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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종자 전파 능력은 
마을숲의 식물 종수에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과 경관 변수들을 중재한다

 고인수(미국 버몬트 대학교(University of Vermont) 박사후연구원)

식물의 종자 전파 능력은 식물 종 분포를 결정
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종자식물의 번식은 
곤충이나 동물 그리고 바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
는 스스로 꽃가루받이(수분, 受粉)를 도와서 종자
(씨앗)를 땅으로 보낸 다음 자신의 후손이 태어나
는 과정(발아, 發芽)으로 완성된다. 움직일 수 없
는 식물은 자원경쟁을 줄이고 발아확률을 높이
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멀리 씨앗을 보내는 몇 가
지 전략을 구사한다. 씨앗 표면에 갈고리나 끈끈
이를 만들어 동물의 가죽에 붙거나 맛 있은 열매
를 만들어 먹히거나 아니면 날개를 만들어서 바
람을 타는 전파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러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식물들은 개미 등이 
먹기 좋아할 만한 부분을 종자 한 쪽에 만들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종자를 튕기는 방식으로 전파시
킨다. 따라서 식물 종자가 전파할 수 있는 거리는 
종자 특성과 전파 매개체에 따라서 작게는 몇 센
티미터에서 멀리는 수 킬로 미터까지 다양하다. 

땅의 구조도 식물 종 분포에 관여한다. 바다에 
있는 섬들은 종 전파를 제약하는 지리적 특성 때
문에 큰 섬과 가깝게 위치한 작은 섬들은 비슷한 
종 구성을 보이지만 멀리 떨어진 섬들에서는 종
수가 적기도 하고 다른 식물 종 구성을 가지기도 

2015년 7 월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vegetation Science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연구 일부 내용이 
게재됐다. 이 논문은 세계적인 식물 생태학자(Prof. Olivier Honnay)로부터 영향력 있는 연구결과로서 
주목 받았고 저널의 의견을 받는(commentary) 논문으로 같은 저널에서 실리는 영예를 얻었다. 이에 주
저자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연구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읽기 편하도록 참고문헌은 생략한다.

1)

1) 글은 I.-S. Koh, B. Reineking, C.-R. Park, D.-W. Lee, Dispersal potential mediates effects of 
local and landscape factors on plant species richness in maeulsoop forests of Korea , Journal of 

Vegetation Science, 26, 631 – 642, 2015를 일부 요약한 것임.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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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찬가지로 농경지 안에 고립된 여러 숲 조
각들도 바다의 섬처럼 위치 특성에 따라 다른 종 
분포를 할 수 있다. 농촌 경관에 남아 있는 이러한 
숲 조각들은 산지에 서식하는 식물들에게는 새로
운 서식처 또는 피난처를 제공하기에 생물 다양
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농촌 
경관의 농경지 확대 및 도시화는 이 숲 조각들을 
더욱 파편화, 고립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전통마을숲(이하 마을숲)은 농촌 경관
에 흩어져 있는 숲 조각과 같다. 과거에 마을숲은 
대부분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마을사람들에 의해
서 적극적으로 조성되거나 보존되었다. 이 숲들
은 농촌 경관이라는 바탕 위에서 주변 산지를 이
어주거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에게 좋은 서식지가 된다. 따라서 농촌 경
관의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
다. 하지만 서식지 파편화와 고립화 현상은 한국
의 농촌도 예외가 아니다. 마을숲은 특히 그 지리
적 특성 때문에 경관 파편화 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마을숲에서 식물 종자 전파와 
경관 구조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마을숲의 산
림 식물 종 분포에 대한 이해와 보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경관 생태학자들은 어떤 경
관 특성들이 농촌 경관의 숲 조각에 서식하는 식
물 종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많은 선

행 연구들이 숲 조각의 고립 정도 그리고 숲을 
둘러싼 경관의 산림 구성을 중요한 경관 특성으
로 지적했다. 특히 이때 공간 규모는 중요한 변수
다. 숲을 둘러싼 공간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에 따라 그 경관 속의 산림 구성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 숲 조각을 둘러
싼 약 1km 반경의 경관 안에서의 산림 비율이 숲 
조각에 서식하는 식물 종 수와 연관이 있다는 사
실을 밝히고 있고 종자 전파 능력에 따라 종 조서 
비율이 다르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이를 종자 전파 현상을 통해서 검증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질문에 답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1) 어떤 공
간 규모 속의 경관 특성들이 서로 다른 전파 잠재
력을 가진 식물 종 수에 영향을 미치는가?(2) 식
물 종수에 영향을 주는 공간 규모와 특성이 조류
에 의해 숲 조각으로 전파된 종자 수에도 영향을 
주는가? 

2. 연구방법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지역으로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주변의 15 개 마을숲들을 선택했
다. 이곳은 다양한 크기의 숲 조각들이 다양한 위
치에 놓여있기에 우리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
기 좋은 장소였다. 우리는 마을숲 식물 종 조사를 

<그림 1> 마을숲에 설치한 종자받이망(a)과 종자받이망으로 떨어진 조류배설물과 뽕나무 씨앗(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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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기록된 식물을 종자 전파 유형에 따라 단거
리와 장거리 전파 식물로 나누어 기록했다. 또한 
총 159 개의 종자받이망을 설치해서 약 4개월간 
매 격주 간격으로 새가 전파하는 씨앗을 채집하
고 분류했다(그림1). 마을숲의 지역 변수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에 의한 간섭 교란 정
도를 평가했고 위성영상을 이용해서 마을숲 조
각의 크기를 측정했다. 경관 변수는 국립산림
과학원의 산림 수치 지도에서 지리 정보 시스

템을 이용하여 산림 구성 비율을 다양한 공간 
규모(반경: 50 – 3000 m) 에서 측정했다(그림 2). 
통계분석을 통해서 어느 변수가 단거리 및 장거리 
종자 전파 식물 종 수 그리고 새에 의해 전파된 씨
앗 종수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다. 특히 경관 규
모에 따른 산림 구성 비율과 식물 종수와의 관계
는 각 규모마다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3. 연구결과

총 107 산림 식물 종을 마을숲에서 발견했다. 
그 중에서 39종은 단거리 종자 전식물이었고, 68 
종은 장거리 종자 전파 식물 종이었다. 그리고 총 
25 속(genus) 에 해당하는 씨앗을 종자받이망에
서 채집했다. 인위적 간섭 정도가 큰 마을숲일 수
록 단거리 및 장거리 종자 식물 종 수는 모두 감
소한 반면 마을숲 크기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자 속 수는 인위적 간
섭 정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마을숲의 크기
가 클 수록 유의하게 증가했다. 단거리 종자 전파 
식물 종수에 영향을 주는 공간 규모는 150 m내외

<그림 3> 지역 요인과 각 공간 규모에서의 산림 구성 비율이 마을숲의 단거리 종자 전파 식물 종 수와 장거리  
               종자 전파 식물 종 수 그리고 채집한 종자 속 수(Seedrich)에 주는 영향. 각 통계 모형에서 경관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때 * 표시를 함: 통계 유의 수준,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2> 마을숲 위치와 공간 규모에 따른 산림 구성 비율
      (a, b) 주변 산지와 연결된 마을숲과 산림 구성
      (c, d) 주변 산림에서 고립된 마을숲
출처:이도원, 고인수

94



Research Brief 식물 종자 전파 능력은 마을숲의 식물 종수에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과 경관 변수들을 중재한다JES

에서 나타났으며 총 산림 피복 비율이 증가할 수
록 단거리 종자 전파 식물 종수도 늘어났다. 장거
리 종자 전파 식물 종수에 영향을 주는 공간 규모
는 1500 m - 3000 m 에서 나타났으면 활엽수림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단거리 종자 전파 식물 종
수도 늘어났다. 흥미롭게도 장거리 종자 전파 식
물에 유의한 영향을 준 비슷한 크기의 공간 규모
(2500 m)에서 산림 비율이 증가할 수록 채집한 
종자 속 수도 증가했다(그림 3).  

 
4. 연구 의의와 한계

이 연구에서 우리는 주변 공간 규모와 경관 특
성이 마을숲의 식물 종 수에 미치는 영향은 식물
의 종자 전파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
다. 특히 장거리 종자 전파 식물의 경우 2 - 3km
에 해당하는 경관 안에서의 산림 구성 비율에 영향
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우리가 설
치한 종자받이망에서 채집한 종자 분류 자료가 정
말 이렇게 큰 공간 규모가 장거리 종자 전파 식물
의 종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크다. 현재까지 농촌 경관의 숲 조각에
서 서식하는 식물 종수에 영향을 주는 공간 규모를 
전파되는 종자를 채집해서 검증한 연구는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농촌 경관에서 마을숲이 제공하는 
서식지는 단거리 종자 식물에게는 100 – 200 m 
내외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거리 종자 전파 식물에
게는 2 km – 3 km 떨어진 마을숲도 잠재적인 서
식공간이 된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종자 발에 영
향을 주는 마을숲의 인위적인 간섭이 조절된다면 
마을숲의 위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식물 종 조성을 
가지는 숲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한계 점도 있다. 전파된 종자의 어미 
식물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통계
적인 접근으로 특정 공간 규모 속의 산림 조성 비

율이 종 조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했지만 이 공간 
안에서 어느 특정 지역의 산림에서 종자가 날아
와 전파됐는지 아직 모른다. 향후 특정 식물 종에 
대해서 씨앗의 유전자에서 모주를 확인할 수 있
는 유전자 분석 연구가 더해진다면 우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산림에서 마을숲으로의 종자 전파뿐만 아
니라 마을숲에서 산림으로의 종자 전파까지 확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마을숲이 생
물다양성 증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확인될 것
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5. 연구 사사

이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세
상에 나올 수 없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표현하고자 한다. 먼저 진안군 마을숲을 소
개해주신 진안 마령고등학교 교사 이상훈 선생
님, 한국의 야생식물 종자 도감의 저자로서 책을 
무료로 보내주신 생명공학연구원의 이중구 박사
님, 종자받이망 설계와 수치지도 등 제공해주신 
산림과학원 박찬열, 김경민 박사님, 새벽에 나가
서 밤까지 종자받이망 설치와 종자 채집을 도와
준 최광훈, 허진옥, 강민구, 이민규, 조선, 김혜정 
후배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환경대학원의 이도원 
지도 교수님의 연구 제안과 응원 그리고 독일 바
이로이트 대학의 Björn Reineking 교수님의 조
언 등에 감사의 말을 표하고 싶다. 진안군 마을주
민들과 구자인 박사님에게도 감사한다. 마지막으
로 조류독감이 유행하는데도 조류 배설물에서 나
온 종자를 수집하고 비와 더위 그리고 모기와 싸
워가며 자신의 연구처럼 선배의 연구를 도와준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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