스들로

구성된 전체 대상 면적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패치들의 공간분포 현황분석의 결과는 경관단위

(landscape-level) 산림생태계의 특성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

반이 된다. 즉, FRAGSTATS에서는 경관요소들의 구성

(composition)과 공간배치(configuration) 등에 의해 정의되는 시각적

경관구조(landscape structure)에 의해 산림생태계의 현황이나 특성

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Figure 3-1의 경관은 총 11개의 패치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중 동일한 속성 혹은 유형을 지니는 패치들을 묶으면 총 4개

유형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FRAGSTATS에서 패치, 클래스 및 경관과 같은 스케일을 구분하는

것은 Table 3-5에 제시된 경관지수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지수화모델의 경우, 단순 구획된 패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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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위로 다양한 경관지수를 전체 경관에 대한 개괄적 관점에서

산출한다.

Figure 3-1 Components of landscape; patch, class and landscape

2.2.2 셀의 연접성 기준 및 평가

경관패턴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주변 셀들에 대한 셀 간의

연결성을 평가하여 패치의 경계를 확정한다. 여기서 셀 간의 연결성

평가는 연접된 셀이 가지는 속성이 중심 셀과 동일한 경우 이 셀을

동일한 패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변 셀에 대한 평가 범위는 Figure 3-2에서와 같이 중심 셀을

기준으로 주변 셀을 동서남북 4개 방위로만 국한할지 아니면 대각

선 방향까지 포함하여 총 8개의 방위로 할지는 모델 사용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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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패치를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활용하여 다양한 경관지수를 생성하

게 된다.

Figure 3-2 Decision process for cell adjacency

2.2.3 메트릭스

Table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관패턴 분석을 위한 생성되는

메트릭스로는 패치의 면적(area metrics), 밀도, 크기 및 다양성

(patch metrics for density, size and variability), 가장자리(edge

metrics), 형태(shape metrics), 중심면적(core area metrics), 최단거

리 연접성(nearest neighbor metrics), 다양성(diversity metrics), 산

포도(contagion-and-interspersion metrics)가 있다.

메트릭스 별로 다양한 종류의 경관특성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다. 각 메트릭스에서 선정된 세부경관지수를 산출할 때 경관 전체에

분포해 있는 모든 패치가 분석대상에 포함되며 패치의 샘플링

(sampling)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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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s Explanation

Area metrics - 경관패치들의 배열이 아닌 구성 개념을 정량화함

- 패치타입별 면적, 총 경관면적, 최대패치크기 등

Patch density, size and variability

metrics

- 직관적인 공간표현이 되지는 않으나 패치들의 배열을 나타냄

- 총 패치수, 패치밀도, 평균패치크기, 패치크기 표준편차 등

Edge metrics - 패치들의 배열표현에 적합하며, 임연부 효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패치둘레길이, 패치타입별 가장자리합, 가장자리밀도 등

Shape metrics - 패치형태의 복잡성을 나타내며 임연부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형태지수, 가중치평균 형태지수, 경관형태지수 등

Core area metrics - 패치들의 배열·구성을 나타내며 패치의 면적관련 특성을 나타냄

- 총 중심면적, 중심면적 밀도, 중심면적 지수 등

Nearest neighbor metrics - 가장 인접해있는 동일한 타입의 패치와의 거리를 나타냄

- 평균 인접성지수, 평균최단거리, 최단거리 표준편차 등

Diversity metrics - 경관 내에서의 동식물의 종다양성을 나타냄

- Shannon 다양성지수 및 균등도지수, 패치풍부도 등

Contagion and interspersion metrics - 패치들 간의 배열 및 산포를 정량화함

- 픽셀간 산포지수, 패치간 산포지수

Table 3-2 Metrics for landscape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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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경관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Table 3-5에서와 같이 패치

의 면적이나 크기, 형태, 분포 및 인접성 등과 같은 메트릭스 별 경

관지수의 성격에 따라 클래스 수준의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전체 경관을 구성하는 패치의 다양성지수를 산출하는 경우에

는 경관수준의 분석이 요구된다.

단순한 통계적 수치의 의미보다는 보다 넓은 스케일에서의 경관

패턴을 분석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와 경관 차원에서 13 종류

의 경관지수를 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수학적 함수

식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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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etrics Landscape index

Class

Area and size

Total Class Area (CA)

Number of Patches (NP)

Largest Patch Index (LPI)

Mean Patch Size (MPS)

Shape

Landscape Shape Index (LSI)

Area Weighted Mean Shape Index

(AWMSI)

Area Weighted Mean Patch Fractal

Dimension (AWMPFD)

Distribution
Mean Euclidean Nearst-neighbor

Distance (MNN)

Contagion and

Interspersion

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

(IJI)

Aggregation Index (AI)

Landscape Diversity

Patch Richness (PR)

Shannon’s Diversity Index (SHDI)

Shannon’s Evenness Index

(SHEI)

Table 3-3 Landscape indices categorized by scale and metrics

(1) 총점유면적 (CA; Total Class Area)

 
  



 


  패치 의면적  

CA는 경관을 구성하는 패치 타입의 면적에 대한 지수로 특정

패치 타입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ha 단위로 나타낸다. 경관 내

해당 패치 타입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거의 없을 경우 0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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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치의 개수 (NP; Number of Patches)

     경관내패치개수

NP는 경관 내에 존재하는 해당 패치 타입의 개수를 나타내는

지수로 해당 패치타입의 분할이나 파편화 정도를 나타낸다.

(3) 최대패치지수 (LPI; Largest Patch Index)

 

max 
  총경관면적  

LPI는 경관 내에 존재하는 특정 해당 패치 타입 중에서 가장

큰 패치의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백분율 지수로,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각 패치 타입의 우점도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4) 평균패치의 크기 (MPS; Mean Patch Size)

 



MPS는 해당 패치 타입에 속하는 패치들의 평균 크기를 나타

내는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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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형태지수 (LSI; Landscape Shape Index)

 


  






 
  패치타입  간모든가장자리의합 

LSI는 경관 면적대비 가장자리의 총 길이와 밀도를 이용하여

패치 형태의 복잡도를 표현하기 위한 지수다. 즉, 경관이 하나의

정사각형 패치로 이루어진 경우 가장 작은 값인 1을 가지며 패치

의 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가장자리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

도 무한대로 증가한다.

(6) 면적대비 평균형태지수

(AWMSI; Area Weighted Mean Shape Index)

 max min 
min 

패치 형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면적크기에 따라

보정되는 표준화된 값이다. 패치가 정사각형일 때 가장 작은 1의

값을 가지며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무한대로 증가한다.

(7) 면적대비 평균패치 프랙탈지수

(AWMPFD; Area Weighted Mean Patch Frac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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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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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지수(Shape Index)와 마찬가지로 패치 형태의 복잡성과

관련된 패치 둘레와 면적간의 차원적 한계를 보완한 지수이다.

(8) 유클리드 평균거리

(MNN; Mean Euclidean Nearst-neighbor Distance)

    동일패치타입중가장인접한패치와의최단거리 

MNN은 패치의 고립도를 정량화하는데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지수이다. 간단한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용하여 각 패치들의 중심

점과 가장 이웃한 동일한 성격의 패치를 연결하는 평균 최단거리

로 계산되며, 0 이상의 값을 가지고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무한

대로 값이 증가한다.

(9) 산포지수 (IJI; 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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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와 간거리   경관내패치타입의수

IJI는 서로 다른 패치 타입 간에 얼마나 균일하게 혼재해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다른 타입의 패치들의 산포 형태나 인접

여부를 나타낸다. 백분율(%)로 표현되며, 인접해있는 타입이 다

른 패치들이 많을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10) 응집도지수 (AI; Aggregation Index)

 




max→

 




 인접한동일패치타입의수max→  패치타입중최대인접가능한패치의수

AI는 동일한 패치 타입에 속하는 패치들 간의 응집성을 나타

내는 지수로, IJI와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표현되며, 인접해있

는 패치들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11) 패치풍부도 (PR; Patch Richness)

    경관내패치타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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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은 경관 내에 존재하는 패치 타입의 개수를 나타내는 지수

로, 경관의 구성에 관여한다. 각 패치 타입의 풍부도와는 관련 없

이 단순히 몇 개의 패치 타입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낸다.

(12) 샤논의 다양성지수 (SHDI; Shannon’s Diversity Index)

 
  




ln   패치타입의점유면적

SHDI는 경관 내에 존재하는 패치 타입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경관이 단 하나의 패치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최소값

이 0을 가지며(다양성=0), 경관을 이루는 패치 타입의 종류가 다

양하고 패치 타입 간 면적 분포가 비슷할 경우 그 값은 증가한

다.

(13) 샤논의 균등도지수 (SHEI; Shannon’s Evenness

Index)

 ln

  



 
ln 

SHEI는 패치 타입의 우점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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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타입 간에 점유 면적 비율이 가장 비슷할 때 균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SHEI=1) 경관이 하나의 패치로 이루어진 경우 최

소값인 0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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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andscape visualization model GUIDOS

Evaluation method - Qualitative analysis using thematic maps of

landscape elements

- Quantitative analysis using % area of

landscape elements

Data type - Air photo (GeoTiff, img, bil, ENVI)

Scale - Landscape

Adjacency - Cell adjacency

- Edge

- Transition

- Intext

Metrics - Core

- Connector

- Edge

- Branch

Table 3-4 Conceptual structure of GUIDOS

제 2 절 경관패턴 시각화모델

1. 모델의 개념

GUIDOS 모델에서는 GUIDOS는 공간적 요소들을 형태기반 공간

패턴 분석방법(MSPA)를 이용하여 패치 간 구조에 따른 연결성 등

을 그래픽 처리하여 가시적·정성적으로 공간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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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경관요소(중심지역, 가장자리, 통로, 기타)

별로 그래픽 처리된 도면 외에 각 요소별 % 면적을 산출해주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MSPA 기법이란 경관의 구조나 기능적 연결성 그리고 산림 파편

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화에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Matheron 1967; Soille 2003). 바이너리 형태의 지도를 기반으로, 다

양한 수학적 연산과 단순한 기하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경관 요소들

의 공간적 배열과 연결성이 묘사가능하다.

이 모델 이전에 개발된 대부분의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그 모델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구조지향적인 특성을 띠었다. 그러나 GUIDOS 모델은 시각적

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관패턴의 그래픽 처리 과정만을 집중 조명

하는 객체지향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직관적인 경관패턴의 분석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모델의 운용체계

2.1 입력 자료

일반적으로 초기입력 자료로 GeoTiff 데이터가 사용되며, ESRI,

ARC 등의 IP Software에서 생성되는 img, bil 형태의 데이터, 그리

고 ENVI에서 생성되는 래스터 기반의 항공사진이 이용가능하다. 입

력된 자료는 보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델 내에서 육상·수상지역이

나 산림·비산림지역 등과 같이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된 후 경관패턴

분석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 감독분류나 무감

독분류 등의 보정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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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관패턴 분류기법

2.2.1 스케일

경관을 구성하는 각 셀들을 기본단위로 하여 패치를 정의하고, 각

패치들의 구성과 공간 배치는 물론 패치들 간의 연결성 및 각 패치

를 구성하는 셀들의 생태적 기능을 중시하는 주제도면을 제시함으

로써 정성적 분석을 중시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셀 중심의 경관패턴 분류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모델의 분석기법은 다음에 설

명되는 셀의 연접성 기준 및 평가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2.2.2 셀의 연접성 기준 및 평가

주변 셀(neighboring cell)에 대한 정의는 Figure 3-2에서와 같이

지수화모델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셀 간의 연결성

(foreground connectivity), 패치의 가장자리 두께(edge width), 셀

간의 전이성(transition) 및 차별성(intext)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추

가하여 최종 패치의 경계와 내부 구조를 정의함로써 지수화모델과

의 패치에 대한 정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패치를 구성하는 개별 셀에 대한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함으

로써 패치 내의 연결성(connectivity) 및 전이성(transition) 등을 고

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패치 내에 또 다른 제3의 소패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적인 산림경관의 형태를 보다 상세

하게 시뮬레이션(simulation)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4가지 기준(연결성, 가장자리 두께, 전이성 및 차별성)을 이용

하여 패치를 정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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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특정 픽셀을 중심으로 인접성 기준을 이를 둘러싸고 있

는 8개 혹은 4개의 셀로 할 것인지와 패치의 내부면적 중 가

장자리 두께를 지정한다.

2) 더불어 셀 간의 전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자리(ddge)와 통

로(connector)의 구분 기준을 지정한다.

3) 마지막으로 입력 자료의 특성에 따라 패치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패치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를 독립

된 패턴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Figure 3-3에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경관

내에 존재하는 패치의 구성과 배열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이를 바

탕으로 경관패턴의 분류와 분석이 이루어진다.

3.2.3 메트릭스

이 그림에 의하면 GUIDOS에 의한 경관은 크게 중심지역 요소, 통

로 요소, 가장자리 요소 그리고 기타 요소로 구분된다. 또한 이 그림이 보

여주듯이 각 경관요소는 다시 세부 경관요소로 분류되어 모자이크 형태의

주제도로 표현된다. 즉, 중심지역 요소는 핵심지역(core area)과 섬 지역

(islet)으로, 통로요소 는 교량형 통로(bridge)와 순환형 통로(loop)로, 그리

고 가장자리 요소 는 내부 가장자리(perforation)와 외부 가장자리(edge)

로 분류되며, 그 외 기타 요소(branch)까지 포함하여 총 7 가지 세부 경관

요소로 경관패턴의 분류가 이루어진다.

시각화모델에서 사용하는 각 경관요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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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egmented pattern of landscape

(1) 중심지역 요소

핵심면적(Core)이란 대상지 면적 중 가장자리로부터 일정거리 떨

어져 있어 임연부 효과로부터 자유로운 면적을 의미한다.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의 한계치(threshold)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탐지된다(Hirata, 1996).

섬 지역(Islet)은 핵심면적과 함께 중요 지역으로 분류되나, 핵심

면적과는 달리 가장자리를 구분할 수 없으면서 다른 핵심면적과 연

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핵심면적에 해

당하는 픽셀들을 표지자로 삼아 입력영상을 확장 및 재구성하여 본

래 영상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탐지하여 해당 부분의 픽셀들이



- 31 -

섬 지역으로 정의된다.

(2) 통로 요소

통로 요소(connector)는 핵심면적과 연결된 핵심면적끼리 연결해

주는 통로를 의미한다. 동일한 핵심면적에 속하는 요소들을 연결해

주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동일한 핵심면적을 연

결해주는 것을 교량형 통로(bridge), 서로 다른 핵심면적 을 연결해

주는 것을 고리형 통로(loop)라고 정의한다.

교량형 통로의 경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핵심면적을 연결해

줌으로써 다양한 핵심면적 간의 연결성을 높여 야생동물의 이동통

로 뿐만 아니라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고리형 통로는 동일한 핵심면적을 연결하므로 고리형 통로와 핵심

면적 사이의 면적에 대한 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면적이 핵심면적으

로 흡수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가장자리 요소

가장자리 요소는 핵심면적의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서

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패치 간에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연부

효과에 노출된다. 가장자리 부분은 핵심면적과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의 한계치(threshold)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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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탐지된다.

가장자리는 내부 가장자리(perforation)와 외부 가장자리(edge)로

구성된다. 즉, 핵심면적 내부의 천공(hole)의 가장자리인 작은 내부

가장자리로 분류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외부 가장자리로 분류

된다.

(4) 기타 요소

패치 중에는 연결성 요소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나 다른 핵심면

적과 연결되지 않고 절단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제시된 중심지역, 통로, 가장자리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

은 기타요소(branch)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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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합적 경관패턴 분석기법 설계

1. 기법 개발의 배경

FRAGSTATS와 GUIDOS 두 모델은 경관패턴을 분석하고 모니

터링을 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상호 활용적 측면은 물론 접근방법

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FRAGSTATS은 1995년에

개발된 것으로 당시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공간정보처리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시각적 효과보다는 기하학적 함수를 이용한 경

관패턴 분석체계에 중점을 둔 반면 GUIDOS는 2008년에 현저하게

발전된 그래픽 처리에 의한 공간정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구

체적이고 시각적인 분석결과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다.

지수화 모듈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산림경관을 다양한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다. 경관

내에 분포해있는 패치들의 크기나 형태 등 물리적 특성과 패치 간

파편화 정도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경관패턴의 변화를 수치적

으로 예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경관패턴 분석을 위해 산출된 지수들의 수치만으로는 패

치의 공간상 분포 특성 및 그로인한 산림의 경관생태적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래 Figure 3-4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수종 X, Y, Z가 경관 내

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비율이 같음에도 그 구성과 배열방법에 따

라서 경관패턴이 A와 B처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형별 패치들의 형태적·기능적 특성과 연접성 등에 대한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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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Comparison of different landscape patterns by diverse-shape patch

arrangement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전체 경관 내의 경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분포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실제 경관패턴과 차

이가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이 때 시각화 모델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패치

간의 공간적 연결성과 패치간의 분포 특성을 보여주는 주제도면을

제시해 줌으로써, 생태계의 특정 기능을 보다 가시적·직관적으로 해

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이처럼 통합적 모델 내에서 활용된 두 모듈은 분석 스케일, 입력

자료, 공간분석 기본단위인 인접 셀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파

라미터, 경관을 구성하는 패치들의 생태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메

트릭스, 평가체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만 활용목적에 있어

상호 보완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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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정량화에 강점을 지닌 경관지수모델과 시각적이고 직관적

인 결과 제시로 공간적 연결성 표현에 유리한 경관시각화모델의 상

호보완적 활용으로, 통합적 경관패턴 분석기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 및 임상구조가 매우 복잡한 산림경관패턴 분류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법의 구조 및 운용체계

경관지수화모델과 경관시각화모델은 각각 상이한 개발 목표 하에

서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경관패턴의 분류 혹은 분석을 위한

구조적 기능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통합적 경관패턴 분석기법은 경관패턴의 정량적 그리고 가시적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모듈을 통합시킴으로써 수치적 분석과 직

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수화모델에서는 아래 Figure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상도

와 같은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지도 자료를 입력자료로써 사용한

다. 선정한 경관지수의 유형에 따라 각 스케일에서 패치에 특성에

대한 다양한 메트릭스를 생성하고 경관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유형별

패치들의 패턴분석 및 비교가 이루어진다.

반면 시각화모델에서는 초기입력자료로 GeoTiff 데이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ESRI, ARC 등의 IP Softward에서 생성되는

img, bil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ENVI에서 생성되는 래스터 기반의

항공사진이 이용가능하다.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구축을 위해 자

료에 대한 보정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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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Flow chart of landscape pattern analysis

시각화모델에서는 바이너리 형태의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

학적 연산과 단순한 기하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경관 요소들의 공간

적 배열과 연결성의 묘사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써 지도에 표현된

자료에 대해 경관요소별 분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산

림패치의 파편화 정도와 그 위치 및 분포 경향에 대한 분석이 수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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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델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경관패턴 분석결과

를 도출한다. 이 때 두 모델이 함께 활용됨으로써 각 모델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던 각 임상별 관점에서 산림패치들의 위치 및 분포 형

태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관지수를 통한 경관패턴의 정량적

특성과 경관요소별 분류 지도를 통한 시각적 특성은 경관패턴 분류

지도 산림자원조사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임상도와 항공사진을 중첩

하여 임상별 패치들의 형태와 분포특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 38 -

제 4 장 모델의 적용:

가리왕산 지구의 경관패턴 분석

제 1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두 모델의 상호보완적 적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본 연구의 연구대

상지를 강원도 가리왕산 및 중왕산 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 패턴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창 국유림 관리소에

서 관할하고 있는 중왕산 구역과 평창군 진부면과 대화면에 위치한

가리왕산 구역, 그리고 정선군 정선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 국유

림 관리소의 관할 하에 있는 가리왕산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4-1은 연구대상지의 임반 구성 현황과 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지의 총 면적은 약

8,574ha로 38개의 임반, 296개의 소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역별 면

적은 중왕산 구역이 1,632ha, 평창지역의 가리왕산 지역이 2,399ha로

나타났으며 정선지역의 가리왕산이 4,543ha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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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tudy area

Forest zone
No. of compartments

(sub-compartments)
Area (ha)

중왕산지역 13 (86) 1,632.1

가리왕산지역(평창) 10 (103) 2,399.2

가리왕산지역(정선) 15 (107) 4,542.5

총 38 (296) 8,573.8

Figure 4-1 Number of compartments and hectares by forest zone

2. 공간입지분석

대상지의 공간자료 추출을 위해 ArcGIS 9.2를 이용하여 8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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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조사부(2005)를 이용하여 지형 및 임상인자를 추출하였다.

각 지형인자의 추출 시 지도축척의 최소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격자

간격을 50m로 설정하였다. 임상인자의 경우에는 대상지 내의 임상,

영급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신갈나무림(Quercus mongolica), 소나무림(Pinus

densiflora), 잣나무림(Pinus koraiensis), 낙엽송림(Larix kaempferi),

기타활엽수림(Broad-leaved forest), 침활혼효림(Mixed forest), 전나

무림(Abies hollophylla), 그 외 비산림지역(Non-forest)에 해당하는

8가지 임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영급 또한 I-VII 영급에 해당하는 산

림과 비산림지역을 추가하여 총 8가지로 구분하였다. 임상은 혼효율

을 고려하여 해당 소반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종을 대표수

종으로 지정하였으며 영급은 소반의 평균 영급을 적용하였다.

3. 경관구조분석

3.1 경관지수 산출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산림자원조사부를 기반으로

구축한 임소반 단위의 임상 분포 지도를 래스터 타입으로 변환하여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13가지 경관지수를 경관 및 클래스 스케일

에서 선정하였으며, 이 지수들을 통하여 패치의 면적과 크기, 형태,

분포, 인접성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학적

함수를 이용하여 경관지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대상지의 경관패턴

의 정량화가 가능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경관의 패턴을 임상별 그리

고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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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관요소별 분류

대상지 내 경관을 산림/비산림지역으로 분류한 뒤 산림지역의 경

관패턴을 분류하고 산림생태계의 파편화 정도와 공간적 연결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구축을 위

하여 50cm급의 항공사진과 연구대상지의 지상기준점 자료를 확보하

여 감독분류와 무감독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바이너리

타입의 지도를 경관구조분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경관 차원에서 패치의 형태와 분포적 특성을 기하학적으로 분석

하여 중심지역, 통로, 가장자리 그리고 기타요소에 포함되는 7가지

세부경관요소로 분류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3.3 두 모델의 상호보완적 활용

두 모델을 각각 이용하여 얻은 경관패턴 분석결과와 통합한 모델

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통합모델의 상호보완적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화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경관

패턴 분류지도를 산림자원조사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임상분포 지도

와 중첩시켜 임상별 패치들의 형태와 분포특성을 시각적으로 파악

하였다. 산출된 경관지수를 통해 얻은 분석 결과를 위 결과와 종합

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공간적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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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및 고찰

1. 산림경관 현황 및 특성

경관적 차원에서 산림의 지형과 임상은 현재 식생 분포뿐만 아니

라 장기적 차원에서의 패턴 변화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자로 작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리왕산 지역과 중왕산 일대의 경관 분석을

위하여 평창 및 정선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자원조사부 상에 기재된

소반별 주요 수종 자료와 임상분포도를 이용하여 지형적 특성과 분

포현황을 파악하였다. 임상은 신갈나무림, 소나무림, 잣나무림, 낙엽

송림, 기타활엽수림, 침활혼효림, 전나무림, 비산림지역(무립목지, 제

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4-2와 같이

신갈나무림의 점유율이 약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침활혼효

림이 17.7% 기타활엽수림이 17.2%로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침엽수림 중에서는 낙엽송림과 소나무림의 점유율이 약 10% 내외로

높았으나 그 외 잣나무림, 전나무림은 2%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임상 면적(ha) 비율(%)

신갈나무림 3,631.2 42.4

침활혼효림 1,511.6 17.7

기타활엽수림 1,475.7 17.2

낙엽송림 949.4 11.1

소나무림 615.3 7.2

잣나무림 174.2 2.0

전나무림 8.1 0.1

비산림지역 208.5 2.3

Table 4-2 Distribution map of fores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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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Table 4-3에 분류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지의 산림은 1영급

에서 7영급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영급인 7영

급의 점유율은 정선 지역에 위치한 가리왕산 일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영급, 5영급 그리고 6영급 임반에 해당하는 총 면적이 대

상지의 약 80%에 가까운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급 면적(ha) 비율(%)

1 31.5 0.4

2 100.4 1.2

3 838.8 9.8

4 1,764.7 20.6

5 3,138.9 36.6

6 1,968.5 22.9

7 522.8 6.1

비산림지역 208.5 2.4

Table 4-3 Distribution map of age group

2. 지수화모델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결과

임상도를 기반으로 전체 대상지에 대하여 임상별 경관지수를 산

출하여 패치의 면적 및 크기, 형태, 분포, 패치 간 인접 및 패치의

다양성 관점에서 임상별 경관패턴을 분석하였다.

Table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지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우점하고 있는 패치 임상은 신갈나무림, 침활혼효림,

기타활엽수림의 점유면적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낙엽송림과 침엽

수림 이 그 뒤를 이었다. 신갈나무 임상과 낙엽송 임상의 패치들은

형태와 분포적 특성에서 그 차이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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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

수

신갈

나무림

소나무

림

잣나무

림

낙엽송

림

기타활

엽수림

침활

혼효림

전나무

림

비산림

지역

평균

(Mean)

CA(ha) 3635.50 614.00 173.00 948.00 1475.00 1513.00 8.50 206.75 1,071.72

NP 27 32 18 41 25 20 5 13 22.63

LPI 18.67 0.98 0.56 1.90 7.98 7.83 0.04 0.71 4.83

MPS

(ha)
134.54 19.19 9.61 23.13 59.00 75.64 1.70 17.23 42.51

Table 4-4 Estimated landscape indices from area metrics

확인할 수 있었다. 신갈나무 임상은 다른 임상 패치들과 비교하여

패치의 평균크기가 매우 크고 밀도는 낮아 그 수는 매우 적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패치들의 파편화 정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낙엽송 임상의 경우 전체 대상지에서 점

유하고 있는 면적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패치의 수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나 8개 임상 중에서 파편화 정도가 가장 높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CA: Class area; NP : Number of patches; LPI : Largest patch index; MPS:

Mean patch size;

Table 4-5에 의하면 패치의 형태적 복잡성을 나타내는 패치형태

지수 또한 낙엽송 임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8가지 임상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의 패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대상

지 내에서 임상별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크기나 계산상에서 발생 가

능한 둘레와 면적 간 차원적 한계에서 편향되는 문제점을 수학적으

로 보정하여 지수를 산출한 결과, 신갈나무 임상의 패치 형태가 가

장 복잡한 경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낙엽송 임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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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

수

신갈

나무림

소나무

림

잣나무

림

낙엽송

림

기타활

엽수림

침활

혼효림

전나무

림

비산림

지역

평균

(Mean)

LSI 8.83 8.99 5.21 9.83 7.64 7.20 3.25 4.98 7.00

AWMSI 3.93 2.07 1.59 2.30 2.73 2.89 1.56 1.81 2.36

AWM

-PFD
1.17 1.11 1.08 1.13 1.13 1.14 1.09 1.09 1.12

Table 4-5 Estimated landscape indices from shape metrics

경관지수
신갈

나무림

소나무

림

잣나무

림

낙엽송

림

기타활

엽수림

침활

혼효림

전나무

림

비산림

지역

평균

(Mean)

MNN

(m)
203.05 442.39 667.13 392.84 374.36 400.44 2650.71 1197.83 791.10

Table 4-6 Estimated landscape indices from nearest neighbor metrics

이 전체 점유 면적이 다른 임상에 비해 적으나 패치의 개수가 많고

패치의 평균크기가 작을 경우, 패치의 면적 대비 가장자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정의 유무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LSI : Landscpae shape index; AWM-SI : Area-weighted mean shape index;

AWM-PFD: Area-weighted mean patch fractal dimensions;

한편 경관 내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전나무 임상

과 미립목지나 제지 등 비산림지역의 경우 패치 간 평균최단거리가

높게 나타나 임상 패치들이 대상지 경관 내에서 대체적으로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신갈나무 임상은 패치들이

응집되어 모여 있는 형태로 분포하는 모습으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

였다. 낙엽송 임상의 경우, 앞서 추정된 바와 같이 파편화 정도가

높으나 패치들의 분산도는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MNN: Mean nearest-neighbo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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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

수

신갈

나무림

소나무

림

잣나무

림

낙엽송

림

기타활

엽수림

침활

혼효림

전나무

림

비산림

지역

평균

(Mean)

IJI 80.78 82.42 86.38 72.25 66.52 84.54 71.13 77.47 77.69

AI 93.43 83.40 83.25 85.32 91.22 91.91 51.79 85.53 83.23

Table 4-7 Estimated landscape indices from contagion and interspersion metrics

패치 간 인접성은 Table 4-7과 같이 동일한 임상 패치간의 인접

성 정도가 잣나무 임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동일 패치타입

간 인접성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잣나무 임상의 패치들은

동일한 잣나무 임상보다는 다른 임상의 패치들과 높은 비율로 인접

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나무 임상의 경우 다른 임상과의 인접

성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나무 임상의 패치들이 매

우 격리적인 분포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두 임상을 제외한 나머지 임상에서는 대체로 서로 다른 임상의

패치들과의 인접성이 동일한 임상에서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IJ I : 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 AI : Aggregation index;

경관 단위에서 대상지에 포한된 전체 임상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지 내 경관을 구성하는 패치 타입의 다양성 지수는

1.58로 추정되었다. 임상별 패치 간 분포 비율의 균등한 정도에 따

라 최대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균등도 지수는 0.76으로 추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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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수
신갈

나무림

소나무

림

잣나무

림

낙엽송

림

기타활

엽수림

침활

혼효림

전나무

림

비산림

지역

PR 8.00

SHDI 1.58

SHEI 0.76

Table 4-8 Estimated landscape indices from diversity metrics

PR: Patch richness; SHDI : Shannon's diversity index; SHEI : Shannon's

even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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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Initial input data of visualization model

3. 시각화모델을 이용한 경관패턴의 직관적 분석결과

GUIDOS 모델을 이용하여 Figure 4-2와 같이 항공사진을 보정하

여 초기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체 대상지에 대

하여 서로 다른 7개의 경관요소로 분류한 결과는 Figure 4-4 및

Table 4-9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산림면적의 66.5%가 중심지역요소로 분류되었으며 섬지역

요소의 비율은 0.2%로 매우 낮아 전체적인 산림의 파편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자리 요소 비율은 약 15%로 산림을 이

루고 있는 패치들의 형태는 비교적 단순한 모양의 경향을 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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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Classified landscape pattern

으로 판단되었다.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나 소면적 서식지로서의 기

능을 가지는 통로요소 중 서로 다른 패치 간 연결기능을 가지는 교

량형 통로는 약 14%, 단일 패치 내에서의 고리역할을 하는 순환형

통로는 약 3%로 나타나 패치 간의 연결성에 비해 단일 패치 내 연

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G(%) 핵심면적 섬
내부

가장자리

외부

가장자리

순환형

통로

교량형

통로
기타

면적비율 66.3 0.2 7.2 7.7 3.2 13.6 1.8

Table 4-9 Proportional area of each 7 landscape components

Figure 4-3와 같이 연구대상지를 지역별로 중왕산 일대와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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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선군 내의 가리왕산 일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관패턴을 분류

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ure 4-3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핵심면적의 비율을 통해 직관적

으로 판단이 가능하듯이, 중왕산 일대에서의 핵심면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서식

지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생물 종들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안정성 또한 세 지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섬지역은 세 지역 모두에서 면적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지역 간

차이 또한 매우 작게 나타났다.

FG(%) 중왕산 일대 가리왕산 일대(평창) 가리왕산 일대(정선)

핵심면적 74.3 59.9 66.6

섬 0.2 0.3 0.2

Table 4-10 Proportional area of core landscape component of each zone

가장 자리 요소 비율은 Table 4-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창군

내에 위치한 가리왕산 일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임연부에서만 서

식하는 특정 생물 종들의 다양성이 이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중왕산 일대와 평창군의 가리왕산 일대 지역에서는 내부 가

장자리 요소보다 외부 가장자리 요소의 비율이 높게 산출되어 산림

패치 간의 파편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선군의 가

리왕산 일대에서는 내부 가장자리 요소의 비율이 더 높아 단일 패

치 내에서의 균열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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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중왕산 일대 가리왕산 일대(평창) 가리왕산 일대(정선)

내부

가장자리
5.3 6.6 8.1

외부

가장자리
6.3 10.4 7.2

Table 4-11 Proportional area of edge component of each zone

Table 4-12에 의하면 평창군 내 가리왕산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패치 간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비교

적 파편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물 종들의 패치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 종 다양성의 유지나 서식지 유지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순환형 통로에 비해 교량형 통로의 비율이 약

17%으로 높게 추정되어 다양한 생물 종들의 서로 다른 패치 간 이

동과 교환이 원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FG(%) 중왕산 일대 가리왕산 일대(평창) 가리왕산 일대(정선)

순환형

통로
2.5 3.3 3.5

교량형

통로
9.9 17.5 13.8

Table 4-12 Proportional area of connector component of each zone

기타 요소의 경우 평창군에 위치한 가리왕산 일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FG(%) 중왕산 일대 가리왕산 일대(평창) 가리왕산 일대(정선)

기타 1.5 2.0 1.8

Table 4-13 Proportional area of branch component of each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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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Map of forest type

4. 두 모델의 통합에 의한 경관패턴의 종합적 분석

Figure 4-4에 제시된 산림자원조사부 기반의 임상도를 그림 4-4

의 경관 요소별 분류지도와 중첩시켜 어떠한 임상의 산림 패치들의

파편화가 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얻은 각 임상

별 패치의 특성과 비교분석하였다.

경관패턴을 분석한 결과지도에 의하면 크기가 크고 응집된 형태

의 패치들은 대체로 활엽수림, 신갈나무림, 침활혼효림 임상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엽송림과 전나무 임상에서는 크기가 작은

다량의 패치들이 분포하며 이로 인해 파편화된 패치를 연결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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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lassified map of Quercus mongolica-Larix kaemferi

adjacent forest

로요소의 비율이 다른 임상에 비해 높은 경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대상지 내에서 특히 평창 지역의 가리왕산

지역에서 위와 같은 임상별 특성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분류 결과 지도를 통해 이러한 임상 패치들의 분포

경향의 직관적 분석이 가능했다.

Figure 4-5과 4-6은 이와 같은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은 산림 패치들의 경관 요소별 분류지도를 바탕으로 임상별 패

치들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창군 내 가리왕산 지역의 신

갈나무-낙엽송 인접지역 일부를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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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은 Figure 4-5을 토대로 평창지역의 가리왕산 일대지

역의 임소반 단위 임상분포지도와 중첩한 낙엽송림 및 신갈나무림

지역을 나타낸다. (A)의 푸른색 폴리곤은 낙엽송림 임상을, (B)의

붉은색 폴리곤은 신갈나무림 임상을 나타낸다.

그 결과, 앞서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제시된 바

와 신갈나무 임상 패치들은 대체로 그 크기가 매우 크고 그 수는

적어 파편화 정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낙엽송 입상의 패치

들은 평균크기가 매우 작고 경관 내 상대적인 점유면적비율을 고려

했을 때 패치의 개수가 매우 많고 파편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패치 간 인접성을 평가하는 경관지수를 산출한 결과, 낙엽

송림의 파편화된 작은 패치 간 연결성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관패턴의 요소별 분류를 이용해 얻은 경

관요소별 분류지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낙엽송림은 통로요소의 비

율이 높아 패치의 파편화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성은 매우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치상으로 표현된

경관패턴의 특성들이 지도를 통해 실제 공간적인 분포나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활용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종다양성의 유지나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정보이며 결과지도에서 제시되는 공간적 정보를 이용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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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6 Comparison of classified map of forest

(A) blue polygon: Larix kaempferi forest,

(B) red polygon: Querrcus mongolica forest



- 56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관 단위에서(Landscape-level) 서로 다른 구조

및 기능을 가지는 두 대표적인 경관패턴 분석모델인 FRAGSTATS

와 GUIDOS의 상호 기능적 보완에 의한 경관패턴 분석기법 개선을

위하여 두 모델의 유사성 및 구조적, 기능적 차이를 구명하고 이를

가리왕산 일대 지역에 적용해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임황, 지황 및 항공사진 등 공간입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관분석 모델인 FRAGSTATS와

GUIDOS 모델을 적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FRAGSTATS 모델은 경관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수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경관패턴에 대한 현황 진단이나 경

영정책에 따른 시계열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경관패턴 분석을 위해 다양한 지수들의 수

치만으로는 패치의 공간상 분포나 각각의 패치면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해 패치들의 실제 공간적 분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다.

이에 반해 GUIDOS 모델은 패치 간의 공간적 연결성 뿐만 아니

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패치 간의 분포형태를 그래픽 처리하여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실제 국가단위 데이터를 활

용한 산림구조변화 모니터링이나 특정 동식물의 서식지 적합도 및

주요 이동통로를 파악하고 관리·계획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뢰도 있는 경관패턴과 관련해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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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수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두 모델을 대상지에 적용하여 경관패턴을 분석한 결과, 경관지수

를 산출하여 임상별 패치들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신갈나무림의 패치들은

대체로 크기가 크고 형태가 단순하며 매우 응집되어 분포하는 경향을 띄는

반면 낙엽송림은 크기가 작고 형태적으로 복잡한 패치들이 파편화되어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나무림은 패치간 거리가 가장 먼 것으

로 나타나 분산되어 있는 분포 형태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각화모델을 적용하여 산림경관을 경관요소별로 분류한 결과 중

왕산 지역의 핵심면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리왕산 북

동쪽 지역에서는 산림패치의 파편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러나 평창군 내 가리왕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패치

간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산림패치의 파편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패치 간 이동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모델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각 임상별 관점에서 산림패치

들의 위치 및 분포 형태 파악이 가능했다. 중왕산 지역의 신갈나무

림은 지수화모델에서 도출된 결과가 대체로 일치했으나 일부 가리

왕산의 신갈나무림 지역에서는 패치의 파편화로 통로요소가 매우

큰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낙엽송림과 전나무림

에서는 파편화된 패치를 연결하는 통로요소의 비율이 다른 임상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 패치의 파편화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경관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수화 모델인

FRAGSTATS와 시각화 모델인 GUIDOS 두 모델의 보완적인 활용

을 통한 분석은 생태학적 연결성을 고려한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형 및 임상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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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우리나라의 산림경관 특성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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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integrated method

of landscape pattern analysis

using FRAGSTATS and GUIDOS

CHUNG, HYE JEAN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s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landscape pattern

analyzing method of complementary functional improvement using

FRAGSTATS and GUIDO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is

integrated method, two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spatial

structure and landscape pattern of Kariwang mountain and

Joongwang mountain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analyzing landscape pattern using indices, the

estimated indices for Quercus mongolica and Larix kaempferi

were 134.5 and 23.13 for MPS (mean 42.51), 8.83 and 9.83 (mean

7.00) and 80.78/93.43 and 72.25/85.32 for IJI/AI (mean 77.69/83.23).

Thus, the patches of Quercus mongolica forest we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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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big and complex and aggregated with same species patches

in the landscape. And the patches of Larix kaempferi forest were

small and complex but distributed over the landscape. MNN, the

mean of nearest-neighbor distance of Abies holophylla forest was

estimated to be the longest with 2,650m while the mean of

MNN for the other species was 791m among other species in the

study area.

To analyze the landscape pattern with visualization model,

study area was divided into 3 different regions, Joongwang

mountain, Kariwang mountain in Pyungchang and Jungsun

province. The percentage of core area at Joongwang mountain

was 74.5%, the highest while the northeast part of Kariwang

mountain seemed to be fragmented into small patches. However,

connectivity between the patches appeared to be higher in

Kariwang mountain compared to Joongwang mountain area so

that the migration between the patches would be activ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pplying these two models to

analyze landscape pattern, projection of the result gained from

index model into classified landscape pattern maps made it

possible to make integrated analysis about distribution tendency

of patches. Landscape pattern traits shown on the graphic maps,

which did not appear from the numerical analysis helped to draw

more realistic results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his can

be a very advantageous information in terms of maintaining

species diversity or managing wildlife habitats when developing



forest management plan in long term using spatial data.

This study of complementary use of two models, landscape

pattern index model and landscpae pattern graphic model, will

contribute to improve monitoring landscape pattern changes and

developing forest stand management regimes considering

ecological connectivity.

keywords : landscape pattern analysis,

landscape index model, FRAGSTATS,

landscape graphic model, GUI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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