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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d the definition of invasive disturbance species for a sustainable management 

and biodiversity, and derived the influence factors caused by the species. To define the species, the 

paper reviewed similar words such as alien species and invasive species, using standard definitions. 

Also reviewed the results of recent research on the factors of the species. The paper defined the 

invasive disturbance species as an species whose establishment and spread threaten ecosystems, 

habitats or species with economic or environmental harm including native and non-native. Through 

the reviews, The factors were classified as geographic (altitude, slope, and soil, etc.), climate 

(temperature, precipitation, climate change, etc.) and, anthropogenic (land use, population, road, and 

human activity, etc.), and species & vegetation structure (species property, local-species richness, and 

canopy, etc.). Especially, human activity such as urbanization and highways may be associated with 

both higher disturbance and higher propagule pressure. In the further study, i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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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itigation strategies and vegetation structure model against invasive disturbance 

species in urban forest based on this study. 

Key Words：Alien species, Biodiversity, Urban ecosystem, Urbanization, Propagule pressure.

I.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속한 도시화로 도로가 개

설되고 택지가 조성되면서 산림 곳곳이 헤쳐

지는 등 훼손이 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다. 

편화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장자리 효과를 증

가시킬 뿐만 아니라 외래종의 유입, 교란의 증

가를 래하여 종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생

물종다양성의 변화를 래하게 된다(Hobbs and 

Yates, 2003). 한, 종풍부도와 종구성뿐만 아

니라 양 계와 생태계 서비스에 부정 인 

향을 래하여(Levine et al. 2003; Vilá et al. 

2010) 이에 한 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침입외래종은 1992년 생물다양성 약 제2조

에 의해 “생태계, 서식지 혹은 생물종을 하

는 외래종”으로 정의되었다. 한 국제자연보

연맹은 침입종(invasives species)이 생태계에 

이 될 수는 있으나, 인간이 통제할 수 있으며 

정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 “자연 인 혹은 반(半)자연 인 생태계

나 서식지에 정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토착 

생물다양성을 하는 외래종”으로 정의하

다. 외래종의 정의는 각 주체마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조 씩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번

식능력이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포함하여 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혹은 스 일에 따

라 용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  범 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외래종 련 국외 연구는 서식지 특성  분포 

모델링(Lemke et al., 2001; Hortal et al., 2010; 

Bigirimana et al., 2011; Padalia et al., 2014), 취

약성 평가(Jian et al., 2008), 기후변화에 따른 

향연구(Lemke et al., 2011; Taylor and Kumar, 

2013), 교란 요인분석(Alston and Richardson, 

2006), 이용강도에 따른 향 분석(Lososova et al., 

2012), 외래종 리  생물학  방제(Hobbs and 

Humphries, 1995; Chen et al., 2014)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Jian et al. 

(2008)은 AHP를 이용한 평가체계를 국의 지

방정부에 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양등골나물(Kil, 2003; Kil et al., 

2004; Kim et al., 2014), 돼지풀(Cha et al., 2002; 

Yang and Kim, 2003), 단풍잎돼지풀(Lee et al., 

2007; Choi et al., 2007; Kim and Choi, 2008) 등

의 생태계 교란식물을 심으로 서식지 특성  

분포 경향, 종자발아의 향요인을 악하는 연

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한 일부에서는 다른 

식물의 생장에 악 향을 미치는 allelopathy 효

과에 한 연구(Kil et al, 2004; Choi et al, 2010)

와 생물학  방제에 한 연구(Lee et al., 2007)

가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생태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환삼덩굴에 한 서식지 특성 연구(Park 

et al., 2008; Oh et al., 2008ab)  자생생물에 

의한 발생억제력에 한 연구(Oh et al., 2009)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서식지 특성  분포 

연구의 황을 살펴보면 토양, 도, 지형, 등산

로 등 일부 제한된 평가항목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외 연구의 경우 고도, 경

사, 기온, 강수량, 토지이용, 도로, 종의 번식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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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 다양한 향요인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입교란종의 유사개

념을 고찰하여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통합  도시생태계 리를 한 

침입교란종의 개념을 정립하 다. 한, 선행연

구를 통해 침입교란종 출   확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 다. 본 연구는 침입교

란종 출   확산, 향연구의 기틀을 마련하

고 향후 국내 침입교란종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래종, 침입종, 교란종 등 유

사개념을 고찰하여 생물다양성  생태계 건강

성 증진을 한 리차원에서 침입교란종의 개

념을 재정립하 다.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 로 침입교란종의 출   확산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검토하여 주요 향요인을 도출하

다. 선행연구는 국내외 학술지  연구보고서, 도

서 등을 상으로 invasive species, alien species 

등 침입종과 련된 키워드로 검색한 후 식생

련 연구로 제한하여 연구자료를 검토하 다. 그 

 향요인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43건

의 연구자료를 상으로 향정도를 검토하

다. 향정도는 침입교란종과의 련성 정도에 

따라 3개 등 (+, ++, +++)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 다(Table 1). 등  분류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 자료에는 포함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항

목은 평가요인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 검

토한 연구자료 에 우리나라를 상으로 한 연

구는 8건으로 부분 서울과 수도권을 상으

로 실시한 연구 으며, 그 외 해외 연구는 미국, 

인도, 아 리카, 호주, 오스트리아, 국, 뉴질랜

드, 남아 리카, 캐나다 등으로 그  국립공원

과 같이 보호구역을 상으로 한 연구가 9건이

었다. 연구 상종으로는 특정외래식물을 상

으로 한 연구가 15건이며 그 외 연구는 체 외

래식물종을 상으로 연구하 다. 

III.결과 및 고찰

1.유사 개념 정리

생물다양성 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는 외래종에 해 과거나 

재 해당 생물이 자연  서식범  밖으로 유입

된 생물종, 아종 혹은 이하 분류군으로 정의하

으며, 살아남을 수 있고 차후 번식할 수 있는 생

물종의 일부, 생식세포나 번식체 등을 포함하

다. 세계자연보 연맹(IUCN)은 과거 혹은 재 

생물종이 자연 으로 서식하는 범 (과거나 

재) 외에 발생하거나 잠재 으로 확산 가능한 

생물종, 아종 는 이하 분류군으로 살아남아 차

후 재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의 일부, 생식

세포나 번식체를 외래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Richardson et al.(2000)은 외래식물  귀화종 

연구를 통해 외래종을 의도 이든 비의도 이

든 인간 활동에 의해 유입되어 존재하고 있는 식

물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침입종의 정의를 살펴보면, Middleton(2008)

은 침입종을 다른 륙으로부터 이입된, 공격

Table 1. Description of influence impact.

Impact Description

+ A significant variable, but no explanation or mention in the paper

++ A significant variable, and explanation or mention in the paper

+++ A key variable as an important issue, derived meaningful results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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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래종으로 정의하 다. Waldner(2008)는 특

정생태계의 향토종이 아닌 종으로 번식하며 해

로운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유기체로 정의하고, 

그 과정을 생물학  침입(Biotic invader)이라 하

다. 생물학  침입이란 한 지역에서 이 에는 

존재하지 않던 특정종의 이입, 토착화, 확 로 정

의할 수 있다(Mack et al., 2000; Richardson et al., 

2000; Gracia-Serrano, 2007). 한, Spear et al. 

(2013)은 외래종을 크게 ‘alien', ‘extralimital', 

‘invasive'로 구분하 으며, 이  침입종은 외래

종  생물 다양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종이라고 정의되며, 이러한 침입종은 외래종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외래

종은 외국에서 도입되어 정착된 생물종으로 한

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래종  사회, 경제, 생

태 으로 해를 미치는 종을 침입종으로 정의

하고 있다. 

외래종(alien species)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

되는 exotic species는 외국 혹은 국내의 다른 지

역에서 들어 온 모든 종을 말하고, 이 에서 귀

화종(naturalized species)은 우리나라 비토착종

으로서 인  는 자연 인 방법으로 우리나

라에 들어와 야생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여 생

존할 수 있는 종을 말한다. 왕벚나무, 미선나무, 

소나무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자생지

를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종은 ‘토착종' 는 

‘고유종'이라고 부른다. 외국에서 들어와 재배

되고 있는 종과, 특정한 목  없이 유입되었으

나 아직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 정착하지 못한 

종은 ‘도입종' 혹은 ‘비토착종'이라 부른다. 

교란종은 외래종 는 국내에서 서식지를 달

리하는 생물이 해당지역 생태계에 이입되어 생태

으로 향을 미치는 종을 의미한다. Richardson 

et al.(2000)은 교란종을 해당 생태계의 범 에 

한 실질 인 지역을 넘어 생태계의 특성, 조

건, 형태 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침입식물의 집

합으로 정의하 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Emilio et al.(2014)은 외래종  기존 질소 고정

과 유기물의 축 으로 인한 질소 생태계 순환과

정의 큰 변형을 래함으로써 기존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종을 transformer species(ecosystem 

transformer)로 정의한 바 있다. 

침입외래종은 외래종, 침입종, 교란종 등과 

유사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약은 

유입되어 생물다양성에 해를 가하는 외래종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 연맹은 자

연 혹은 반자연생태계, 서식지 등에 정착하여 

자생종의 생물 다양성에 해를 가하거나 변화

의 매개체가 되는 외래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Table 2).

2.침입교란종 개념 정립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   이용에 

한 법률｣에서 외래생물을 외국으로부터 인  

는 자연 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로 정의하

고 있다. 한, 생태계교란생물을 외래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

는 생물,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 자의 변형을 통

하여 생산된 유 자변형 생물체  생태계의 균

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 정

의하고 있다. 

국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외래종

이 가장 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귀

화종은 우리나라에 정착한 종으로서 해당 종이 

상지역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침입종의 경우 자연지

역 혹은 서식처 내 도입 후 종 구성  구조, 생

태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종으로 제시되고 있으

나 연구자에 따라 외래종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경우(Cronk and Fuller, 1995; Waston et al., 

1996)와 그 지 않은 경우(Mack et al., 2000, 

Waldner, 200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란

종의 경우 생태계, 군집 혹은 개체에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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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nonyms of alien disturbance species.

Synonyms Definition Reference

Alien 

species

Species, Subspecies or lower taxon, introduced outside its natural past or present 

distribution; includes any part, gametes, seeds, eggs, or propagules of such species 

that might survive and subsequently reproduce.

UNEP/CBD/

COP/6/20

A species, subspecies, or lower taxon occurring outside or its natural range(past 

or present) and dispersal potential(i.e. outside the range it occupies naturally or 

could not occupy without direct or indirect introduction or care by humans) and 

includes any part, gametes or propagule of such species that might survive and 

subsequently reproduce.

IUCN, 

2000

Plant taxa in a given area whose presence there is due to intentional or accidental 

introduction as a result of human activity(synonyms: exotic plants, non-native plants; 

nonindigenous plants).

Richardson et al., 

2000

Invasive 

species

Invasive species are organisms (usually transported by humans) which successfully 

establish themselves in, and then overcome, otherwise intact, pre-existing native 

ecosystems.

IUCN/SSC 

An alien plant spreading naturally (without the direct assistance of people) in natural 

or seminatural habitats, to produce a significant change in terms of composition, 

structure or ecosystem processes. 

Cronk and Fuller, 1995

Biotic invaders are species that establish a new range in which they proliferate, 

spread, and persist to the detriment of the environment.
Mack et al., 2000

An organism that is not native to an ecosystem, yet thrives and reproduces the 

harmful effect.
Waldner, 2008

An introduced species which invades natural habitats. Waston et al., 1996 

Introduced 

species

A species that has been intentionally or inadvertently brought into a region or area. 

Also called an exotic or non-native species.
EPA

Exotic species 

An organism that exists in the free state in an area but is not native to that area. 

Also refers to animals from outside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held in captive 

or free-ranging populations.

UNEP-

WCMC

Naturalized

species

A species not native to an area but which adapted to that area and has established 

a stable or expanding population. Does not require artificial inputs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1998

Disturbance 

species

A disturbance is any relatively discrete event in time that disrupts ecosystem, 

community, or population structure and changes resources, substrate availability, 

or the physical environment.

Pickett et al., 2013

A subset of invasive plants which change the character, condition, form, or nature 

of ecosystem over a substantial area relative to the extent of that ecosystem.

Richardson et al., 

2000

Invasive alien 

species

Invasive alien species: an alien species whose establishment and spread threaten 

ecosystems, habitats or species with economic or environmental harm. These are 

addressed under Article 8(h)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DB).

UNEP/CBD/

COP/6/20

Alien species, which becomes established in natural or semi-natural ecosystems or 

habitat, is an agent of change, and threatens native biological diversity.
IUCN, 2000

Invasive alien species are non-indigenous plant, animals and microorganisms that 

have been deliberately or accidentally introduced to new areas beyond their native 

ranges, and which then spread beyond cultivation and human care to impact 

biodiversity.

Th, 2009

Invasive alien species(IAS), defined as those non-native species that threaten 

ecosystems, habitats or species, are key drivers of human-cause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Pejcha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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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종(Pickett et al., 2013)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침입외래종은 유사개념  가장 

좁은 범 의 용어로서 자연지역 혹은 반자연지

역 내 도입된 외래종 에서 생태계 혹은 서식

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교란종을 침입외래

종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국

내법제에서 과거 외국에서 들여온 생물종에만 

한정되어 있던 개념을 확 하여 토착종이더라

도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유입되

어 교란을 시키는 경우를 포함하 다. 하지만, 

재 문제의 토착종을 리 상인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어 리 상으로 지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태계 해외래생물종

은 역사 으로 유입이나 반입되지 않았고 생태

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생태계에 정착하여 서

식하면서 기존 생태계  동․식물에 피해를 입

히고 농업, 어업 등 다른 산업에 향을 끼칠 수 

있는 외래생물종으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Bang, 2011). 

본 연구에서는 침입교란종을 정의함에 있어 

생태계에 균형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의 우려가 

있는 외래종뿐만 아니라 토착종을 포함하는 도

입종의 개념을 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침입교

란종을 생태계에 균형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의 

우려가 있는 혹은 기존 생태계  동․식물에 

사회 ․경제 ․환경  피해를 입히는 도입종

으로 생물다양성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한 

리 상으로 정의하 다. 이에 해당하는 종으

로는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리하고 있는 생태

계교란생물과 함께 산림  하천에 분포하여 기

존의 자생종을 피압하는 칡(Pueraria lobata)과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등을 리 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Figure 1). 

3.침입교란종 향요인

선행연구를 통해 침입종, 외래종의 출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결과, 지형  요인, 

기후  요인, 인  요인, 종특성  식생구조

 요인으로 크게 구분되었다(Table 3). 

1) 지형적 요인

지형  요인  표고는 지역과 종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1,000m 이상의 고지 에서는 외래종 

출 이 격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는 

등 침입교란종 출 과 상 계가 높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Arevalo et al., 2005; Hortal et al., 

Figure 1. Scope of Invasive disturbance species (Source: Kull et al., 2014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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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emke et al., 2011; Khuroo et al., 2011; 

Padalia et al., 2014). Taylor and Kumar(2013)의 

경우 침입종의 잠재  분포 분석 시 상종이 

침수된 토양에서 취약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배수 정도를 등 화하여 분석하 다. 한, 

Bigirimana et al.(2011)은 토양유형, 습도 수

과 함께 토양의 답압정도를 이용하여 외래식물

의 분포를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 식생의 변화

는 그늘의 정도, 습도의 유지 여부, 인간 혹은 

가축에 의한 답압정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밖에 경사와 향(음 ), 수계는 침입교

란종의 발아  활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된다(Hortal et al., 2010; Crossman et al., 

2011; Lemke et al., 2011; Maringer et al., 2012; 

LeRoux et al., 2013; Vicente et al., 2014).

2) 기후적 요인

기후  요인에서 온도는 요한 요인으로 제

시되었으며, 일평균 기온뿐만 아니라 일교차와

의 련성을 연구하는 논문이 다수 제시되었다

(Hortal et al., 2010; Lemke et al., 2011; Wasowicze 

et al., 2013; Vicente et al., 2014). 강수량 역시 

련성이 높다고 단되는 연구가 많이 도출되

었다(Lemke et al., 2011; Speziale and Ezcurra 

2011; Vicente et al., 2014). 특히, Padalia et al. 

(2014)은 상종의 분포를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변수로 계 별 기온, 고도, 가장 습윤한 분

기의 평균 기온, 평균 일교차, 가장 습윤한 달의 

강수량, 가장 습윤한 분기의 강수량 등을 제시

하 다. 그밖에 상 습도, 증발산량, 복사량이 

침입교란종 출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

시되었다(Hortal et al., 2010; Bigirimana et al.,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종의 잠재 인 분

포 측은 장기간에 걸친 리 략 수립뿐만 

아니라 취약성 평가를 해서도 필수 이다. 침

입의 공간  변화를 상하기 해서 기후를 반

하는 것은 매우 일반 인 지역에서의 근방법

으로서, 이것은 각 종의 생태  니체(Ecological 

niche)가 종의 공간  분포를 제한한다는 것을 

제하고 있다(Taylor and Kumar, 2013).

3) 인위적 요인

인  요인  토지이용  도시화로 인한 

향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성이 

높을수록 그 이입기간이 길수록 외래종이 많이 

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ososova et al., 

2012). 한, 거주지에서의 인구가 많거나 인구

도가 높을수록 외래종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Spear et al., 2013), 토지이용 유

형별로 분석한 결과, 철도변>산업지역>하천>

농경지>상업지역>주거지>산림지역 순으로 외

래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ong, 

2005; Figure 2). 이는 외부로부터의 향정도

가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일부 도시근교 산림의 경우 이

용객수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Mckinney 2002; Allen et al., 2009), 등산로

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et al., 2014). 외래종의 경우 도로에 의한 향

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유형, 도로

도뿐만 아니라 도로폭 등이 요한 향요인으

로 도출되었으며(Alston and Richardson, 2006; 

Lee and Kim, 2009; Hortal et al., 2010). 산림의 

크기, 가장자리 도, 산림 편화 유형 등의 경

생태학  에서도 향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and Kim, 2009; Nikolic et al., 

2013; Vicente et al., 2014). 

인  요인  상당부분은 토지이용 유형, 

교란, 도로 등 인간활동과 련성이 높은 요인

으로 침입교란종의 이입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번식압력(Propagule pressure)의 측면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번식압력의 요소로는 종공

원인 도시지역으로 부터의 거리, 도로로부터

의 거리 등이 외래종 풍부도에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Pauchard and Alaback, 

2006; Alston and Richardson, 2006; Horta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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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그 외 외래종의 리 여부에 따라 종출  

 확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ear 

et al., 2013). 

4) 종특성 및 식생구조적 요인

종특성  식생구조  요인  종확산능력, 

종간경쟁, 생활형 등 개별 종의 특성에 따라 

향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arcia-Serrano, 2007; Crossman et al., 2011; 

Lososova et al., 2012; Maringer et al., 2012; 

LeRoux et al., 2013; Hulme, 2014; Vicente et al., 

2014). 자생종 풍부도가 높을수록 외래종 출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auchard and 

Alaback, 2006). 목의 비율, 임령 등 식생의 구

조  측면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ston and Richardson, 2006; Speziale and 

Ezcurra, 2011; Höfle et al., 2014), 교목  목

으로 인한 캐노피 커버율은 일사량에 향을 미

쳐 외부로부터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lston and Richardson, 2006; Bigirimana et al., 

2011; Chen et al., 2014). 기존의 침입종 군락지

와 가까울수록 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Holmes et al., 2008), 그 외 식생활력도를 나

타내는 NDVI(Lemke et al., 2011; Spear et al., 

2013)와 낙엽층의 깊이(Alston and Richardson, 

2006) 등이 종출   확산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5) 영향요인 종합

침입교란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 요인  인  요인이 요하다

고 언 한 횟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종특성  식생구조  요인(49), 지형

 요인(41), 기후  요인(39)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3). 개별 평가요인으로는 기후  요인 

 기온과 강수량이 각각각 14건에서 요한 요

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지형  요인에서의 토양

과 고도가 각각 13건과 11건으로 요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종특성  식생구조  요인에서는 

개별 종의 특성(13)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

인 요인에서는 도로(11)와 토지이용(10)이 요

한 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침입교란종 출 과 련성이 높은 요인(+++) 

에서는 고도와 인간활동이 각각 5건으로

Figure 2. Alien species according to type of land use (Song, 2005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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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luence factors of invasive disturbance species.

Factors Impact Reference

Geographic 

Factors

Altitude

+++
Arevalo et al.(2005), Hortal et al.(2010), Lemke et al.(2011), Khuroo et al.(2011), 

Padalia et al.(2014)

++ Wasowicze et al.(2013)

+
Pysek et al.(2002), Allen et al.(2009), Maringer et al.(2012), LeRoux et al.(2013), 

Nikolic et al.(2013)

Slope

++ Lemke et al.(2011)

+
Hortal et al.(2010), Crossman et al.(2011), Maringer et al.(2012), 

LeRoux et al.(2013), Vicente et al.(2014)

Aspect / Shadow +
Hortal et al.(2010), Crossman et al.(2011), Lemke et al.(2011),

Maringer et al.(2012), LeRoux et al.(2013), Vicente et al.(2014)

Soil

+++ Kil(2003), Kil et al.(2004)

++ Emilio et al.(2004), Taylor and Kumar(2013), Padalia et al.(2014), Kim et al.(2014)

+
Alston and Richardson(2006), Bigirimana et al.(2011), Crossman et al.(2011), 

Maringer et al.(2012), Bigirimana et al.(2012)Vicente et al.(2014)

Water system

(TPI)

++ Lemke et al.(2011), Höfle et al.(2014), Kim et al.(2014)

+ Hortal et al.(2010), Vicente et al.(2014)

Climate 

Factor

Temperatures

+++ Padalia et al.(2014), Vicente et al.(2014)

++ Cha et al.(2002), Hortal et al.(2010), Lemke et al.(2011), Wasowicze et al.(2013)

+

McDonald et al.(1986), Pysek et al.(2002), Mgidi et al.(2007),

Crossman et al.(2011), Speziale and Ezcurra(2011), Nikolic et al.(2013), 

Spear et al.(2013), Taylor and Kumar(2013)

Precipitation

+++
Lemke et al.(2011), Speziale and Ezcurra(2011), Vicente et al.(2014),

Padalia et al.(2014)

++ Cabin et al.(2002), Hortal et al.(2010)

+

McDonald et al.(1986), Pysek et al.(2002), Mgidi et al.(2007),

Crossman et al.(2011), Spear et al.(2013), Nikolic et al.(2013), 

Taylor and Kumar(2013), Wasowicze et al.(2013)

Relative humidity
++ Hortal et al.(2010)

+ Bigirimana et al.(2011)

Evapotranspiration + Hortal et al.(2010)

Radiation + Hortal et al.(2010)

Climate change
++

Lemke et al.(2011), Crossman et al.(2011), LeRoux et al.(2013),

Wasowicze et al.(2013), Taylor and Kumar(2013), 

+ Walther et al.(2009), Hulme(2014)

Anthropogenic 

Factor

Land use / 

Urbanization

+++ Lemke et al.(2011), Bigirimana et al.(2012), Vicente et al.(2014)

++ Song(2005), Lososova et al.(2012), Nikolic et al.(2013)

+
Timmins and Williams(1991), Borgmann and Rodewald(2005),

Bigirimana et al.(2011), Khuroo et al.(2011)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 Spear et al.(2013)

++ Lemke et al.(2011), Nikolic et al.(2013)

+ Pysek et al.(2002), Mckinney(2002), Khuroo et al.(2011)

Visitors + Mckinney(2002), Allen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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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가 높은 평가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고도, 

기온, 강수량의 경우 서식지 분포 등 향분석 

시 기 인 환경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한, 침입교란종은 종자의 도

입단계에서부터 외부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

에 인 인 요인 내 많은 요인들이 향강도가 

Table 3. Influence factors of invasive disturbance species (continued).

Factors Impact Reference

Anthropogenic 

Factor

Road / Trail

+++ Alston and Richardson(2006), Pauchard and Alaback(2006), Vicente et al.(2014)

++ Lee and Kim(2009), Lemke et al.(2011), Höfle et al.(2014), Kim et al.(2014)

+
Timmins and Williams(1991), Pysek et al.(2002), Hortal et al.(2010), 

Spear et al.(2013)

Landscape 

ecology

++ Lee and Kim(2009), Nikolic et al.(2013), Kim et al.,(2013), Vicente et al.(2014)

+
Timmins and Williams(1991), Mckinney(2002), Pauchard and Alaback(2006), 

Allen et al.(2009)

Haman activity 

(Propagule pressure)

+++
Pauchard and Alaback(2006), Alston and Richardson(2006), Hortal et al.(2010), 

Speziale and Ezcurra.(2011), Wasowicze et al.(2013)

++ LeRoux et al.(2013)

+ Timmins and Williams(1991), Pysek et al.(2002), Arevalo et al.(2005)

Management

+++ Spear et al.(2013)

++ Crossman et al.(2011), Höfle et al.(2014)

+ Song(2005), Kim et al.,(2013)

Species & 

Vegetation 

Structure

Species 

property

+++ Yang and Kim(2003), Garcia-Serrano(2007), Oh et al.(2008b)

++
Crossman et al.(2011), Lososova et al.(2012), Maringer et al.(2012), 

LeRoux et al.(2013), Hulme(2014), Vicente et al.(2014)

+
Pauchard and Alaback(2006), Hortal et al.(2010), Bigirimana et al.(2011), 

Spear et al.(2013)

Local-species 

richness

++ Arevalo et al.(2005), Speziale and Ezcurra(2011)

+
McDonald et al.(1986), Mckinney(2002), Pysek et al.(2002), 

White and Houlahan(2007), Allen et al.(2009), Bigirimana et al.(2012)

Vegetation 

structure

++
Alston and Richardson(2006), Lee and Kim(2009), Speziale and Ezcurra(2011), 

Höfle et al.(2014)

+ Kil(2004), Timmins and Williams(1991), LeRoux et al.(2013)

Canopy

(Light intensity)

+++ Emilio et al.(2004), Kil(2004), Alston and Richardson.(2006), Chen et al.(2014)

++ Kil(2003), Pauchard and Alaback.(2006), Maringer et al.(2012), Kim et al.(2014)

+ Cabin et al.(2002), Bigirimana et al.(2011), Nikolic et al.(2013)

Dist. from 

Seed source

+++ LeRoux et al.(2013), Höfle et al.(2014)

+ Maringer et al.(2012) 

NDVI + Lemke et al.(2011), Spear et al.(2013)

Litter depth

+++ Kim et al.(2014)

++ Maringer et al.(2012)

+ Emilio et al.(2004), Arevalo et al.(2005), Alston and Richardson(2006) 



165침입교란종 개념 정립  향요인 고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외 연구를 고찰한 결과, 국외 연구는 침

입교란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지형  요인, 

기후  요인, 인  요인, 종특성  식생구조

 요인에 해 반 인 연구가 진행된 반면, 

국내 연구는 지형  요인 혹은 개별 종의 특성

에 국한된 연구가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 도로 등 인 인 요인을 고려한 향

측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침입교란종의 향요

인을 종합 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평가  측뿐만 아니라 생물학  방제 등 

리와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IV.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침입교란종을 생태계에 균형

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의 우려가 있는 혹은 기존 

생태계  동․식물에 사회 ․경제 ․환경  

피해를 입히는 도입종으로 생물다양성  생태

계의 건강성 증진을 한 리 상으로 정의하

다. 이는 국내법으로 생태계교란생물내 토착

종의 리가능성을 포함하 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생물종 지정에는 외래생물만을 상

으로 하고 있어 실 인 리 상 설정에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기 때문이다. 

리 상으로서 침입교란종의 출   분포, 

확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한 결과, 지

형  요인, 기후  요인, 인  요인, 종특성  

식생구조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국외 연구에서는 다각 인 측면에서 침입

교란종에 향요인  리 략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토양, 캐노피 등의 매

우 제한 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침입

교란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  감방안을 

종합 으로 단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연구가 

실한 실정이다. 

향후 국내 침입교란종 연구는 첫째, 지형 , 

기후 , 인   종특성․식생구조  요인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서식지 특성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침입교란종의 일반 인 서식특성 

뿐만 아니라 개별종의 서식특성에 한 연구가 

Figure 3. Importance of Influen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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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번식압력 혹은 도입압

력을 뜻하는 Propagule pressure의 개념을 토

로 유입  확산경로에 한 메커니즘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 철도 등 토지이용에 따른 유입

경로  확산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입경

로 차단 등 확산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

입 후 발아확률,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생구조 모델을 개발하

는 등 도시생태계 리차원에서의 장기 리

략  계획 수립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침입교

란종의 개념과 향연구를 상으로 실시하

다. 특히 국외 연구의 경우 아 리카 등과 같이 

넓은 지역  다양한 기후 를 상으로 한 연

구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화하여 국내에 용하

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침입교란종 서식 

반에 한 향요인 검토  국내의 향후 침

입교란종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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