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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 배경과 기본 개념 

경관생태학은 조경， 토지 관리 및 계획， 그리고 사회학의 결합과 함께 인문지리와 생태학 분 

야의 총체적 접근 (holistic approach) 의 창발로 1960년대 중부유럽에서 시작된 생태학의 한 

분야다 2) 유럽의 지형은 신대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하 굴곡이 심하고， 더 긴 세월 통안 

인간 교란이 진행되어 조각난 토지가 많아 일찍부터 생물지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3)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토지와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더 크 

게 요구되었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여건에서 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더욱 키워야 할 

이유는 당연했고， 생태학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바램은 경관생 

태학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경관생태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땅을 먼 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수단인 항 

공사진을 널리 사용한 20세기 초였다. 자연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에서 1935년 제안된 ‘생태 

계’ 란 용어에 영향을 받아 생물학과 지리학 배경을 가진 Car1 Troll이 1939년 처음으로 사용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이 글에서 먼저 기존 문헌에 나타난 경관생태학의 발전 배경과 기본 원리， 개념을 개괄척으로 소개하 
고 경관의 구조적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생태적， 사회적 요소， 경관유형， 환경 지속성의 관계를 

기술하는 가설적인 개념 모형틀을 제안한다. 훨자의 학문척언 성향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를 자연생태 

학척 연구결과에 제한하였지만 도시 및 지역， 교통 계획 및 설계， 조경， 환경 관리 분야를 포괄하는 

경관생태학의 발전 전망을 논의한다. 이 글을 준비하는 기간인 1998년 3월 1일부터 1999년 2월 28 
일까지 저자에게 베풀어진 서울대학교의 연구교수 지원에 감사한다. 

2) Wiens et al. 1993. 
3) 0’ Neil 퉁 1986. 



경관생태학의 기본 개념과 환경 관리를 위한 가설적 제안 191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씨 Troll은 1968년 논문에서 경관생태학을 ‘경관의 특정 부분에서 우 

세하게 퍼져 있으며， 특정 경관유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크기의 자연공간분류체계에서 분명하 

게 나타나는 생물군집과 환경조건 사이의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과 결과의 연결망을 연구 

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5) 그 이후 농경지역 토지 이용의 기초 자료로서 토지 분류 작업 수 

행에 많은 시칸을 보낸 학자는 경관생태학을 대상과 변수로서 토지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으 

로 청의하였으며， θ 토지 평가와 식생도 작성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총체적인 실체로서 토지를 고려하는 지리학적 연 

구의 한 분야로 보았다 7) 

지리학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던 유럽의 경관생태학은 1980년대 초에 북미의 생태학계 

에 도입되면서 점점 기능적인 부문에 대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또 다른 체계를 갖추어가 

고 있다 8) 1981년에 개최된 네텔란드 경관생태학회에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을 중심으로 생 

태계 생태학을 연구하던 북미 생태학자들의 참여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아 그 북미의 참여자 

들은 경관생태학이 큰 토지 모자이크를 가로질러 일어나는 공간적인 관계， 에너지， 물질 그리 

고 생물종의 유동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했다 10) 이러한 배움은 좀더 구체화되 

어 경관생태학을 공간적 이질성의 발달과 역동성， 이질적 경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공간척 상 

호작용과 교환， 공간적 이질성이 생물적 비생물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간적 이질성 

의 관리를 고려하는 학문으로 보았다11) 

이처럼 경관생태학은 수 평방 킬로미터 내지 그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경관(landscape) 과 광역 (region)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및 인공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이다 12) 경관생태학은 여러 가지 유형， 모양， 기능을 가지는 조각 또는 생태계들과 이것들 사 

4) Schreìber 1990. 
5) 경관생태학과 같은 뜻으로 공간생태학 spatìal ecology, 광역생태학 regìonal ecology 퉁 다른 용어 
를 제안하는 사랍도 있는 한편 광역생태학은 경관생태학과 공유하는 내용이 많지만 경관보다 더 큰 

단위인 광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구별하기도 한다(Forman 1995, Zonneveld 1995). 
6) Vìnk 1975. 
7) Zonneveld 1979와 1995. 
8) Malanson 1993. 
9) Forman 1992. Forman과 Golley를 포함하는 5명의 생태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Forman은 프랑스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영어로 작성된 경관생태학 교과서를 저술하였으며 (Forman 

& Gordon 1986) , Golley는 198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국제경관생태학회지 Landscape 
Ecology 의 초대 편집장이 되었다. 

1이 Forman 1990. 
11) Rìsser 등 1984. 
12) Rìsser 1990. 여기서 광역으로 옮긴 regìon 은 혼히 지역으로 번역한다. 이 개념의 신축성에 대해서 
김형국(1997) 윤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도시 대 지역’ 이라 하면 지역윤 농촌지역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지역이다. 아주 넓게는 심지어 지구를 일컬어 세계지역 (world regìon) 이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연구에서는 대체로 도시보다 큰， 그래서 도시도 포항하는 일단의 광역을 지역이라 이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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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정상 특별히 육상경관을 강조한다히 

계충구조적인 비교에서 생태계와 경관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이 인식되는데， 이 경우 생태계의 

의미는 내부과정이 생태계의 특성에 의해서 추동되고 동질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예를 들면 낙엽수립 또는 초지) . 반면에 경관과 광역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규모가 상 

대적으로 넓다. 경관생태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경관과 광역은 자연적 인위적 과정이 대조되는 

이질적 생태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훨 

씬 큰 복잡성과 공간적인 이질성을 내포하고 었다‘ 그러므로 경관생태학은 경관 과정이 분석될 

수 있는 시공간적 규모에서 이질적 토지 모자이크를 형성하는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찌 

독일어 Landschaft가 영어 landscape로 옮겨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말 경관이라 번역되 

면서 경관생태학이란 용어는 필요 이상으로 시각적인 의미를 부각시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 

하지 않는 오해를 낳고 있지만 1잉 요컨대 경관생태학은 경관의 구조， 기능 그리고 두 요소의 

상호관계와 함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구조는 하나의 경관 안에 있는 공간적 구 

성요소이며 경관요소의 크기， 형상， 수， 종류， 분포 유형 등과 관련된 에너지， 물질， 생물， 정 

보의 분포에 관한 특성을 말한다. 기능은 공간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생물 및 지화학 

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물질， 종으로 대표되는 생물정보와 함께 무형의 정보 흐 

름을 말한다. 변화는 시간에 따른 경관 구조와 기능의 변화 특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변화란 어떤 장소에서 물질이나 에너지 그리고 정보의 첨가 또는 제거에 의 

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경관 구조는 이들의 흐름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떤 경관요소에서 제거 

또는 첨가를 초래한다. 말하자변 경관 구조와 기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경관은 변화된다. 

다. 학문적으로 ‘지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거나 또는 광범위한 역 

간활동의 흐름(inter-areal activity flows)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contiguous) 공간범위의 

한 무리’ 를 지칭하기도 한다 

13) Forman and Gordon 1986. 
14) Schreider 1990. 경관생태학은 근래에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원격탐사， 지리정보체계， 모 

형， 프랙탈， 침투이론(percolation theory) 동으로 무장하여 경관의 구조적 기능적 관계 규명 에 힘 
올 쓰고 있다 (Forman 1995). 

15) 구미에서도 독일어 Landschaft를 landscape로 옮겨 경치 또는 풍경이라는 의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Zonneveld 1995). 따라서 Zonneveld 는 landscape ecology 대신 굳이 land ecology 이 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말로 토지생태학이라 번역하면 수중생태계 (aquatic ecosystem)를 고려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조경 또는 경관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가 시 

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경가들은 경관을 경치로 생각하고 경치를 만 

들거나 꾸미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 왔지만， 현대 조경가들은 경관을 경치뿐만 아니라 인간과 모든 생 

물이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이나 ‘장소‘로 생각한다(황기원 미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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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구조적 측면 

경관 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는 경관 요소이다. 경관 요소를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바탕(matrix) ， 조각 (patch) , 통로 (corridor) 다 16) 

바탕은 경관 안에서 가장 너른 면척을 차지하고 연컬성이 가장 좋은 요소를 말한다. 자연적 

인위적 교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어왔던 균질한 지역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바탕이라 하며， 교란 

결과물의 뒷면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 의미에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경관 모자이 

크는 조각과 통로가 바탕에 군데군데 박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숲의 일부를 개발하는 경우 

에는 숲이 바탕이 되겠지만 서울의 남산과 같은 숲은 오히려 시가지라는 바탕에 쌓여 있는 조각 

이 된다. 후자의 경우 시가지는 바탕이라기보다 배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조각은 바탕 안에 놓여 있으되 시각적 생태적 특정이 바탕과 구별되는 비선형적， 면적인 경 

관요소를 말한다. 이 조각은 크기， 형상， 경계부의 특성 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 

난다. 경관 속에서 조각은 흔히 식물과 동물 군집 그리고 자연 및 인공 교란에 이루어지는 동 

질적인 단위다. 대체로 조각 요소는 다른 주변지역의 바탕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테면 숲으로 이루어진 경관바탕에 산사태， 폭풍우， 화재， 포유동물의 짓밟기， 과도한 초식， 대 

기오염에 의한 훼손， 벌채， 개발행위로 이루어지는 경관조각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통로는 바탕에 놓여 있는 선형의 경관 요소를 말한다. 형성되는 과정이 조각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지만 나타난 모양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면 된다. 조각에 비해서 주변지역과 접촉하는 

길이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천， 울타리， 산능 

선， 등산로， 도로， 동력선은 쉽게 볼 수 있는 통로의 보기이다. 

자연적 인위적 과정으로 형성된 조각과 통로의 크기， 형상， 그리고 경계부의 특정， 경관 안 

에서 배열 상태는 원래의 바탕으로 회복되는 과정과 시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자이며， 이 과정은 기능적인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경관구조와 관련된 근래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지수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 

다 17) 

이와 같이 지금의 경관생태학은 평면적인 구조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경관생태학에서 혼히 인용되는 고전적인 섬생물지리설은 섬의 크기만을 고려함으로써 수명적 

인 분화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이질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8) 그러나 2차원적 조감은 나타 

16) Smith & Hellmund 1993, Forman 1995. 경관을 조각 통로-바탕 때러다임으로 보는 시각은 20 

년이 채 안되는 역사를 가치고 있치만 천체로서 경관을 이해하는 데 도용이 되고 있다. 
17) Hargis 퉁 1998, Tinker 퉁 1998. 

18) MacArthur & Wilso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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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형과 과정을 제한한다. 수평적인 흐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흐름과 이동이 빠 

르게 증가하는 경관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은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19)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지형의 높낮이가 심한 지형에서는 3차원적 조망이 제외되면 경관 과정에 대한 해석은 전 

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수직적인 요소는 총괄적으로 표면의 거철기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 지표변의 거칠기는 

경사지， 골， 산봉우리， 고도， 식생이 이루는 표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21) 일반 

적으로 큰 규모의 거칠기는 단위 시간에 작용하는 에너지 양이 크고 간헐적 또는 장기적인 주 

기로 생성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작은 규모의 거철기는 단위 시간에 적은 에너지가 지속적으 

로 작용함으로써 생긴다. 예를 들면 지반 융기， 화산폭발， 지진， 태풍， 산사태， 큰 불과 같은 

지질과 기후 변화는 커다란 규모에서 보는 거칠기를 만드는 반면에 인간을 제외한 생물 활동은 

작은 규모의 거철기를 만든다. 

큰 규모의 거철기는 지형도의 단위 면적당 퉁고선의 전체 길이에 비례한다 2잉 그러나 이 정 

의를 작은 규모에 적용하자면 대부분의 경운 실질적인 높낮이가 복잡하기 때문에 등고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밀한 측량의 수고가 따를 뿐만 아니라 도면 작업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식생에 의해서 부가되는 거칠기 

는 제외하고 있어 물， 영양소의 이동과 동식물의 전파에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23)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 실질적인 표면척의 값을 수직으로 투사된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거철기 지수라 정의한다. 몇 가지 단순화시킨 지형과 상충식생 및 하충식생에 의해 공헌되는 

a L::::::::...亡그입6M빼빼빼빼 
1.2 1.7 1.9 2.4 4.3 8.6 

b lli 뽑뽑 짧꿇빼 
1.0 5.6 11.5 16.0 

〈그림 1) 지형과 식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관 요소의 거철기 지수 24) 

19) Swanson et a l., 1988. 
20) 여기서 거철기는 영어의 ruggedness와 roughness를 함께 표현한다(Lee 둥 1998) . 
21) Forman 1995. 
22) Beasom 풍 1983. 
23) Lee 퉁 1998. 
24) Lee 둥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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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철기 지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아래 그립 1에서 비교해보았다. 경관에서 꼭 들어맞는 지형과 

식생구조와 일치하지 않아 비현실적인 면이 있지만 거칠기 지수의 특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지수를 활용 가능성은 이 글의 뒷부분에서 논의한다. 

m. 기능적인 측면과 환경의 질 

생태계의 기능 연구가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인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내부 구성요소들의 구 

조적인 측면과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뿐만 아니라 대사회전과 과정을 포함하는 기능적인 측 

면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에 경관생태학은 경관 요소와 요소의 경계를 가로질러 일어나는 에너 

지， 물질， 생물， 정보의 이동 원리와 함께， 이러한 이동과 지역을 이루는 각기 다른 특징의 토 

지 크기， 모양， 배열，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에서 에너지， 물질， 생물， 정보가 흘러가는 경로는 다양하다. 흐름경로는 자원을 이용하 

는 생물의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이기도 하다. 이동되는 대상은 휘산 

되는 기체 형태， 물에 녹아 있는 상태(용존상) , 흙 알갱이와 같은 작은 조각(입자상) , 죽은 식 

물조직(씨앗， 낙엽， 죽은 가지) , 살아 있는 동물， 인위적인 가공물 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과학에 뿌리를 둔 경관생태학은 아직까지 마지막 경우를 그다지 다루지 않거나 부대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경향이 짙다. 

에너지， 물질， 생물， 정보의 이통과정은 확산(diffusion) 과 집단유통(mass flow) , 생물의 

적극적 。1 동(locomotion) , 동물과 사람의 운반과 교신 수단에 의해 일어난다. 확산이란 농도 

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테면 정체되어 있는 호수에 누출된 오 

염물질은 농도가 높은 오염지역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산에 의해서 천천히 퍼져간다. 

1800년대 미국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나 근래에 발생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초기발생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가는 현상에는 확산작용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25) 집단이동은 물질 

이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실려 이통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문학이나 대기과학에서는 이류 

(advection) 라고도 한다.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와 대기오염물질이 강불과 바랍에 실려가는 것 

은 집단유동의 보기이다. 공기나 물에서 일어나는 기체상， 용존상， 또는 입자상 물질의 이통은 

대부분 확산과 집단유통에 의한다. 생물의 적극적 이동은 동물이 날개나 다리와 같은 자신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옮겨가는 현상을 일걷는다.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철새 떼나 툰드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초식동물의 이동은 대표적인 보기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교통과 통신 수 

단이 환경에서 물질과 정보 이동에 점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주제는 오 

래 전부터 도시 및 지역， 교통 계획 및 셜계에서 특별히 중시해 온 반면에 자연생태학에서 출 

25) 김형국 1997, 10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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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지금까지의 경관생태학에서는 뚜렷하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경관생태학 원리와 연결될 것 

으로예상된다. 

물질을 옮겨 놓는 힘은 태양에너지， 중력， 원자력 동에서 비롯된다. 옮겨 놓는 매체는 물， 

바랍， 동물， 사람이지만 물， 바람， 동물， 사랍이 가진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너지에서 비롯 

되었다. 경관생태학의 기능적인 영역은 이러한 에너지에서 비롯된 힘이 경관의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요소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정성적 정량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자연적인 흐름과 인공적인 작용이 가미된 흐름을 보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원리 발굴은 

앞으로 경관생태학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짐작된다. 

경관에서 경관요소의 배치는 경관 안에서 에너지， 물질， 생물， 무형의 정보 흐름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그러한 흐름은 경관 요소의 형태와 배치에 되먹임 과정을 가진다. 경관 요소 사 

이에 일어나는 이통 과정에서 물， 부유물질， 용존성 오염물질과 같이 어떤 물질은 강으로 집중 

되며 침식， 씨앗이나 대기오염 물질과 같이 어떤 물질은 흩어지는 경향이 있다. 어떤 생물은 

장소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동안에 경관의 모양과 배치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 

고 어떤 생물은 무디다. 어떤 생물은 멀리 이동해 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생물은 좁은 장소에 

서 제한된 이동을 하며 일생을 마친다. 어떤 것은 빠르게 이동하며， 어떤 것은 천천히 이동한 

다. 경관 요소의 경계부는 이동속도가 현저하게 변하는 여과대 기능을 하기도 한다. 

광역 차원에서 도시중심지는 사람， 자동차， 정보， 그리고 상품의 생성처 (source) 로서 기능 

을 하는 반면에 주변의 시골은 수용처 (sink) 역할을 한다. 역으로 시골은 광엽이나 농업으로 

생산한 원료와 산소와 같은 물질의 생성처로서 수용처인 도시지역과 기능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26) 생성처와 수용처를 연결하는 대상의 이동은 많은 경우 잘 형성된 통로를 따라 일어나 

지만 공기나 물에서는 이류 또는 확산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관 구조는 우리 환경의 질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경관 

구조가 기능인 에너지， 물질과 정보의 생성， 소멸 그리고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받기 때 

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구조 기농 환경의 질 

크기 생성-소멸 자원공급 

형태 -----ò> 물질 확산과집단유통 수자원오염 

배열 동식물이동 대기 오염 

교통에 의한운반 폐기물축적 

정보이동 정보이용 

〈그림 2) 경관 구조， 기능 그리고 환경질의 관계 

26) Odum 1981, 이도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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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관리를 위한 가설적 제안과 적용 방향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에 비해서 큰 규모의 현상은 지속척이고 안정적이다. 짧은 기간에 일어 

나는 대부분의 작은 변화는 작은 면적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장기적인 변화는 큰 면적에 영향 

을 미친다. 지엽적인 생태계는 수일 또는 수년의 규모 안에서 쉽게 변한다. 예외적으로 몇 시 

간 또는 몇 일 안에 일어나는 척추동물의 이동이나 수천 년이 걸쳐서 일어나는 식생 변화도 있 

으나 대부분의 경관과 광역 수준의 토지 모자이크는 수 십년 내지 수 세기에 걸쳐 조금씩 변형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구 규모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에 지속가능한 인간과 토지의 관계가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계획과 의사 결정에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27) 사람들은 우선 발 앞에 떨어진 

단기적이며 자기와 직접 관련된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 환 

경 문제를 진단할 수는 있어도 어느 누구도 지구 차원에서 환경을 관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환경 문제는 개인과 가정 차원에 맡겨놓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제 혼히 전지구적으로 생 

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말의 ‘지역’을 ‘경관’과 ‘광역’ 수준에 맞추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관과 광역 단위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장할 때 계획의 기저가 되어야 한다. 정책， 

계획， 설계， 관리， 보전에서 생태학 원리를 적용할 때 자연과정과 인간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 

고 통합할 수 있는 적절한 단위는 경관과 광역이라고 본다 2잉 

경관 수준의 과정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동시에 경관구조는 그 과정들과 유통에 주요한 조절기능을 발휘한다. 생성처와 수용처 결 

성， 경관요소의 연결성， 바람， 물， 동물， 사람에 의해서 야기되는 흐름의 여러 가지 강도는 기 

능과 구조를 연결시키는 핵심이다. 경관 단위 사이의 물과 영양소 운반， 식물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의 이통과 같은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목재의 생산， 생불과 토양 그리고 하천의 보호， 주택과 도로 건설은 경관요소들의 배치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놓은 경관요소들 사이의 흐름으로 각 요소들에 대 

한 발전 방향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때 전체 환경의 지속가능성도 보장을 받는다. 각 요소들 

이 원만한 상호 작용 또는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성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실 

천방안은 그렇지 않다. 경관생태학은 궁극적으로 원리와 함께 실천· 방안을 동시에 꿀어내고자 

하는학문이다. 

경관생태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물질， 생물， 정보를 생성하고 공급하는 생태계 

27) 이 도원 퉁 1995. 
28) For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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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하는 생태계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육상생태계가 인위적인 토지 이용 변 

화로 영양물을 과도하게 내어놓는 경우 그것을 받아 줄 다른 육상생태계로 유통시키면 물로 들 

어가는 양이 적어질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보기일 뿐이다. 물질뿐만 아니라 에 

너지， 생물， 정보의 자연적 인공적 생성처와 수용처를 밝히고 주고받는 관계를 원만히 이루도 

록 토지이용계획과 조경설계에서 반영하는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29) 

경관에서 토지이용 양상， 대기로부터 입력되는 물질의 양 그리고 유역으로부터 출력되는 물 

질의 양은 서로 관련이 있다. 경관을 가로질러서 영양원소들의 물이나 바람의 흐름에 의해서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생태계 유형과 경관 단위들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체 자신의 선 

태적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물리적 화학적 성향의 변화 또한 생긴다 30) 이를테면 경작지에서 

발생한 질소와 인， 부유물질이 지하 또는 지표 유출수를 따라 강으로 흘러가는 동안 많이 제거 

된다(표 1). 만약 강변지역의 삼림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질소와 인은 강으로 흘러들어 부영양 

화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대상은 종류에 따라 선택적인 이동 경로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경관 

요소의 배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질소의 경우에는 경작지와 강변생태계 사이의 지 

하수를 통해서 이동하는 양이 우세한 반면에 인은 경작지에서도 강변삼립에서도 지표유출수로 

주로 이통한다 31) 더구나 유출수의 질산염 농도는 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숲을 통과한 다음에 

는 크게 감소하는데 그 양은 삼림의 성장에 의한 홉수량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 

고 한다. 또한 질소화합물의 경우에는 탈질작용과 같이 미생물 활통으로 기체 형태로 바뀌어 

대기로 유실되는 양이 많지만 인의 경우에는 기체형태가 없다. 

이런 연구는 경관생태학에 여러 가지 중요한 착상을 확인시켰다. 예를 들면 첫째， 강변삼림 

과 경작지와 같은 경관단위는 그 경관의 유출수의 방류 특정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맡 

고 있다. 둘째， 여러 가지 경관단위는 영양물질들을 포집하고 전환시키는 데는 선택적인 효과 

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유역에서 하천을 통해 유출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수문학적 접근만 

으로는 경관의 전환 특정을 보여 주지 못한다. 셋째， 질소와 인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경관 

을 거쳐서 이동할 때 수문학적으로 다른 경로에 의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이들 경로는 경관 안 

에서 영양소들의 운명과 그에 따른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러한 원리들을 고려한 경관단위의 신중한 관리와 배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경관구조를 자아 

내게 할 수 있다. 예를 틀면 육상생태계의 영양소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식물이용과 용탈 및 

유출수에 의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거철기가 큰 경관은 외부의 자극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 

29) Forman 1995, Dramstad 퉁 1996. 
3이 Lowrance 둥 1985, Armentano & Menges 1986. 
31) Vought 퉁 1994, Lee 1998. Lyons 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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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생 여과대의 너비와 질소， 인 그리고 부유물질의 제거 효율 

총질소 무기인 부유물질 참고문헌 

너비 (m) 유입수농도 제거율 유입수농도 제거율 유입수농도 제거율 

(mg N/l) (%) (mg P/l) (%) (g/l) (%) 

지하유출수 

30 5.2 100 1 
25 68 2 
19 7.4 93 3 
50 6.8 99 3 
10 14.0a 86 9 
5 100 10 

17 84 10 

지표유출수 

30 175.2 98 4 
30 69.3 98 4 
30 47.0 98 4 
50 4.5 78 3 

5 8 40-50 2 65-85 5 
10 8 75 2 95 5 

5 12.3a 10-15 6.4 40-45 6 
10 12.3a 25-45 6.4 65-70 6 
15 12.3a 40-45 6.4 85-90 6 

10 7a 50 0.3 70-80 7 
4.6 16.2b 53 17.1 56 8 
9. 1 16.2b 78 17.1 80 8 
4.6 41b 11 
9.2 53b 11 

26 89b 12 
26 92 12 
8 66 13 

16 95 13 

1: Pinay & Decemps 1988; 2: Lowrance 동 1984; 3: Peterjohn & Correll 1984; 4: Doyle 풍 
1997; 5: 8yversen 1992; 6: Vought 퉁 1991; 7: Knauer & Mander 1989; 8: Lee 퉁 1989; 9: 
Lowrance 1992; 10: Haycock & Pinay 1993; 11: Matette 퉁 1987; 12: 8chwer & Clausen 
1989; 13: Bought 등 1994. 참고문헌 1-7은 Petersen 퉁(1992) ， 、Tought 동 (1994) 에서 채인용했다. 

윗첨자 a와 b는 각각 질산태 질소와 총언을 가르킨다. 

측된다. 오목지역이 있는 경관에서 표면의 거칠기가 큰 요소는 이입하는 에너지와 물질을 보유 

하는 경향이 커칭예 따라 수용처로서 작용할 것이며 표면의 거칠기가 낮은 요소는 외부의 자극 

으로 물질을 잃는 생성처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할 수 었다 32) 이를테면 삼림 



200 環境論홉홉 第三十六卷 (1998) 

생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엽면적 지수(LAI: leaf area index)는 거칠기 지수의 한 부분으 

로 그 값이 큰 경우 더 많은 빛에너지를 일차생산성으로 전환한다 33) 또한 하충식물이 있는 

곳에서는 경관조각의 큰 거철기 때문에 많은 양의 낙엽이 보유되는 사실이 현장 조사와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3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가셜은 부분적으로 검정되었지만 

앞으로 규모와 특정이 다른 경관요소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큰 규모에서 거칠기는 큰 입자 

를， 반면에 작은 규모의 거치기는 작은 입자를 보유하는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 

상을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가능성도 었다. 

물， 바람， 동물의 흐름은 이러한 거철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동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거철기의 정도는 서로 다른 규모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큰 산줄기와 골짜기 

가 이루는 거칠기와 경사지에 나타나는 바위， 나무들의 높이가 이루는 거칠기는 서록 다른 규 

모에서 나타나는 거칠기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위를 나는 새나 땅을 기는 길짐승들의 행동 

에는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거철기가 다른 지역의 상대적인 위치도 경관 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거칠기가 낮은 지역이 낮은 곳에 위치할 때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면 물질의 이동은 더 크게 된다. 보기로 숲에 덮인 산보다 민둥성이 산에서 더 많은 토 

사가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낮은 곳에 거칠기가 높은 경관 조각을 배치함으로써 

물질이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거칠기가 작은 포장 지역과 거칠기가 큰 녹지의 상대적인 위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가로수와 도시 녹지는 거칠기가 낮은 시멘트 건물이나 아스팔트보다 높게 

위치한다(그립 3a).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건물이나 도로 위에는 대기 오염물질인 먼지， 매 

연 등으로 발생한 질소， 황 산화물질 뿐만 아니라 휘발성 독성물질 등이 습성， 건성 강하를 통 

해서 쌓여 있다. 관례적인 수직 배치는 거칠기가 낮은 아스팔트나 시멘트의 물질들이 바람이나 

빗물에 씻겨 아무런 장애없이 더 낮은 하천으로 쉽게 흘러 들 수 있게 한다. 대안으로 녹지를 

낮추면 녹지의 거철기가 아스팔트에서 씻겨옹 물질의 수용처 기능을 발휘할 할 것이다(그림 

3b). 

급경사지역 기숨에 시뱃물이 흐르고 시내 가를 따라 숲이 우거져 있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경사지로부터 많은 침식된 용탈된 영양소 그리고 숲이 생산한 씨앗， 낙엽， 죽은 나뭇가지가 시 

내로 흘러들 것이다. 하천의 물벌레， 물고기는 이러한 물질들의 계절적인 변화에 뚜렷한 반응 

을 보일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나라의 경우엔 여름철 홍수시기에 유량이 많아지고 침식과 용 

탈이 많이 일어난다. 낙엽의 경우 가을에 하천으로 흘러들고 눈이 많은 경관에서는 겨울 동안 

32) 이도원 1997. 
33) Waring & Running 1998. 
34) Lee 퉁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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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혼히 보는 도로 구조(a) 와 제안된 구조 (b) 의 단면 비교. 

이동이 매우 적어진다. 이른 봄 해빙기가 지난 다음 건조해지면 다시 지난 해 가을에 떨어졌던 

낙엽이 이동하여 하천을 흘러든다. 이런 계절적인 특성은 하천의 생물활동 및 이동에 독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35) 이런 과정의 정량적인 이해는 단순한 경관 요소들의 수명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지형과 식생의 분화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조망할 때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숲은 천이와 함께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각 높이의 요소들이 발휘하는 독특한 기 

능으로 새로운 흐름을 조장한다. 이를테면 땅 위에 총춤하게 자라는 작은 나무와 풀은 비가 올 

때 흐르는 물길을 더디게 한다. 물길을 더디게 하는 만큼 더 많은 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지하수를 보충시킨다. 흐르는 물의 힘과 양이 줄어드니 유실되는 토양량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한다. 이것은 숲의 토양과 주변 수자원을 동시에 보호한다. 

잡목과 잡풀은 지면에 자라는 통물들이 깃들이는 서식처를 제공한다. 줄기가 많은 작은 나무 

들과 풀은 지표수와 바람에 떠도는 토양입자와 낙엽을 붙잡는 데 효율적이다 36) 영양소가 풍 

35) Lee 1998. 
36) Ludwig 동 1997, Lee 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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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토양은 식물 생산성을 촉진하고， 그렇게 자란 식물과 낙엽과 함께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벌레는 또한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 생울타리 아래 우거진 작은 키의 관목 

과 풀은 동물들이 척，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37) 그런 동물 

들이 쏟아 놓는 배셜물은 풀과 나무가 자라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먹다 남긴 물질과 함께 썩어 

서 토양 유기물을 보탠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묘한 순환과 협동 과정이다. 

V. 장래의 전망 

전통적으로 토지관리를 위한 공간정보는 지도 위에 기록되어 왔다 38) 탐험가는 강， 산 둥 

자연 요소를 중심드로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서 본 주요 특정물과 연관시켰다. 도시가 발달하면 

서 도로， 철로， 주거지의 위치가 지도 위에 첨가되었다. 자연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식생， 토 

양， 배수로를 조사하고 측량하면서 정보는 더욱 보태어졌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장에서 조사함 

으로써 얻어진 자료들이다. 관찰자가 경관 안에 갇혀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긴 시간이 

걸렸으며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 경관분석은 그러한 지도 위에 다른 정보들의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39) 환경관리를 

위한 식물과 토양 속의 물， 탄소， 영양소 보유량과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는 과정 및 속도의 중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식물 씨앗의 전파 속도와 방향， 동물 개체군의 역동성， 산불이 

나 다른 요소들의 파급과 같은 식물과 동물의 공간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들도 중요한 환경 

계획 및 관리 요소로 추가되었으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었다. 

경관생태학의 주요 단위인 경관은 지질， 토양， 동물， 식생들이 자아내는 자연적 요소뿐만 아 

니라 경작지， 거주지， 공장부지와 같은 인간활동이 그리는 토지요소를 포함한다. 공간적으로 

경관은 수 평방 킬로미터의 크기이며， 이질적인 지형， 식생형태， 토지이용의 모자이크로서 이 

루어진다. 그러한 모자이크는 크게 (1) 긴 역사에 걸쳐 일어나는 지질적인 과정， (2) 지구 표 

면의 생물군집 형성으로 대표되는 생물적 과정， (3)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나 태풍과 같은 자연 

적인 교란， 그리고 (예 화전， 벌채， 농경 활동， 도시 건설과 같은 인적 교란의 종합적인 영향 

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정보시대를 내다보는 최근의 경관생태학은 경관형성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는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좌우하는 인문적인 부분까지 연결시켜 경관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기술하고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생태적 문화적 경관 다양성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한다.때) 이러한 관점들이 지니고 있는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그렴 4와 같다. 

37) Forman 1995, 197쪽. 
38) Waring & Running 1998. 
39) Waring and Runni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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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연과정과 함께 인문 사회적인 요인은 경관유형을 결정하고， 나아가 환경의 질과 자원 공급에 
영향을 준디 41) 

이처럼 환경 질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은 단순한 경관 요소의 배치뿐만 아니라 배치에 따라올 

생지화적 과정의 변화까지 조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또한 경관 과정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환경 계획과 설계는 진정 중요한 요소를 빠뜨 

려놓고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역할 분담이기는 하지만 원리는 생태학자 

들이， 구체적인 배치와 광역 차원의 설계는 조경가들이， 배치와 관련된 언문 사회， 자연과학적 

요소를 총괄하는 과정은 계획가들이 나누어 연구를 하더라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 

가없이는불가능하다. 

ν 이미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업자， 생태학자， 도시 및 지역 계획 및 셜계 

가， 그리고 환경관리 전문가는 경관생태학 원리와 인연을 맺고 있다. 산렴업에 총사하는 사람 

들은 야생동물 생태학자들과 함께 숲의 계획과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 

는 기존의 생태학 원리를 응용하며 한편으로 새로운 경관생태학 원리 발굴에 공헌하고 있 

다 4잉 지역 계획가와 조경가는 공원， 신도시개발， 녹색띠 (green way) , 하천통로 신설에 경 

관생태적 원리를 응용하고 또 생태학자들의 원리개발을 조르고 있다. 지리학자들은 물리적， 생 

물적， 언문적 지리학의 통합에 경관생태학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공원관리인과 생태계 복원 

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도 경관생태학 원리를 갈구한다. 토양， 생물， 생태계 보존을 주장하 

는 전문가와 정부기관， 시민단체도 생태학적 원리에 의한 환경관리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경관생태학은 앞으로 점점 국토， 도시， 수자원， 산업， 교통 계획 및 관리에 공헌할 것 

임에 툴림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분야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경관의 구조와 기농에 영향을 주 

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40) Poore & Poore 1987. 보호경관국제심포지엄에서. Lucas 1992 인용. Urban 동 1987. Naveh 
1998. 

41) Lee 풍 1998. 
42) Harri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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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관생태학은 경관 요소들과 이러한 흐름의 구조적 기능적인 관 

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관생태학의 원리는 생태기술의 발전에도 공헌할 것임에 틀림없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온전성 (ecological integrity) 에 기반하고 있으며， 생태적 온전 

성은 경판의 구조 및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4외 바랍과 물에 의한 침식， 수자원 오 

염， 도시지역의 확장， 생물종의 절멸 풍의 환경문제가 바로 경관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 좌우되 

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변 경관생태학은 경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들이 이루는 환경질과 관 

계를 개념적인 틀과 현장조사， 항공사진， 원격탐사， 지리정보체계， 모형이라는 연구방법을 통 

해서 정성적/정량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론과 개념은 구조와 기능의 특성을 종합하는 길 

이며， 현장조사， 항공사진， 원격탐사는 경관 구조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현장 조사， 

이론， 개념， 모형은 전체를 종합하고 일반화하는 데 현재로서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제 환경문 

제를 포팔적으로 다루고자하는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수많은 정보를 종합하여 정량적 

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의 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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