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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국토의 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산림 경관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18년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이용해 토지피복도를 제작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고, 환경부가 제공하는 2007년
토지피복도를 이와 비교하였다. 두 시기의 토지피복도에 대하여 GIS 기반 공간분석과 FRAGSTATS 기반 경관분석을 수행하였고
2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산림의 약 147.05km 가 현재 다른 토지이용으로 전환되어 산림 면적이
감소하였다. 그중 농업지로의 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경관구조 측면에서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산림의 파편화
가 진행되었다. 다만 파편화 정도는 내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산림 면적과 경관지수의 변화가
미미하였지만, 그 주변 지역은 파편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셋째, 권역을 구성하는 읍·면 단위의 경관지수 변화 값을 표준화한
결과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과 아영면, 장수군 장계면에서 높은 수준의 산림의 파편화가 진행되었다. 이들 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
역이 불연속적으로 혹은 협소하게 지정된 곳으로, 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의 온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를 현재보다 넓게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생태축, 토지피복도, 경관분석, 경관지수, 산림 파편화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forest landscape in Mt. Jiri Portion of
Baekdudaegan as an ecological axis of the country over the past 100 years. A land cover map was created using
the 1:50,000 topographic map produced in 1918 and compared with the 2007 land cover map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patial analysis using GIS and landscape analysis using FRAGSTATS were performed
for the land cover maps in the two perio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bout 147.05 km2 of forest in
the Mt. Jiri Portion was converted to other land uses, reducing its area. Among them, the change to agricultural
area occupied the largest proportion. Second, in terms of landscape structure, forest fragmentation in the Mt.
Jiri Portion of Baekdudaegan has progressed considerably. However, the degree of fragmentation showed internal
differences. In the Baekdudaegan Protected Area, changes in forest area and landscape indices were insignificant,
while the surrounding areas did not. Third, according to the standardization of the change values of the landscape
indices at the Eup/Myeon units constituting the portion, high-level forest fragmentation proceeded in Unbong-eup
and Ayeong-myeon, Namwon-si, and Jangye-myeon, Jangsu-gun. These areas are where the Baekduda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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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 is discontinuously or narrowly designated. In order to restore the integrity of Baekdudaegan as
an ecological ax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axis and manage the protected area by designating
the spatial extent wider than the present.
Key Words : Mt. Jiri Portion of Baekdudaegan, Land cover maps, Landscape analysis, Landscape indices, Forest
fragmentation

도를 바탕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포괄하는 백두대간

I. 서론

지리산권역 일대에 대하여 1918년 토지피복도를 제작하
고, GIS 기반 공간분석과 FRAGSTATS 기반 경관분석을 수

1. 연구배경 및 목적

행하여 1918년과 2007년 사이 약 100여 년의 장기적인 시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로 백두산

간 차원에서 산림 경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고자 한다.

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맥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국토 공간구조의 축으로서 생태계 핵

2. 선행연구 검토

심축이자 생활 및 문화권역 형성의 기반이며, 산림자원,
농업과 관업, 그리고 휴양관광자원의 보고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제작 지도를 활용한 연구와 경관

이처럼 백두대간은 자연생태적, 인문지리적, 문화적, 산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

업적 가치를 지닌 한반도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중요한 의

다(표 1).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미가 있다.

대부분 지도의 지명이나 제작방법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본

그러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1910년대 제작 1:50,000 지형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국토 공간의 급속한 변화로 축소되

와 현대의 토지피복도를 중첩하여 도시 지역의 토지이용

고 파편화되었다(녹색연합, 1998; 이준우 등, 2004; 이동근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황만익, 2002; 배선학,

등, 2007). 이에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2007; 박종철·김만규, 2010)와 1910년 제작 1:500,000 조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

선임야분포도에 대하여 수치화 및 분석(배재수·김은숙,

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2019; 배재수 등, 2020), 현대 임상도와 중첩하여 산림지역

법률을 제정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변화를 분석한 사례가 있지만, 이외에 관련 연구가 미비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백두대간 보호에

실정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를 GIS 환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고시된 지역을

서 수치화하여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컬으며, 산림청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백두대간을

국내의 경관분석 관련 연구는 주로 경관분석 툴인
FRAGSTATS를 통해 각 연구에 적합한 경관지수를 선정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변화 관련 연구는 대부분

여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경관구조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1970년 이후 산업화 시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또한 생태축

파악하고 경관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산업화 시

다. 본 연구와 관련된 경관구조 변화 및 산림 파편화에 관

기 백두대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화 이

한 국내의 연구로는 강 또는 댐 유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

전 온전한 상태의 산림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은 백두대간

하여 FRAGSTATS를 이용해 유역별 산림 파편화 정도를 분

산림 경관 변화를 고찰하는 데 필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석한 사례(정성관 등, 2005; 허성구 등, 2007)와, 하천 유역

따라서 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을 대상으로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경관구조를 분석한 사

욱 장기적인 시간 범위에서 생태축의 산림 경관 변화에 대

례(최진영 등, 2010)가 있으며, 급격한 도시 개발과 토지이

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용 변화가 진행된 시군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인위

요하다.

적 개발로 인한 도시녹지 혹은 농촌 경관 지역의 구조적 변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

화 양상을 지역 간 비교한 사례(오윤경 등, 2007; 권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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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연구자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연구자료/선정 경관지수

연구내용

황만익(2002)

수도권

1914년, 1999년

1914년 제작 지형도,
1999년 Landsat TM 인공위성자료

배선학(2007)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1915년, 2002년

1915년 제작 지형도,
2002년 제작 토지이용도

토지이용 변화탐지

박종철·
김만규(2010)

당진군, 예산군

1915년, 1972년,
2002년

1915년 제작 지형도,
1917년 및 2006년 위성영상,
2002년 제작 토지이용도

토지이용 변화탐지

배재수·
김은숙(2019)

한반도 도 단위

1910년

1910년 제작 조선임야분포도

산림정보 파악

1918년
2010년
2016년
2018년

제작 조선임야분포도,
제작 임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토지이용 변화탐지

노거수 기초정보 구축 및
분포 변화 분석

송국만 등
(2019)

제주도

1918년, 2010년

배재수 등
(2020)

한반도 도 단위

조선후기

1910년 제작 조선임야분포도

산림자원 변화 및
원인 분석

정성관 등
(2005)

낙동강 유역

1980년대
(1987~1989),
1990년대
(1997~1999)

LPI, PD, ED, MSI, CPLAND, IJI

유역별 산림
경관 분석

오윤경 등
(2007)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여주군,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TA, LPI, SHAPE_AM, CAI_MN, PD, LSI

농촌경관지역의
경관구조 변화 분석

허성구 등
(2007)

도암댐 유역

1985년, 2000년

LPI, NUMP, LSI, PLAND, CPLAND, TCA

유역별 산림
경관 분석

최진영 등
(2010)

갑천 유역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LPI, NP, PD, TE, ED, LSI, CPLAND

2000년, 2007년

CA, PLAND, NP, AREA_MN, AREA_CV,
PD, LSI, LPI, TE, ED, FRAC_AM,
CONTIG_AM, SHAPE_MN,M SHAPE_AM,
TCA, CPLAND, NDCA, CORE_MN,
DCORE_MN, CAI_AM, CAI_MN,
ENN_AM, PLADJ, AI, IJI, COHESION

권선순 등
(2012)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등, 2012)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관분석 관련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경관구조 분석

도시녹지 경관
변화 분석

II. 연구지역 및 방법

국내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10~30년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 범위에서

1. 연구내용

경관구조 변화와 산림의 파편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 장기적인 시간적 차원에서 백두대간

분석을 위해 이용한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는 조선총

생태축의 경관 변화 분석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독부에서 1910년대에 제작한 1:50:000 조선오만분지일지

를 수행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를 활용하

형도로, 1914년에서 1918년까지 5년에 걸쳐 한반도 전역

였다.

을 총 722매 지형도로 제작 및 발간되었다(배선학, 2007).
지도의 도엽별로 제작 연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명칭을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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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구지역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
북도 일대의 35개 읍·면이 포함된다(그림 1).

2. 연구방법
1918년 토지피복도 작성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래스터 형식의 일제강점기(1918년) 제작 1:50,000 지형도
중 분석범위를 포괄하는 13개 도엽을 이용하였다.1) 현재
시점의 토지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공간정보서비
스 제공 2007년 제작 1:25,000 중분류 토지피복도 38개 도
엽을 이용하였다.
두 시점 사이의 토지피복도를 중첩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 제작 지형도 이미지에 공간 참조정보를 부여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의 경우 베셀타원체(Bessel
1841) 기반의 국지적 데이텀인 동경측지계를 토대로 하고,
현재 제작되는 지형도의 경우 GRS1980 기반의 전역적 데
이텀인 ITRF2000을 토대로 하고 있다(김감영, 2018). 본
그림 1.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연구에서는 측지계 차이에 의한 위치 불일치 문제를 해결

구의 분석범위인 지리산권역의 지형도 도엽은 1918년에

다. 자료 입력의 대상인 백두대간 구역은 비도시지역으로

제작되었다.

인공지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

하기 위해 지상제어점(GCP)를 이용하여 좌표를 보정하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와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1:25,000 수치지형도 상에 공통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지

으로 존재하는 삼각점을 지상제어점으로 등록하였으며,

역을 포괄하는 일제강점기 제작 1:50,000 지형도에 대하여

국지적 정확도를 최적화하는 SPLINE 방식을 적용하였다

좌표보정과 디지타이징 과정을 통해 1918년 토지피복도를

(Martin and Jones, 2015).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제작한 1918년 토지피복도와 환경

토지이용 경계는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상의 하천, 도

부 제공 2007년 1:25,000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GIS 환경에

로망, 지류계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서 중첩해 변화 탐지 분석을 수행하여 백두대간 지리산권

정확도를 유지하며 스크린 디지타이징 방식으로 입력하였

역의 토지이용 및 산림생태계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파악

다. 이때 수계의경우 실폭 하천만 디지타이징을 실시하였다.

하였다. 마지막으로, 1918년과 2007년 토지피복도에 대하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의 범례에서 추출 가능한 토지

여 FRAGSTATS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관분석을 수행하여

피복 정보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경관구조 변화를 파악하였다.

복도와 비교할 때 대분류에서는 유사하지만, 중분류에서

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의 온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표 2). 따라서 대분류 토지피복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데이터 입력의 시간과 비용

해당하는 토지이용 경계를 추출한 후 대분류 속성을 입력

제약으로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

하였다. 2007년 제작 토지피복도의 경우 대분류로 합하여

다.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포괄하는

사용하였다. 수치화된 1918년 대분류 토지피복도와 2007

일대의 읍·면을 추출한 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25,000

년 대분류 토지피복도에서 연구의 분석범위인 백두대간

수치지형도의 하천 및 도로망을 경계로 하여 지리산권역

지리산권역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그림 2).

을 설정하였다. 이는 하천 및 도로망을 경계로 토지이용,

산림 파편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관분

식생이 구분된다는 가정과 행정구역이 일반적으로 하천,

석을 수행하기 위해 50m 해상도의 래스터로 변환된 토지

산맥, 도로망을 경계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

피복도에서 산림만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산림피복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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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와 2007년 제작 토지피복도의 토지이용 유형 비교
대분류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
중분류
-

대분류

시가화
건조지역

도시·취락

농경지

산림

논
마당·화전
뽕나무밭
과수원
염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왜송지
황지(휴경지·미개간지)
죽림

농업지역

2007년 제작 토지피복도
중분류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체육·휴양 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
침엽수림

산림지역

활엽수림
혼효림

-

-

초지

습지

-

습지

나지

실트질 점토
역질
사질
갈대밭

나지

수계

-

수역

그림 2. 1918년과 2007년의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토지피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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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초지
인공초지
내륙습지
연안습지
자연나지
인공나지
내륙수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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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관분석에 사용된 경관지수
구분
Area/
Density
Metrics
Shape Metrics
Core Area Metrics

경관지수
CA
NP
PD
LPI
LSI
SHAPE_AM
TCA
CPLAND

설명
총 면적(Class Area)
패치 수(Number of Patches)
패치 밀도(Patch Density)
경관 최대 패치 면적 비율(Largest Patch Index)
경관 형태 지수(Landscape Shape Index)
형태지수 면적 가중 평균(Shape Index Area_Weighted Mean)
총 핵심지역 면적(Total Core Area)
경관 내 핵심지역 면적률(Core Area Percentage of Landscape)

단위
ha
N/100ha
%
ha
%

스터 파일을 바탕으로 경관분석 툴인 FRAGSTATS(버전

Density, 패치 밀도), LPI(Largest Patch Index, 경관 최대 패

4.2)를 이용하여 경관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치 면적 비율), LSI(Landscape Shape Index, 경관 형태 지

McGarigal and Marks(1995)가 개발한 경관구조 해석프

수), SHAPE_AM(Shape Index Area_Weighted Mean, 형태

로그램인 FRAGSTATS는 경관구조에 관한 많은 지표 산출

지수 면적 가중 평균), TCA(Total Core Area, 총 핵심지역

과 지표의 해석으로부터 경관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프

면적), CPLAND(Core Area Percentage of Landscape, 경관

로그램이다. 경관지수란 경관생태계의 구조, 기능, 변화

내 핵심지역 면적률)를 선정하였다(표 3).

양상 등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허성구 등,
2007), 연구에서 분석할 경관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Patch,

III. 토지피복 및 산림 경관 변화

Class, Landscape 수준에서 경관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권
선순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산림 패치 전체를 의미하는

1. 토지피복 변화

클래스(Class)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클래스 수준
의 경관지수는 크게 면적 및 밀도(Area/Density Metrics),
형태(Shape Metrics), 핵심지역(Core Area Metrics), 고립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일제강점기와 현재 사이의 토

및 근접(Isolation/Proximity Metrics), 대조(Contrast Metrics),

지피복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시기의 토지피복도를

접촉 및 산포(Contagion/Interspersion Metrics), 연결성

50m 해상도의 래스터 데이터로 변환한 후 백두대간 지리

(Connectivity Metrics) 7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산권역 전체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하여 변화탐지
(change detec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1918년과 2007년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산림 파편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

먼저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으로 구분한 연구지역 전체

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면적/밀도, 형태, 핵

에서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과 그 변화를 정리한 것이 표 4

심지역 등을 고려할 수 있는 8개의 경관지수 CA(Class

이다. 권역 내 산림지역의 총면적은 1918년에 비하여 2007
년 101.4km2 감소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산림지역은

Area, 총 면적), NP(Number of Patches, 패치 수), PD(Patch

표 4. 1918년과 2007년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토지피복 비교
토지피복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합계

2

1918년(km )
27.9
215.3
1,571.6
8.3
5.6
1,828.6

2

2007년(km )
36.5
256.5
1,470.1
35.7
5.3
7.6
16.8
1,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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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변화(km )
8.6
41.2
-101.5
35.7
5.3
-0.6
11.2
-

증감률(%)
31.0
19.2
-6.5
-7.5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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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18년-2007년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토지피복 면적 변화
2007년

토지피복
2
변화(km )

1
9
1
8
년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합계

합계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8.2

10.7

6.9

1.3

0.04

0.2

0.6

27.9

15.4
12.0
0.7
0.2
36.5

145.8
96.6
2.5
0.9
256.5

36.7
1,424.5
1.1
0.8
1,470.1

6.4
27.6
0.2
0.2
35.7

1.9
1.0
1.4
1.0
5.3

1.9
4.7
0.5
0.3
7.6

7.2
5.1
1.9
2.0
16.8

215.3
1,571.6
8.3
5.6
1,828.6

표 6. 1918년-2007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피복 비교
핵심구역
1918년
2007년
시가화건조지역
0.20
0.27
농업지역
0.43
0.60
산림지역
323.77
322.24
초지
1.09
습지
나지
0.003
0.155
수역
0.08
0.13
합계
324.48
324.48
* 1918년과 2007년의 면적 변화 값의 경우, 소수
토지피복

완충구역
변화*
1918년
2007년
변화*
0.07
0.27
0.06
-0.21
0.16
0.27
0.27
0
-1.53
146.20
145.43
-0.77
1.09
0.85
0.85
0.15
0.10
0.10
0.05
0.02
0.06
0.04
146.76
146.76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기재.

1,571.6km2로 지리산권역 토지피복의 대부분인 85.5%를

(단위 : km2)
백두대간보호지역
1918년
2007년
변화*
0.47
0.33
-0.14
0.70
0.87
0.16
469.97
467.67
-2.30
1.94
1.94
0.003
0.255
0.25
0.10
0.19
0.09
471.24
471.24
-

6.9km2(15.2%), 나지1.1km2(2.5%), 수역 0.8km2(1.8%) 순으로

2

2

차지했지만, 현대에 와서 그 면적이 1,470.1km (80.5%)로

총 45.6km 가 현재 산림지역으로 대체되었다.

2

축소되었다. 시가화건조지역은 27.9km (1.5%)에서 36.5%

이러한 변화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2.0%)로 증가하였으며, 농업지역 또한 215.3km2(11.8%)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에서 256.5%(14.0%)로 증가하였다. 나지는 8.3km2(0.5%)

파악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

에서 7.6km2(0.4%)로 감소한 반면, 수역은 5.6km2(0.3%)

에서의 변화를 별도로 살펴보았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

에서 16.8km (0.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댐 및 저수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 구간 중 생

건설에 의한 것이다.

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인

일제강점기 당시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의 147.05km2

정되는 지역으로,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

(9.4%)가현재다른토지피복으로 변화되어 산림생태계가축

하고자 하는 핵심구역, 그에 연접하여 핵심구역의 보호상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18년의 산림이 2007년 구체적으로

필요한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

어떠한 토지피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표 5), 농업

서는 동법 제7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

지역으로의 변화가 96.6km2(65.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치 및 관련 법률에 의한 특수 행위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2

2

으로 초지 27.6km (18.8%), 시가화건조지역 12.0km (8.1%),
2

2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

2

수역 5.1km (3.5%), 나지 4.7km (3.2%), 습지 1.0km (0.7%)

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제한된다.

순으로 토지피복이 대체되었다. 한편 다른 토지피복에서 산

1918년과 2007년 사이 지리산권역의 백두대간보호지

림지역으로의 변화도 있었는데, 농업지역에서의 변화가

역 내 산림생태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표 6),

36.7km2(80.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시가화건조지역

핵심구역의 경우 산림지역이 323.77km2(99.8%)에서 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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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2(99.3%)로 감소하였고, 완충구역 또한 산림지역이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의 NP는 1918년 250개, 2007년

146.2km2(99.6%)에서 145.43km2(99.1%)로 감소하였다.

863개로 3배 이상 증가하여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의

2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림의 총면적이 2.3km 감

파편화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일제강점기 산림지역의 0.49%

PD(Patch Density)는 단위면적당 패치 수(N/100ha)를

로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패치가 단절

을 포함한 보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으로부

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가까움을 나타낸다. 경

터 주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다고 볼

관분석 결과,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의 PD는 1918년
약 0.16, 2007년 약 0.59로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인위적

수 있다.
이와 같이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산림지역은 일제강

인 개발에 의한 산림 파편화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점기 이후 농경지 개간 및 개발에 의해 계곡 또는 평야를

LPI(Largest Patch Index)는 경관 내에서 가장 큰 패치가

중심으로 축소되고 파편화되었지만, 핵심구역과 완충구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전체 산림의 면적이 동일하더

역을 포함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

라도 하나의 큰 패치로 존재하는지 혹은 여러 개의 단절된
패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경관분석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의 LPI는 1918년 99.0282%,
2007년 98.246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LPI의 높은 수치

2. 산림 경관 변화

는 본 연구에서 산림 데이터만을 포함한 래스터 파일을 분

1918년과 2007년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산림 파편화

석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미미한 수준으로 최대 패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치 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전체, 백두대간보호지역, 권역 내 35개 읍·면으로 스케일

LSI(Landscape Shape Index)는 경관 내에 속하는 모든

을 달리하여 경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스케일을 상세화한

가장자리 길이(m)의 총합을 클래스(Class)면적의 평방근

것은 변화가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함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LSI 값이 클수록 산림

이다. 먼저 지리산권역 전체 산림지역에 대한 경관분석을

파편화에 따라 경관구조가 복잡함을 나타낸다. 경관분석

통해 지리산권역의 전반적인 경관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

결과,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의 LSI는 1918년 약 21,

악하였다(표 7).

2007년 약 29로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백두대간 지리산권

CA(Class Area)는 전체 경관에서 클래스의 총 면적을 의

역 산림의 경관 형태가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미하며, 산림의 면적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산림구조의 변

SHAPE_AM(Shape Index area_weighted mean)은 벡터

화를 파악할 수 있다. 경관분석 결과, 백두대간 지리산권

(vector) 자료의 경우 원을 기준으로, 래스터(raster) 자료

역 산림의 CA는 1918년 약 15만ha, 2007년 약 14만ha로

의 경우 패치면적과 동일한 크기의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1만ha 이상의 산림이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 4

얼마만큼 변형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오윤경 등,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토지피복 비교에서 1918년과

2007). 따라서 모든 패치가 원형(벡터) 또는 정사각형(래

2007년 사이 산림의 면적은 감소한 반면 농업지역과 시가

스터)일 때 SHAPE_AM 값이 1이며, 패치의 형태가 불규칙

화건조지역의 면적이 증가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해

해질수록 값이 증가한다. 경관분석 결과, 백두대간 지리

석된다.

산권역 산림의 SHAPE_AM은 1918년 약 19, 2007년 약 24

NP(Numbers of Patches)는 전체 경관에서 각 클래스에

로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산림의 경관 형태가 불규칙해지

대한 패치의 수를 의미하며, 동일한 면적일 경우 패치 수가

고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많을수록 파편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경관분석 결과,

TCA(Total Core Area)는 경관 내에서 핵심지역의 면적

표 7. 1918년-2007년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경관지수 변화

1918년
2007년

CA
(ha)

NP

PD
(N/100ha)

LPI
(%)

LSI

SHAPE_
AM

TCA
(ha)

CPLAND
(%)

156,918
146,695

250
863

0.1593
0.5883

99.0282
98.2465

21.4044
29.3744

19.2303
24.5932

135,287
122,037

86.2146
8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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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지수로, 핵심지역이란 패치의 가장자리와 완

보이지만 변화의 폭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LPI, LSI,

충지역을 제외한 생물 종이 외부로부터 격리를 필요로 하

SHAPE_AM, CPLAND 값의 경우 1918년 대비 2007년에 보

는 내부지역의 면적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 가장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리 폭(edge depth)을 100m로 설정하였다. 경관분석 결과,

을 모두 포함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체의 경우, 산림의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의 TCA는 1918년 약 13만ha,

총 면적(CA)은 감소했으며 패치 수(NP)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약 12만ha로 1만ha 이상 감소한 것을 보아 산림의

패치 밀도(PD)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경관 형태

파편화로 산림 내 생물의 다양성과 건강성에 부정적 영향

를 나타내는 지수 LSI와 SHAPE_AM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보였다. 핵심지역의 면적(TCA)과 비율(CPLAND)은 미미
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최대 패치 면적 비율(LPI)

CPLAND(Core Area Percentage of Landscape)는 경관
내에서 핵심지역의 면적률을 나타내는 지수로, CPLAND

은 1918년 대비 2007년 0.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값이 클수록 핵심지역 내 생물 종 다양성이 보존된다고 해

두대간보호지역 전체의 경관구조 변화 양상을 종합하자

석할 수 있다. 경관분석 결과,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산림

면, 1918년과 2007년 사이 모든 경관지수의 변화 폭이 미

의 CPLAND는 1918년 86%, 2007년 83%로 약 3%의 감소한

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최대 패치 면적,

것을 보아 산림 파편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을 지닌 핵심지

경관 형태 등의 지수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보
아 1918년과 2007년 사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인위적인

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한 경관의 변화가 백

개발로 인한 산림 파편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도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산림 경관 파편화의 지역적 차

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만을 따로 구분하여 동일한 경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권역을 구성하는 35개 읍·면에 대

관지수의 변화를 파악해 보았다(표 8). 먼저 핵심구역의

하여 경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그림 3).

경우 1918년과 2007년 사이 산림의 총 면적(CA)이 158ha

읍·면 단위 경관분석 결과, 총 면적(CA)의 경우 1918년과

감소했으며 패치 수(NP)가 5개 증가함에 따라 패치 밀도

2007년 사이 총 35개의 읍·면 중 2개 지역(인월면, 휴천

(PD) 또한 증가하였다. 경관 형태의 복잡성 및 불규칙성을

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운봉읍

나타내는 지수 LSI와 SHAPE_AM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

의 1918년 CA가 4574ha, 2007년 3,633ha로 약 941ha가 감

였으며, 핵심지역의 면적(TCA)과 비율(CPLAND)은 감소

소하여 35개 지역 중 인위적 개발로 산림지역의 면적이 가

하였다. 반면 최대 패치 면적 비율(LPI)은 오히려 0.17% 증

장 축소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따라 장수읍과 무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구역의 경우, 산림의 총 면적

풍면 또한 각각 698ha, 673ha만큼 산림의 CA가 감소하였

(CA)과 핵심지역 면적(TCA)이 감소했으며 패치 수(NP)가

다. 패치 수(NP)의 경우, 운봉읍의 1918년 NP가 34개, 2007

19개 증가함에 따라 패치 밀도(PD)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년 113개로 무려 79개의 패치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뒤따

표 8. 1918년-2007년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경관지수 변화
경관지수
CA
(ha)
NP
PD
(N/100ha)
LPI
(%)
LSI
SHAPE_AM
TCA
(ha)
CPLAND
(%)

1918년

핵심구역
2007년

변화

1918년

완충구역
2007년

32,375

32,217

-158

14,620

16

21

5

0.0494

0.0652

61.8962

백두대간보호지역
2007년
변화

변화

1918년

14,543

-77

46,981

46,747

-235

58

77

19

18

26

8

0.0158

0.3967

0.5295

0.1328

0.0383

0.0556

0.0173

62.0731

0.1769

26.1449

26.3641

0.2192

59.8854

60.1034

0.218

7.175
4.2473

7.7047
3.8518

0.5297
-0.3955

16.4731
4.2466

16.3685
4.1039

-0.1046
-0.1427

8.1694
4.9335

8.6786
4.7076

0.5092
-0.2259

28,857

28,413

-444

9,612

9,607

-4

42,177

41,616

-561

89.1327

88.1903

-0.9424

65.7444

66.0633

0.3189

89.7746

89.0254

-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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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18년-2007년 읍·면 단위의 경관지수 변화

라 아영면과 광의면 또한 각각 52개, 43개의 NP가 증가함

서상면과 운봉읍 또한 각각 3.121, 2.833만큼 LSI가 증가하

에 따라 이들 지역이 인위적인 개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

였다. LSI와 유사한 형태지수 면적 가중 평균(SHAPE_AM)

체 산림지역이 여러 개의 패치로 분절되었다고 해석할 수

의 경우, 서상면의 1918년 SHAPE_AM이 4.187, 2007년

있다. NP와 관련한 패치 밀도(PD)의 경우, 웅양면의 1918

SHAPE_AM가 6.768로 약 2.580 증가하여 면적에 가중치

년 PD가 1.423, 2007년 5.0043으로 산림 파편화로 인해 한

를 두어 형태지수의 평균을 산출하였을 때 35개 지역 중 가

정된 100ha 범위의 지역에서 패치 수가 약 3-4배 정도로 가

장 산림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되며,

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아영면과 운봉읍 또한 각각 3.57,

이를 따라 토지면과 번암면 또한 각각 1.770, 1.769만큼

2.36만큼 PD가 증가하여 NP와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인

SHAPE_AM이 증가하였다. 핵심지역 면적(TCA)의 경우,

다. 최대 패치 면적 비율(LPI)의 경우, 설천면의 1918년 LPI

CA 지수와 마찬가지로 총 35개의 읍·면 중 2개 지역(인월

가 99.7%, 2007년 51.7%로 무려 48%의 감소를 보였으며,

면, 휴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1918년과 2007년

무풍면과 웅양면 또한 각각 36%, 30%이상 LPI가 감소한 것

사이 산림의 핵심지역 면적이 감소했다. 특히 장계면의

을 보아 이들 지역에서 도로건설 등과 같은 선형적인 개발

1918년 TCA가 3507ha, 2007년 2717ha로 약 790ha 감소하

행위를 실시함에 따라 하나의 큰 패치가 여러 개의 더 작은

여 35개 지역 중 핵심지역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함에 따라

패치들로 분절되어 시가화, 나지 등으로 흡수되었다고 해

산림 파편화로 인해 생물 종 다양성과 건강성에 부정적 영

석된다. 경관 형태 지수(LSI)의 경우, 아영면의 1918년 LSI

향을 미쳤다고 해석되며, 이를 따라 운봉읍과 서상면 또한

가 7.508, 2007년 11.056로 약 3.548이 증가하여 인위적인

각각 772ha, 722ha만큼 감소하였다. 이를 전체 면적 대비

개발로 인해 35개 지역 중 가장 산림의 패치 모양이 불규칙

비율로 산출한 핵심지역 면적률(CPLAND)의 경우, 아영

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따라

면의 1918년 CPLAND가 60.4%, 2007년 47.6%로 약 12%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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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35개 지역 중 가장 산림 파편화로 인한 전체 면적
대비 핵심지역 면적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따
라 서상면과 장계면 또한 각각 8.5%, 8.1%만큼 핵심지역
면적률이 감소하였다.

3. 산림 파편화 심각 지역
앞서 살펴본 읍·면 단위 산림 경관구조의 변화를 나타
내는 8개의 경관지수(CA, NP, PD, LPI, LSI, SHAPE_AM,
TCA, CPLAND)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 읍·면의 산림
파편화 수준을 표준화하고 파편화 정도가 심각한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1이 산림의
파편성을, 10이 산림의 온전성을 나타내는 최댓값이라고
가정한 후, 경관지수 변화 값(2007년 값-1918년 값) 중 최
댓값(Max)과 최솟값(Min)을 도출하여 음(-)의 값을 가질
수록 산림의 파편화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관지수
(CA, LPI, TCA, CPLAND)에는 최솟값에 1, 최댓값에 10을
부여하고, 반면 양(+)의 값을 가질수록 산림의 파편화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관지수(NP, PD, LSI, SHAPE_AM)
에는 최솟값에 10, 최댓값에 1을 부여하였다. 이를

그림 4. 8개 경관지수 표준화 값의 평균에 따른 읍･면 지역별
산림 파편화 수준

              식에 적용해 하나의 경관

지수 변화 값 중 최댓값이 1(or 10), 최솟값이 10(or 1)일 때,
각 읍·면의 변화 값  를 1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적인 개발로 인해 산림의 면적/밀도, 형태, 핵심지역 등의

하였다.

측면에서 산림의 파편화가 우려됨과 동시에 산림 복구 및
온전성 회복을 위한 복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

위와 같은 방식으로 35개 읍·면 지역의 8개 경관지수에
대한 1918년과 2007년 사이의 변화 값을 모두 표준화한 후,

된다. 장수읍(5.8), 고제면(5.8), 대덕면(5.9)을 포함한 19

각 읍·면의 8개 경관지수의 표준화 값에 대한 평균을 산

개 읍·면이 보통 지역(5.4-7.4)에 속하며, 이들 지역에서

출하였다. 산출된 8개 경관지수 표준화 값의 평균으로 35

의 온전성 회복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전략적 관리 계획이

개 읍·면 지역을 서열화하여 1918년과 2007년 사이 각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반면 산동면(7.6), 마천면

읍·면의 면적/밀도, 형태, 핵심지역 등을 포함하는 총체

(7.7), 마산면(7.9)을 포함한 9개 읍·면이 양호 지역에 속

적인 산림 파편화 수준을 읍·면 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며, 이들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림의 온전성을 유지

앞서 1이 산림의 파편성을, 10이 산림의 온전성을 나타내

하기 위한 보호·관리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는 최댓값이라고 가정함에 따라 표준화 값의 평균이 낮을

분석 결과에 따라 35개 읍·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산림

수록 산림 파편화 수준이 심각함을, 높을수록 양호함을 의

파편화 평균값을 가진 3개 지역인 아영면, 운봉읍, 장계면

미한다. 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1~10까지의

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산림 파편화 현황을 1918년도에

평균값을 가진 35개 읍·면 지역을 자연분류법을 통해 산

제작된 구지도를 기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020년

림 파편화 1) 심각 지역(3.6-5.4), 2) 보통 지역(5.4-7.4), 3)

항공사진을 통해 파악하였다.
남원시 아영면의 경우, 구지도에 따르면 아영면과 일월

양호 지역(7.4-9.6)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단계

면의 행정구역 경계가 되는 풍천을 따라 논이 발달하였고

구분도로 표현하였다(그림 4).
아영면(3.6), 운봉읍(3.9), 장계면(4.6)을 포함한 7개

이외 지역은 대부분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근

읍·면이 심각 지역(3.6-5.4)에 속하며, 이들 지역은 인위

의 항공사진을 탐색한 결과, 지리적인 이유로 과거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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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풍천을 따라 농경지가 발달해있지만, 농경지 곳곳에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가 밀집해있는 경관이 과거에 비해 확장되어 나타

공간분석 결과, 1918년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의 147.05km2

나고 있으며 광주대구고속도로가 아영면의 중심을 관통

(9.4%)가 특히 농경지 개간으로 인해 2007년 다른 토지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

용으로 전환되어 산림생태계가 파편화된 것으로 나타났

구역, 완충구역)에 해당되는 아영면의 서쪽 지역을 제외

다. 과거 산림지역은 현재 농업지역으로 가장 많이 바뀌었

하고는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농경지 및 시가지로 사용되

으며, 초지, 시가화건조지역, 수역, 나지, 습지 순으로 토

는 토지가 확장되고,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산림 온전

지피복이 대체되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림지역의

성과 생물 종 다양성 및 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

2
2
경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각각 1.53km , 0.77km 감

이라고 해석된다.

소하여 일제강점기에 비해 총면적이 2.3km2(0.49%) 축소

남원시 운봉읍의 경우, 주변 지역에 비해 평야를 이루고

되었지만, 그 수치가 미미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

있어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여 예로부터 산림을 제외한 평

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는 주로 논이나 시가지로 사용되었다. 최근 이와 같은

경관분석 결과, 지리산권역 전체 산림의 경우 1918년과

지형적 이유로 인해 더욱 극심한 인위적 개발이 이루어짐

2007년 사이 무분별한 인위적 개발로 인해 산림의 면적,

에 따라 운봉읍 동남쪽의 산림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

형태, 핵심지역 등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부정적인 방향으

지가 농경지 및 시가지로 이용되고 있어 운봉읍은 1918년

로 변화함에 따라 산림의 파편화가 진행되었다. 반면 백두

과 2007년 사이 인위적인 개발로 산림이 파편화되고 이들

대간보호지역의 경우 경관지수들의 변화 폭이 미미할 뿐

이 농경지와 주거지로 흡수되면서 산림의 총 면적 및 핵심

만 아니라 오히려 최대 패치 면적, 경관 형태 등을 나타내

지역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패치 수가 증가했다고 판단

는 지수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백두대간보호

된다.

지역의 산림이 파편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읍·면

장수군 장계면의 경우, 구지도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장

수준의 경관분석 결과를 표준화하여 산림 파편화의 지역

계천을 따라 발달한 농경지 및 시가지 이외 지역은 대부분

적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지리산권역 내 전라북도 남원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도 주로 장

운봉읍과 아영면, 장수군 장계면에서 높은 수준의 산림의

계천을 따라 농경지가 발달하였으며 곳곳에 주거지가 밀

파편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백두대간

집해있어 구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통영대전고

지리산권역 전체의 산림은 정량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속도로와 익산장수고속도로가 장계면을 관통하고 있어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파편화되었지만, 지리산권역 내 백

고속도로 개발과 같은 선형적인 개발행위를 실시함으로

두대간보호지역의 경우 산림지역의 면적이 유지되고 있

써 산림 파편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으며 특히 경관 형태, 최대 패치 면적의 측면에서는 경관구
조적 상태가 양호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생태 변화 분석을 위한 근거로써 일
제강점기 제작 조선오만분지일지형도의 활용 가능성을

IV. 결론 및 제언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지도학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조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를 활용하여 백두대

오만분지일지형도는 근대식 측량기술인 삼각측량을 통

간 지리산권역에 대한 1918년과 2007년 사이의 산림 경관

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적 경계를 바탕으로 그려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

진 토지피복의 경계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남영우, 2009).

를 좌표보정 및 수치화하여 1918년 토지피복도를 작성하

따라서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는 토지피복 변화를 파악

였다. 연구지역은 백두대간 지리산권역으로 하천, 도로망

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경

을 경계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포괄하는 일대의 동읍면

관분석 결과는 향후 산림 계획 수립 또는 정책적 의사결정

을 추출하였다. 작성한 1918년 토지피복도와 환경부 제공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2007년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전

다. 경관분석은 정량적이고 구조적인 평가와 더불어 범위

체, 백두대간보호지역, 읍·면 단위로 구분하여 GIS 기반

와 수준에 따른 경관구조 해석이 가능하다. 읍·면 수준의

공간분석과 FRAGSTATS 기반 경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관분석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경관 파편화의 지역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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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악할 수 있고, 백두대간 생태축의 온전성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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