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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생태조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부분의 생태조사

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해 생태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사자료를 이용한 생

태계의 현황 진단, 생태계의 시계열적 변화 해석 및 평가 등과 같은 고차원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2. 연구의 목적

장기적 도시생태계 관리정책 마련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진단적 평가

방안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파악방안

서울시 자연환경 변화의 예측방안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과 생태조사 지침(안) 마련

3. 연구의 내용

국내·외 사례연구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진단적 평가 방안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파악 및 예측 방안

서울시의 장기적 생태조사 방안

생태조사 지침(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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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결과

1. 국내·외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사례 비교 검토 결과

독일·미국 사례

베를린 환경지도는 베를린시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주제도의 역할

을 하면서도, 각종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기초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음. 여기에는 8가지의 주제 즉, 토양, 대기, 수질, 기후, 비오톱, 토지이용, 교통/

소음, 에너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도시환경지도집이 포함됨

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산림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

파악과 주요 오염원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함

미국의 볼티모어시와 피닉스시의 경우 환경요소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베를린시는 조사지역을 도심지와 배후지의 산림지역으로 한정하였으나, 미국의

볼티모어시와 피닉스시는 조사지역을 거주지, 산림지, 도시공원, 상업지, 강과

하천 등으로 하여 생태적인 환경구분이 명확한 지역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연

구를 수행함

독일은 대기오염 영향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식물, 토양 등의 현장조사가 이루

어지고, 임계 부하량(Critical Loads)개념에서 유해환경인자의 관리 방안을 도

출함. 한편 미국은 생물적요소와 비생물적요소를 포함하여 환경구분이 명확한

도시생태계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특별히 선정된 두 개 도시를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 하고자 계획하였음

독일과 미국 모두 조사대상지점을 4km × 4km 격자상에서 선정하여 비교적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하지만 조사방법에서 독일은 대기오염, 식물, 토양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생물지표종으로 지의류를 선정하여 지표종의

변화 추이를 관찰함. 이에 반해 미국은 토양, 식물, 기후, 야생동물, 수문, 사회

상, 지역모델링, 교육분야 등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환경요소 전반에 걸쳐

조사하였고, 특히 야생동물 분야에서 조류(bird)의 번식과 생육, 조류상 변화

추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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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활용측면에서 독일은 연구목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양적 저감과 영

향 저감에 부응하여 10여년 간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북유럽 국가간의 오염물

질관리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반영함. 이에 반해 아직 연구 초기단계인 미국은

주로 기본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

고자 하였음

국내 사례

한편 국내 모니터링 사례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니터링의 주요목적은 대

부분 생물종 분포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생

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일부사업 즉, 도시생태현황조사와

비오톱유형별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연구에서는 생태지도 작성, 자연환경정보

의 GIS DB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환경 보전대책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려고 시

도한 바가 돋보이기도 함

하지만 1987년부터 주기적으로 시행된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를 제외하고는

1∼3년 내외의 단기 모니터링조사에 그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조사의 연속

성이 결여되어 일회적 조사에 그치고 있고, 그에 따라 단기적인 현안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 마련에 한계를 드러

내고 있음

2. 도시생태계 진단적 평가방안

생태도시 관리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끝에 도시에서의 생태학 연구들은

인간에 의해 창출된 환경들이 특정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것과 이러

한 생물종들이 유사한 조건하에서 재발생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음.

그 이후로 도시의 생태적 측면들이 깊이 연구되어졌고, 곧 도시의 생물군집은

단순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Sukopp, 1998)

하지만 다양한 압력요소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도시생태계를 명확히 이해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도시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생태

계 영역을 크게 구조, 기능, 변화 등 3가지 요소로 구분함. 여기서 구조는 생

태계 구성요소의 공간적 패턴을, 기능은 생물, 물, 바람, 물질, 에너지의 이동과

흐름을, 그리고 변화는 시간에 따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함(Sukopp,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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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의 진단적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즉, 구조, 기능, 변화 측면

에 대한 주요 지표설정과 장기적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함

3. 도시생태계의 변화 파악 및 예측방안

체계적인 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환경정보시스템이란 환경행정의 수행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환경정

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를 의미함. 특히 선행되어야 할 환경

GIS DB구축사업의 추진에서는 시스템의 통합 장애 발생뿐만 아니라 GIS DB

의 중복구축으로 인한 낭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사적 GIS(enterprise GIS)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공통주제도의 수치지

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DB 통합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생태계 구조-기능-변화의 장기모니터링

현재 서울시에서는 생물적 환경(비오톱)을 제외한 여타의 환경정보들은 자동

또는 수동측정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비오톱 자료의 경우에

는 공간적 패턴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미 일차로

이루어졌고(1999∼2001), 현재도 이를 정교화 하기 위해 일부 대표비오톱을 대

상으로 정밀조사연구에 의한 비오톱 유형별 생태적 특성규명 작업이 진행중임

(2001∼2003 완료 예정)

이들 조사연구의 목적은 주로 생태계 구조 파악에 머물고 있으며, 예정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 구조의 변화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두 가지 도시생태계 조사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은 기능측면에 대한

연구가 배제되었다는 것임

결론적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태도시 조성 및 도시생태계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생태계 현상과 변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

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한강생태조사연구와 이미 수행

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오톱 조사 그리고 새로이 시작된 대표비오톱

을 대상으로 한 정밀생태조사를 일부 보안하여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할 것임. 추가로 도시생태계 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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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함. 단, 일부 기존의 측정망 자료들(기상측정망, 대기오염측정망)은 그

대로 활용함

III. 정책제안

1.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모니터링 방안

첫째,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완성된 현존식생도 제작에 초점을 둔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을 5년 주기로 반복해서 수행

둘째, 올해(2001년) 시작된 동물상을 포함한 서울시 대표 비오톱 표본지를 대상

으로 한 생태조사를 5년 주기로 반복(서울시 도시생태계 구조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이상 두 연구사업에 모두 흡수하여 시행함)

셋째, 한강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한강생태계 조사를 현행 3년

주기로 반복함. 단, 연구방향이 유역단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구범

위에 지천을 포함하며, 시험 소하천 유역에 대한 구조-기능 장기모니터링 연구

를 추가함

넷째,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기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연구를 새로이 시작함

2. 도시생태계 기능 장기 모니터링 신규 연구사업의 시행

연구목적

도시 생태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 파악

서울시 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해석 및 요인 평가

향후 생태계의 변화 예측

바람직한 도시생태계 미래상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생태지도 포함) 제공

연구조직

연구기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학, 관련기관 및 단체

주관기관: 서울시 환경기획과(근거: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례)

지원기관: 서울시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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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 범위

서울시 전지역과 주변지를 대상으로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를 선정

중점조사지 선정 : 북한산, 남산, 관악산의 신갈나무림(대표수림), 소나무림(보

존수림)의 현장답사 후 연구대상지 선정

약식조사지 선정 : 서울시와 주변지를 TM좌표상 4km × 4km의 광역적 격자

교차망에 근거하여 현장답사 후 녹지(가급적 신갈나무림 또는 소나무림)를 중

심으로 연구대상지 선정

3. 모니터링 영역

식생기능 변화 분야

생물량과 생장량 측정: 초본에서 일차생산량과 순생산량을 파악하며, 목본에서

임목의 상대생장식을 유도하여 수목의 상대생장률을 구하고, 현존량과 연순생

장량을 파악하여 변화의 양상 추정

잎(활엽/침엽)의 성분: 잎의 성분을 분석하여 영양상태 파악과 영양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개선 방향과 대책 제시

낙엽분해율: 주요 영양염류 성분의 변화와 동태 파악

나이테 분석: 나이테 분석을 통해 수목의 임분 성장 내력을 파악하며, 산림생

태계와 도시생태계에서 환경변화와 기후조건에 따른 생장관계를 분석

입지환경 변화 분야

수분순환

토양 물 수지: 토양내 유효수분의 흐름과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물 수지 변

화에 따른 녹지생태계의 변화 분석 및 예측

양분순환

토양조사: 토양단면의 특성을 파악하여 토양형(soil type)을 분류하고 도시와

산림지에서의 토양 조건 및 특성을 비교 분석

토양 영양물과 오염물의 동태: 토양내에 영양물질과 오염물질의 공급원과 수용원

을 파악하고 영양물질의 용탈 및 고정 과정과 중금속의 축적 및 방출 과정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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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을 검토하며, 토양산성화의진단과 향후변화를 예측

기후변화

기상: 녹지와 도시에서의 기상변화에 따른 식생 구조와 기능의 변화 파악 및 예

측(단, 약식조사지에 대해서는 기상측정망 자료로 대체하고 추가조사를 생략함)

대기변화

대기강하물: 대기강하물의 성분 분석을 통해 물질 흐름을 파악하고 대기오염

에 따른 대기강하물질의 변화를 예측하고 개선방안 제시(기존 산성우측정망

자료가 소수 있으나, 조사내용이 산도에 그치고 있어 약식조사지에 대한 조사

를 추가함)

대기질: 도시생태계내의 대기오염을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여 관리방안

제시하며,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관리

방안 도출(단, 약식조사지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측정망 자료로 대체하고 추가

조사를 생략함)

생물다양성 변화 분야

식물상과 식생: 현존하는 전체 식물종목록 작성과 귀화종 분포 파악 및 개화와

개엽시기 변화 파악을 통한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며, 도시생태계내

의 식물분포를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제시

조류상: 출현하는 조류종목록 작성 및 활동 서식 밀도를 파악하여 분포도를 작

성하고, 도시생태계의 조류분포를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제시

곤충상: 출현하는 곤충종목록을 작성하고, 도시생태계의 곤충분포 변화를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제시

중대형 토양 동물상: 출현하는 중대형 토양 동물종 목록을 작성하고, 도시생태

계에 출현하는 토양동물종을 통해 오염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징후를 평가 분

석하여 관리 방안 제시

생물지표종(지의류): 연구대상지별 생물지표종의 활착정도와 대기오염 관련 자

료를 비교 분석하고, 국지적인 대기오염 관리 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향후 개선

방안 제시

- vii -



평가 및 관리기법개발

생태계 평가

기능 평가: 분야별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상의 변화와 기

능을 진단적으로 평가하고 해석

생물다양성평가: 생태계의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저항성과 회복 능력 진단과

변화파악

생태계 관리기법개발

정보시스템구축과 GIS/RS 활용: 연구의 결과물을 일반인의 이해와 광범위한

활용에 적합하도록 지도로 제작함

생태계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 개발: 도시생태계 기능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 방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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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서울시는 민선시정을 맞아 시정 목표를 시민 삶의 질 제고에 두고 자연환경회복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99년 3월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자연환경보

전조례를 제정하고,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

사를 실시토록 명문화한 바 있으며(제14조), 정밀 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정밀 또는 보완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또

한 시장은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관련정보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이처럼 생태조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부분의 생태조사

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자원

을 투입해 생태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사자료의 고차원적 활용 예를 들면, 서울시 생태계의

현황 진단, 서울시 생태계의 시계열적 변화 해석 및 평가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 . 연구의 필요성

장기적인 도시생태계 연구는 비교적 그 역사가 짧으나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불

러 일으키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단기간의 생태조사 연구결

과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관련 연구축적이 불충분한 도시생태계 관리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정책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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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생태계 관리는 도시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의 축적이 미흡하며 특히, 장기연구가

필요한 도시생태계 기능과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도시생태계 연구는 도시생태학 학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도시생태계 변화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상현상(스콜, 엘

리뇨, 라니뇨, 지구온난화, 도시열섬효과, 열대야 등)의 원인을 찾고, 도시환경문제에 적

절한 관리방향을 찾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셋째, 도시생태계의 장기적인 연구는 시민들에게 도시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상

호작용 원리를 이해시키고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연구지

역과 연구체계는 시민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에게 전문지식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

넷째, 도시생태계 내에는 여러 가지 환경인자가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복잡한 현

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한 자료의 해석으로 각 환경인자의 영향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를 들어, 강우시 산성도의 변화나 도시녹지에서 양분 손실량의 변화 등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원인을 가려내

고 그 영향의 정도를 밝히는 데에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도시생태계 제반 현상을 추정하고 도시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수많은 모델

이 개발되었으나, 실제의 자료를 통해 그 유효성 여부가 검정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도시생태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아

직 국내에서 그 사례가 전무한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의 국외 사례들을 수집 정리하여

분석하고, 서울시 생태계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한 후에, 서울시에 적합한 장기적 변

화 파악 방안으로서 서울시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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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기적인 도시생태계 관리정책 마련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진

단적 평가 방안,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파악 방안, 서울시 자연환경 변화의

예측 방안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과 생태조사 지침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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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서울시 전역(서울시 주변지 일부를 포함)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특성 전

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방법을 고찰한다.

2) 내용적 범위

(1) 국내외 사례 연구

아직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 사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국외 도시생태

계 장기 모니터링 사례와 국내 생태계 모니터링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한다.

(2)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진단적 평가 방안

현재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자연환경 실태와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진단적 평가 방안을 도출한다.

(3)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파악 및 예측 방안

도시생태계의 변화 파악 및 예측 방안을 고려하여, 미래에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

기적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4) 서울시의 장기적 생태조사 방안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대안으로써 장기적 도시생태계 모니터링 방

안을 도출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모니터링 계획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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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조사 지침(안) 작성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계획안에 선정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수행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규합하여 생태조사 지침(안)을 작성한다.

2 .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선행 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례들

을 수집 정리하여 종합한다.

(2) 전문가 자문

장기 모니터링 계획안과 세부 항목의 전문적인 연구 및 계획안은 모니터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서면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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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도시생태계 관련연구

성과 검토

제1절 도시생태학

제2절 도시생태계



제II장 도시생태계 관련연구 성과 검토

제1절 도시생태학

1. 도시생태학의 정의

도시생태학이란 용어는 첫 번째 생물학의 한 분야, 즉 도시 지역과 관련한 생태학

이고, 두 번째 정치학이나 계획 측면에서의 도시의 경관 생태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Sukopp & Trepl, 1993). 이 두 가지 측면은 별개의 다른 의미

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생물학의 분야로서 생태학의 의미는 생물들간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도시생태학은 생태학적인 방

법으로 도시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연과학으로서 도시생태학은

매우 젊은 학문이며, 도시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오랫동안 연구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

되어 왔다. 이는 식물과 동물들이 도시환경에서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도

시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 군집들은 우연의 산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러한 양상과 원인을 밝히는 시도들이 무익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지

난 25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도시의 생태적 측면들이 깊이 연구되었

다. 그 결과 도시의 생물군집은 단순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Sukopp, 1998).

초기에 도시에서의 생태학 연구들은 인간에 의해 창출된 환경들이 특정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것과 이러한 생물종들이 유사한 조건하에서 재발생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분석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다양한 서식지와 생물군집을 포함한다

는 것이다. 다양한 종들이 도시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종종 도시의 배후지역에서보다 더

다양하게 출현하기도 한다.

근교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지역을 그 배후지역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서 배후지역이라는 용어는 공간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될 수는

없으나 기능적으로 도시와 연결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진다. 도시와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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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이의 관계는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인접 배후지역 혹

은 교외지역은 멀리 떨어진 배후지역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도시지역들은 오늘날

식량, 원료, 자연자원들을 멀리 떨어진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의 배후지역으로부터 공급

받는다. 잘 발달된 육상, 해상, 공중의 수송망이 이러한 거대한 양의 재화와 자원을 수

송 가능하게 한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들 사이의 점증하는 비차별성은 따라서 사회 경제적 문제

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문제도 야기한다. 우리는 지구적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

고 있으며, 우리의 도시들은 생태적 의미에서 바로 인접한 배후지역내의 시스템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생태학적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생태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

적인 것은 도시 공간에 대한 생태적인 이해이다. 도시는 다른 자연 공간과는 달리 인

간의 토지이용이 집중적이며 이를 위한 계획이 적용된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 공간에

대한 생태적인 고려와 이를 기존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생태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모든 과정은 도시생태계를 연구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2. 도시생태학의 연구 동향

1) 국제생태학회에서의 연구 동향

도시생태학 연구 모임인 INTECOL이 1974년 Hague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생태

학회에서 설립되었다. 처음 4년간은 Dr. LaNier가 의장직을 맡았다. 이후 4년마다

INTECOL학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많은 문헌과 정보가 교환되었다(Sukopp, 1992).

1986년에 제4차 국제생태학회에서 처음으로 도시생태학분과가 설립되었고, 5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이후 1990년의 제5차 학회에서 8편이, 1994년의 제6차 학회에서는 18편

이 발표되어 도시생태학에 대한 학자들간의 높은 연구의욕을 보여주었고(김, 1997),

2002년에는 제8차 INTECOL학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시생태학의 최근의 연구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제6차 국제생태학회에서 발표되었

던 연구논문의 제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논문은 도시의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도시와 관련하여 사회 혹은 경제에 관한 연구는 배제하였다(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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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bitat corridors for animals and plants

(2) Urban influences on the structure and species composition of deciduous wood

-land

(3) Plant species composition in cities : how many species can survive in urban

area

(4)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of tree on stone walls in urban Hong Kong

(5) Analysis of bird distribution in Tokyo using LANDSAT data

(6) Changing distribution of the house martin (Delichon urbica) in south Manche-

ster during the 20th century

(7) Effects of landscape structure on the distribution of birds in an urban-rural

area

(8) Urban ecology of palm caterpillars : spatial patterns in pupal mortality along

an urban gradient

(9) Ecologic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urban environment

(10) Realizing the ecological potential of post-industrial landscapes

(11) Assessing habitat uniqueness and habitat quality

(12) Prospects for the persistence of western burrowing owls in an urban

environment

(13) Light attenuation by trees and urban landscape design

(14) Development of roof vegetation of different substrates

(15) The management of school grounds by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

partnership in ecological education

(16) Swimming pools as a conservations site in the urban area for dragonflies

(17) Aquifer water quality in relation to land use pattern: a case study of

typical urban settlement

(18) Impact of the Ganga action plan on water quality of the River Gang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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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식물학회에서의 연구 동향

1987년 제26차 국제식물학회에서는 심포지움과 포스터 발표에서 연구 주제를

Plants and plant communities in the urban environment '로 정하여 처음으로 도시생

태학에 관련된 학회를 개최하여 도시생태학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발표된 21편의

연구 논문은 Sukopp 등이 정리하여 Urban Ecology(1990)"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다음은 도시생태계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 단행본으로 출판된 Urban Ecology"

에 포함된 논문의 제목들을 제시한 것이다.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도시환경내의 식물

과 식물군집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

(1) Urban ecology and its application in Europe

(2) Urban vegetation research in European Comecon-countries and Yugoslavia :

A review

(3) Some responses of flora and vegetation to urbanization in Central Europe

(4) Research on the anthropogenic migration of plants and naturalization. Its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5) Species/area and species/ inhabitats relations in European cities

(6) Comparison of the vegetation and flora of the West Bohemian villages and

towns

(7) Historical approaches to urban ecology. Methods and first results from a case

study (L beck, West-Germany)

(8) Natural and semi-natural plant communities of the city of Prague, Czech-oslo

vakia

(9) The forest and urban greening in Shanghai

(10) Changes of flora, vegetation and urban biotopes in Berlin (West)

(11) Spontaneous woody vegetation in cities

(12) The importance of vegetation for the urban climate

(13) The living conditions of plants on the roofs of buildings. A prelimina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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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awns in German cities. A phytosociological comparison

(15) Recent changes in forest vegetation in an area on the outskirts of Berlin

(16) Synanthropic woody species in the urban area of Berlin (West)

(17) Epipactis helleborine in gardens and other urban habitats. An example of

apophytism

(18) Grid mapping of broyphytes in Berlin (West)

(19) Synanthropization of the Polish mycoflora

(20) Changes of fungal growth under different climatic conditions in aircondit-

ioning filters

(21) Changes of vegetation and pollen respiratory tract allergies on Prague sample

3) Council of Europe

1981년 영국과 독일의 연방의회 모두가 참여하여 중소도시와 도시의 자연보존 연

구모임이 설립되었고, 이후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스, 키프로스가 연구에 함께 참

여하였다. 연구의 성과는 도시의 자연(Sukopp & Werner, 1982; Sukopp, 1992에서 재

인용) 과 도시지역에서의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전(Sukopp & Werner, 1987; Sukopp,

1992에서 재인용) 등 2개의 문헌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4) UNESCO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유네스코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은 인간이 만든 서식공간

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종조성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에서의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다양성, 생물군집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에 대한 첫 번째 연구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이념은 각 항목내의 시스템 분석과 모델링 작업을 위해 표준화된 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모두 14개 주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다수의 항목이

지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생물권내의 인간의 간섭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실험에 이용되며, 생물종다양성 보존

을 위한 생물권 보존지구의 세계적 망을 구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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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UNESCO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주제 항목

No. 주 제

1 인간의 활동이 열대, 아열대의 삼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온대와 지중해 삼림 경관에서 다양한 토지관리에 의한 생태적 영향

3 인간의활동과토지이용이온대에서건조지대에이르는 방목지-사바나와초지에 미치는영향

4 인간의 활동이 건조, 반건조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5 인간의 활동이 호소, 늪지, 강, 삼각주, 강어귀, 해안지대 등에 미치는 영향

6 인간의 해안 활동이 산지와 툰드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7 도시 생태계의 생태학과 합리적 이용

8 자연지역과 이에 포함된 물질의 보존

9 해충 관리와 비료 사용이 육상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10 대규모 공사가 인간과 인간활동에 미치는 영향

11 에너지 이용을 강조한 도시 시스템의 생태적 측면

12 변화된 환경과 인간에게 적합한 인구통계학적 상호 작용

13 환경질에 대한 인식

14 환경 오염이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

자료출처: 송인주. 2001. 「생태도시의 이해」,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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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생태계

1. 도시생태계의 정의

Tansley(1935)는 생태계를 특정 지역내의 생물군집과 비생물환경 사이에 상호관계

가 일어나는 통합된 계(system)라고 정의하였다. 모든 생태계는 도시생태계를 포함하

여 개방계(open system)이다.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유지를 하려

면 생태계에 입력환경과 출력환경이 결합되어야 한다(Odum, 1983).

도시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도시와 자연생태계 사이의 구조와 기능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김, 1997).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Tansley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

생태계는 식물 동물 미생물로 구성된 생물군집과 햇빛 온도 물 흙 따위로 이루어진 비

생물환경 사이에 균형 잡힌 물질순환과 에너지흐름을 통한 상호관계가 일어나며 자기

유지를 하는 계이다.

한편 농경생태계는 인간에 의하여 자연생물군집이 특정 생물종으로 바뀜으로서 종

다양성이 낮고 햇빛 이외에 약간의 외부에너지(인력과 화석에너지)가 보충되지만 자기

유지를 하는 계이다. 이들에 비하여 도시생태계는 주로 인간과 자연으로 구성되는데

인간은 특이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연(주로 생물군집과 지형)을

변형시키고 외부로부터 다량의 물질과 에너지를 도입하여 생산품과 폐기물을 생산하여

배출하며 왕성한 대사활동을 하는 인공생태계이다.

생태계의 대사를 살펴보면, 자연생태계는 태양에너지만으로 자기유지를 하는 독립

영양계이며 해양이나 산림과 같이 각각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지만, 도시생태계는 태

양에너지 이외에 화석과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하여야 유지되는 종속영양계이며 독립하

여 존재하지 못한다. 농경생태계는 물질 및 에너지대사가 도시생태계보다 자연생태계

에 가깝다.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는 능력은 모든 구성원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관계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에 반하여 도시생태계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관계가 매우 적게 일

어나며, 이들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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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환경으로서 도시

도시생태계는 일련의 속성을 통해 비도시생태계와 구분이 된다. 도시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부분의 환경 인자들을 도시 외곽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들의 조합은 도시지역

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생태계와 종조성을 이루었다(Sukopp, 1998).

(1) 기후

도시는 특징적인 기후를 나타낸다. 도시의 열 균형은 토양표면 또는 토양 기질의

변화를 통해, 건물난방과 같은 추가 열원을 통해 그리고 대기 중에 미세 물질의 축적

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방사관리, 토양과 대기에서의 열이동, 증발은 도시

주변과는 상당히 다르다. 온실효과는 건축물과 토양의 열용량 증가와 함께 연평균 0.5∼

1.5℃의 대기 온도 증가를 가져온다. 열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지역은 주변 환경보다 평균

적으로 더 건조하다. 평균 풍속은 건축물 구조에 따라 10∼20% 감소하여 안정된 기상 조

건에서는 대기 순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물질수지

수백년 또는 수천년 동안 물질의 유입은 유출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도시에서 토양표면

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지하수위는 지표면의 토

양 포장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강우 침투 감소와 지하수 이용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를 통

해 도시 토양은 도시 형성 이전의 상태보다 더 건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토양이 모

두 건조해진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녹지의 토양은 추가적인 물공급으로 비교적 덜 건조

하다. 또한 대부분의 토양은 대개 심하게 부영양화되었으며 토양 답압이 심한 상태이고 공

업지역, 매립지, 관개수로, 길가의 주변부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3) 건축물

건축물들은 표면 구조상 자연 암석과 비교할 수 있다. 미기후는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건물의 외벽은 경사에 따라 높은 온도로 지속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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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적인데 일부는 지속적으로 난방이 되기도 한다.

(4) 생물서식지

도시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균질한 서식지라 할 수 없다. 토지이용에 따라 공간이 분

리되고, 모자이크 형태의 비오톱들이 존재한다. 비오톱들은 대개 서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

며 동일한 비오톱유형은 비교적 동질적이다. 토지이용은 자연적 요소들에 비하여 아주 중

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토지이용은 생태적인 지도제작의 출발점이 된다(<표 2-2> 참조).

도시의 서식지는 무엇보다도 환경요소의 시간에 따른 변이가 크다는 점에서 다른 비도시

서식지와는 상당히 다르다. 다양한 종류의 영향이 계속 가해지므로 역동성은 큰 편이나 그

변화는 다른 역동성이 큰 자연생태계와 비교하면 리듬성이 적다.

<그림 2-1>은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근교지역에서

생물서식환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Sukopp, 1998).

<그림 2- 1>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근교지역에서 생물서식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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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대도시의 전형적인 토지이용이 기후, 토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Sukopp & Weiler, 1988; 송, 2001에서 재인용)

토지이용 대기에 미치는 영향 토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 종 조성 동물 종 조성 새로운 종 이입·분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1.
주

거

지

정원이 있는

불투수 포장

도가 낮은

주거지

쾌적한 기후
풍부한 부식질, 부영양화, 의도

적인 살수

일반적인 목본, 적당한

습기와 영양물질을 필요

로 하는 종

잡식성 동물

새들의 먹이를 제공하

는 식물과 일부 관상

식물 분포의 중심지

오래된 자연스런 정원

불투수 포장

도가 높은

주거지

환경오염물질, 아황산

가스, 먼지, 온난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오염물질에 약한 종은

사라짐

주거지의 전형적 동물

종, 인공구조물 서식종

2. 공업지역
열, 특정생산물과 관련

된 오염물질

특정생산물과 관련된 오염 피

해, 토양 답압 증가

식물피해, 고유종과 오래

된 귀화종의 감소

인공구조물에 거주하

는 특정종

환경의 특성에 따른

특정종
오래된 공업지

3. 도시 내 유휴지
비교적 쾌적한 기후,
대기오염물질 침하

잡석, 석회, 중금속을 많이 함

유한 이용하기 어려운 터주토

양 형성

경쟁력이 약한 개척자

식물

터주토양에서 서식하

는 종

남부 원산지 종들이

서식

오랫동안 교란되지 않은

대규모의 터주지역

4. 녹지, 휴양지,
묘지

쾌적한 기후, 대기오염

물질 침하

과도한 이용에 의한 토양답압

증가, 침식, 부영양화(질소), 풍

부한 부식질

휴양을 위한 인위적 이

용에 저항성이 있는 식

물, 습한 지역에 자라는

초본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

종

초본, 관상용 식물 분

포, 외래종 분포의 중

심지(식물원)

숲과 같은 구조의 큰 공

원, 습지 초본

5.
교

통

시

설

도로, 길
온난화, 낮은 습도, 먼

지, 오염물질

토양답압, 불투수 포장에 의한

수분침투와 가스교환 감소, 염

분/납/카드뮴 침적, 기름유출,
가스/열 방출

가로수의 환경오염 피해,
염생식물 분포

길가에 서식하는 종

새로운 종, 특별한 식

물상, 초본씨앗 유입을

위한 통로

완만한 경사지, 키 큰 관

목림

철도 과열, 소음 제초제의 영향
제초제에 저항력이 큰

종

관목림과 터주지에 서

식하는 종
철도 주변식물의 유입 오래된 관목림과 터주지

수로, 항구

기후에 영향을 주는

증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부영양화, 열,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열대종의 귀화 물새의 부화지, 월동지 수로식물의 유입

교란되지 않은 만곡부와

수로

6. 폐기물 처리시

설, 매립지, 하

수관개지

열, 먼지, 냄새, 높은

습도

토양답압 증가, 불투수 포장,
부영양화, 독성물질/가스 영향,
토양 부식질과 영양물질 풍부,
지하수위 상승

성장저해, 영양물질이 적

고 건조한 육지에서 자

라는 종 사라짐, 개밀,
쐐기풀 종류 우점

개척자 동물상, 터주종,
영양물질이 풍부한 서

식지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종

생물분포와 확산의 장

소는 아님

오랫동안 교란받지 않고

천이가 진행된 곳, 배수

하천의 경사지, 저수지나

들의 진흙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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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생태계 연구영역: 구조- 기능- 변화

다양한 압력요소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도시생태계의 구조와 흐름을 명확히 이해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도시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

성요소의 공간적 패턴을, 생물, 물, 바람, 물질, 에너지의 이동과 흐름을, 그리고 시간에

따른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는 연구영역에서 구조, 기

능, 변화의 3가지 요소로 정의되어진다. 다음은 Sukopp(1992; 1998)에 의해 정리된 도

시생태계의 구조, 기능, 변화 특성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1) 구조적 측면

(1) 도시생태계의 구조적 특성

Sukopp(1992)은 도시생태계의 구조적 측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

리하였다.

첫째, 도시생태계의 구조적 특징은 비슷한 면적의 주변지역과 비교해 볼 때, 대개

분명하게 분리된 많은 수의 비오톱으로 대변되는 이질적인 생태계라는 것, 그리고 많

은 수의 도관식물, 무척추동물군, 조류군, 포유류군(대형육식동물을 제외)에서 외래종의

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많은 유럽도시에서는 내외부의 경계지역을 가지는 전혀 이질적인 지역들이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다. 많은 생물종들이 전혀 무관한 종들과 함께 중심지 혹은 변두리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Kunick(1980, 1984)와 Wittig et al.(1985) 등은 이러한 생물종

을 도시선호종(urbanophile), 도시부유종(urbanoeutral), 도시회피종(urbanophobic)으로 구분

하였고, 이들 생물종은 도시의 경계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셋째, 도시 중심지에서 관속식물 중 반정도는 외래종이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따뜻

한 남쪽지역이 원산인 종들이다(Saarisalo-Taubert, 1963; Kunick, 1974). 이러한 사실

은 동물과 곰팡이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Pisarski & Trojan, 1976; Erkkilä, 1986;

Klausnitz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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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적어도 유럽중앙의 평원지역에서는 도시입지조건과 유기물 이동 효과가 유사

한 경우 비교적 생물종의 수가 비슷하다. 서부와 중부 유럽도시지역에서 기후적인 차

이가 있으면서도 분포하는 외래종들의 수는 매우 유사하다. 또한 중부 유럽도시지역에

서는 기후적 변이와 지리적 변이에도 불구하고, 식재되어 번성하는 수목개체군들 역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토양과 기후 그리고 물의 변화는 식물계와 동물계의 변화와 일치한다

(Wittig, 1991; Klausnitzer, 1993). 도시면적이 확대되고(Falinski, 1971) 사람들이 도심

에 모여들수록(Blume & Sukopp. 1976; Wittig & Durwen, 1981)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와 지방을 비

교하고(Wittig & Durwen, 1981), 도시와 도시를 비교하여(Saarisalo-Taubert, 1963), 도

시의 내부와 외곽을 분석하는 것이다(Sukopp, 1968; Kunick, 1974). 도시 주변부에서

면적당 고유식물종의 수는 심하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분포하는 식물종의 수는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이 새로운 귀화종이 쉽게 정착하여 확산될 수 있는 장소

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중부 유럽도시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생물종의 수는 면적의

크기보다 주민수나 거주지의 밀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

시는 약 530∼560종, 인구 10만∼20만의 대도시는 약 650∼730종, 인구 25만∼40만의

오래된 대도시는 약 900∼1,000종,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는 1300종 이상의 생물종이

분포하였다.

(2) 도시의 식물상과 동물상

도시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의 크기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토양, 기후, 물,

생물상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한다. 특히 도시에서의 생물상의 변화는 생물종의 증가로

이어진다. 도시에 생물종이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Sukopp, 1998).

첫째, 다양한 도시 구조와 토지이용 패턴에 의한 도시 서식공간의 이질성이 나타나

고 이것은 생태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창출한다.

둘째, 도시는 인위적 영향에 의하여 생물종이 확산될 수 있는 장소이다. 거주지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과 교통에 의하여 비고유종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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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의 귀화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업과 교통의 증가로 인하여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산업혁명 이래로 도시는 실질적인 귀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오

래 전에 귀화된 경작지의 초본식생은 경작지가 확산의 최적지이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귀화종에게는 도심과 공업지역이 확산의 최적지이다. 특히, 정주지 주변에서 나타나는

종들을 터주식물(ruderal plant)이라 부른다. 도시 환경은 변화가 급격하여 개척자종의

확산을 촉진하는데, 개척자종의 대부분은 새로운 귀화종에 속한다. 생물종은 환경과 지

속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와 상응하여 발달하기도 하고 퇴화하기도 한다.

개척자종과 터주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바람에 의해 유포되며, 이 때문에 도

심의 유휴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식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도 도시 외곽보다는 도시에서 종수가 더 많다. 특히 도

시주변부에서 많고 도심이나 새로 조성된 공간에서는 비교적 종수가 적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종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 20개의 집비둘기 둥지에서 63종의

절족류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도시의 동물들은 인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도시 비오톱

에는 전형적인 도시 생물종이 분포한다. 하지만, 도시 환경의 영향으로 유전적으로 고

정되어 있는 해부학적 형태학적 특성들이 변화하여 나타난다.

도시에서 기존의 많은 동물 서식지들이 파괴되어 사라져가고, 그와 함께 서식지에

서 살아가던 동물들도 사라졌지만, 반면에 특정한 동물들에게는 자연 서식지를 대신하

는 새로운 서식지가 나타나고 있다. 산의 바위나 암석에서 살던 종들과 동굴 속에 살

던 종들이 도시에서 인공 암석의 역할을 하는 건물의 벽과 지하실이나 실내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3) 종군집과 생태계

도시생태계는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도시 외곽의 생태계와는 전혀 다르다(Sukopp,

1998). 도시는 약 20∼50% 정도의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외에 석유, 석탄, 천연가

스, 전력, 식량 등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더욱이, 태양에너지는 일차 생산의 생산량이 너

무 적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녹색식물이 아니며, 분해자 역시 도시생태계내에서 그 역할이 아주 미약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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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시생태계에서 소비자(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과 일부의 가축과 야

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의 유입이 매우 필요하다.

도시생태계에서 물질의 순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시생태계 그 자체뿐

아니라 주변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변화와 식물과 동물의 이

동만으로 도시의 식물과 동물의 종조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

물이 도시 지역에서 널리 분포하기 위해서는 대개 유전적 변화를 함께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상과 동물상의 급속한 변화가 생물의 새로운 서식

환경을 형성하며, 이러한 생물은 서로 다른 서식 환경에 적응된다.

도시 환경과 특정종과의 관련성은 특별한 환경 요소에 대한 생물지표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 남부 지중해의 Chenopodium botrys(명아주과 식

물)는 베를린 도심의 척박한 공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부 유럽의 도시에서

Hordeum murinum(벼과 식물)은 전형적인 도시 환경을 나타내는 귀화종으로 도시화

를 나타내는 생물종들이다. 중부 유럽의 대도시들은 유사한 환경조건과 교역 및 교통

을 통한 생물의 이동으로 서로 다른 도심지역에서 비교적 균일한 종조성을 이루게 되

었다. 중부 유럽도시들에서 나타나는 목본식물의 경우도 이들 지역이 각기 상이한 모

양으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기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점차 균일해지고 있다.

식물과 동물은 환경 영향에 대한 지표종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의류의 경우, 대기

오염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지의류의 분포 패턴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지의류가 분포하지 않는 도심은 지의류 사막지대로 묘사되며, 담장에서

살아가는 지의류는 종종 지의류 사막 지대에도 나타나기도 한다. 선태류의 경우에도

도심에서 뚜렷한 종의 감소를 보여 주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목본에 공생하는 지의류

와 선태류가 감소하는 이유에는 대기오염 이외에도 도시중심지의 습도가 외곽지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2) 기능적 측면

Sukopp(1992)은 도시생태계 기능적 측면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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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녹색식물은 도시에서 더 이상 생태계의 에너지 기초를 형성하지 않는다.

둘째, 도시에서는 토지이용의 모자이크 특성 때문에 생물적 연속성(biocoenotic

connections)이 발달되지 못한다(Klausnitzer, 1980). 태양으로부터의 자연적 방사에너지

가 토양 표면에 흡수되는 것만큼이나 많은 에너지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 유기체에 의한 도시기후 이상 효과는 대단히 크다. 반면 유기체들은 도시의 기후

조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후에 미치는 식물의 효과는 Stülpnagel et al.

(1990)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고, 특정한 생물생육의 스트레스 인자들은 대기오염, 겨

울 염분, 자연가스의 누출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식물과 동물 군집은 궁극적으로 자

신들의 생태계를 규제할 능력이 없다.

셋째, 식물상과 동물상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생물지리학의

“영역”에서 유기체와 대상지 사이의 독특한 결합방식을 발견한다.

넷째, 도시의 새로운 조건들이 개체군의 생태적 크기의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도시

화를 유도한다.

다섯째, 자연선택과 인간의 영향에서의 상황 변화는 인위적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

에서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종의 서식을 초래할 수 있다.

3) 변화 (역사적 측면)

Sukopp(1992)은 도시생태계의 변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인구의 도시 비율은 17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역사적으로 정

주지는 전공업지(무역상인과 장인으로 구성), 공업지 혹은 후공업지로 분류된다.

둘째, 도시에서의 오픈스페이스가 새로이 나타난 것일지라도 그것은 이전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토지내의 경작지 조건과 현재 생물군집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현재와 과거의 경작지 조건이 유사하다면 외부에서부터 중

심부까지 전반적으로 생물종이 감소한다. 이것은 기후요인, 생물기후학적 자료, 서리

피해, 대기오염, 종의 개체수 등을 조사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를 단순화한 모델과 그

생물권의 변화는 Sukopp(1968)에 의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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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래 전에 토착한 외래 식물군과 동물군, 특히 환경에 적응한 생물종도 도시

와 공업지역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넷째, 반면에 인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으로 1500년대 이후 그 지역에 정착

한 새로운 종들은 현재 도시의 중심에 분포하고 있다. 정주지의 크기는 2가지 측면에

서 새로운 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첫번째는 무역과 여행으로 인해 생물종의 이주

를 가능하게 하였고, 두번째는 정주지의 크기가 확대되면서 대상지의 조건이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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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사례



제III장 국내외 사례 연구

제1절 독일의 환경정보 관리: 베를린의 “환경지도”1)

1. 개요

70년대 환경정책의 인식부족에 대한 자각이 베를린시로 하여금 도시개발정책의 새로

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였다. 1979년 베를린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

로 한 경관프로그램(Landscape Program)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적

균형의 기능적 가능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 1981년 베

를린시는 도시개발 및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Urb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을 설치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계획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베를린시는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목적에 적합한 형태를 가진 환경정보가 부족함

을 인식하였다. 생태적 도시계획안이 없었으며, 녹지지역의 목록 및 지도도 없는 상황

이었다. 이러한 환경정보의 부족현상으로 연방환경국에서는 환경지도(Umwelt Atlas)제

작과 함께 관련 연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985년부터 1987년에 걸쳐 첫판이 Volumes

Ⅰ Ⅱ로 작성되었다. 그 후 5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VolumesⅠ Ⅱ에는 100개의 개별

적인 지도와 42페이지의 지도를 담아, 총 5000부가 제작되었다.

1986년부터 1989년에 걸쳐 연방환경국에서는 Ecological Planning Instrument

Berlin-Nature Balance/Environment”라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주요 주제

는 토양/지하수/과거오염지역/중금속 등이었다. 이 사업은 생태적 계획을 위한 도구적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베를린 환경정보시스템(Berlin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뿐만 아니라 생태적 평가와 계획을 위한 개념도 개발되고 실행되어졌다. 이 결과는

1990년에 출판되었다.

동 서독의 통일 후 동베를린시를 포함시켜 환경지도가 재제작되었다. 방법상의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 베를린을 위한 첫 번째 환경지도가 36페이지의 지도 편집을

포함하여 세권으로 구성되어 1994년부터 1996년에 제작되어 출판되었다.

1) 자료출처 :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umweltatlas/edua_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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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3년 동안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포함하는 시 전체에 대한 환경지도 작

성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환경지도는 그 자체가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주제도

의 역할을 하면서도, 각종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기초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지도는 베를린시의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환경현황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본축

척은 1/50,000 이다. 그러나 지역별 평가를 위해서는 1/ 1,000부터 1/ 25,000에 이르는 다

양한 축척의 지형도를 활용하였다.

표현의 정확성은 25,000여개 이상의 통계적 block 및 block segments들에 기초하였

다. 제시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베를린시 도시개발과의 환경보존/기술팀들에 의해 만들

어졌으나, 베를린시에 위치한 다른 기관들과 학교, 여러 연구소들의 공동작업으로 수행

되었다. 비교적 많은 전문가들과 컨설팅 회사들이 환경지도 준비과정 뿐 아니라 데이

터 구축과 지도의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지도 디자인의 주요 목적은 적절한 방식을 통

해 쉽게 읽히게 하고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오염정도가 낮

은 곳은 밝은 녹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묘사되었다.

2. 정보내용

독일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에서는 8가지의 주제 즉, 토양, 대기, 수질, 기상, 비오톱,

토지이용, 교통/소음, 에너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도시환경지도집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8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양

80년대 서독의 연방 및 주 정부에서는 토양보호에 관한 토론과 고려가 시작되었다.

1995년 베를린 토양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주요 목적은 토양에 장기적인 영향을 피하고,

토양의 자연적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토양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

은 토양의 상태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토양의 양적 질적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베를린시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토양이용, 피복정도, 물질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이 정보는 인간이 토양에 영향을 준 부하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다.

토양오염이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에 토지대장을 마련하였고, 중금속(납,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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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측정 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토양피복도, 토양이용도 등이 준비되었고, 대부분의

작업은 1 : 4,000 스케일의 컬러 적외선 항공사진을 근거로 하였다. 토양보호 대책계획

과 개별계획 수준에서 토양보호의 중요성은 토양의 가치, 적합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

여 결정된다. 토양지도는 토양의 특성과 기능의 평가에서 사용될 생태학적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오염물질과 지하수함량에 대한 완충능력을 포함한다.

2) 수질

베를린시의 도시개발과와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측정 프로그램으로 수질의 영양염류

부하, 오염부하량, 중금속함량 등을 분석하여 수질오염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서베를

린시에서는 매달 한 번, 그리고 동베를린시에서는 14일 마다 한번씩 150개의 대상지가

조사되며, 조사에는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세균학적, 방사선학적인 매개 변수들이 포함

된다. 제작된 지도에는 1991부터 현재까지 측정된 자료결과를 사용했으며, 지표수 수질

지도의 경우 94개의 사이트에서 99개의 측정결과를, 지표수의 엽록소는 59개의 표본지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영양염류부하를 반영하는 지표수 수질, 지표수 엽록소 지도는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제작되었다. 퇴적층내의 살충제, PCB(1989∼1992), 중금

속(1991) 등의 함량으로 베를린시 하천의 하상침전물의 오염부하 정도와 뱀장어와 같은

어류의 분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질 지도의 작성은 베를린시 수계현황의 파악,

수질관리, 생태계 파괴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3) 대기

대기분야는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사례의 일부로 베를린시에서는 1990년 이

래로 매년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과 기후현황 그리고

이들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생태적 영향을 관찰하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서식지의 토

양과 기후조건에 적응하여 생장하는 수목이 도시생태계에서 지난 수십년간 오염된 대

기에 의해 크게 훼손되어 왔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의 양적 질적 변화를 통해 산림생

태계의 장기적 변화를 관측하고 예측하였다. 또한 지의류를 생물지표종으로 이용하여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지의류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여 지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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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

베를린시의 경우 도심지와 산업지구의 기상은 건축 밀도 용도, 토양의 열 저장용량,

녹지율, 수분평형, 대기오염가스, 에어러졸과 열 에너지 등과 같은 요소의 과잉으로 인

해 온실효과와 유사한 열의 불균형으로 도시열섬현상과 같은 여러 환경문제들이 발생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기후에 관한 기상도를 작성하여 도심지 기

상 상태의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981∼1983, 1991∼1992와 1999∼2000년 세

차례에 걸쳐 기상도가 작성되었고, 종합적으로 37개의 모니터링 루트를 따라 3800지점

에서 162번의 모니터링 조사가 이루어졌고, 41개 모니터링 지점으로부터의 자료도 포

함되었다. 조사방법은 이동식 실지조사로자동차, 도보와 위성자료에 의거한 열적외선

(IR)영상에 의해 개개의 표면온도요소(지붕, 거리, 수관 등)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장기평균기온, 야간온도 및 습도 상태, 주 야간 표면온도 등과 계절별/년간 강수량

및 유출수 측정, 주 야간 생태기후 등의 기상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상적

관점에서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

5) 비오톱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년 동안 생물종보호프로그램 및 경관관리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베를린시에서 제작된 비오톱지도는 1995년 환경정보시스템을 위해 재작성되었으

며, 식생도, 임상도,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도면, 조류개체군도면,

자연보호지역 및 경관보호지역을 나타내었다. 이 도면은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

고 동식물서식지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한 선택적 비오톱맵핑법을 통해

작성되었다. 1984년 비오톱유형과 비교해보면 기호로 표시되었던 비오톱유형이 1995년

도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동베를린시 지역의 경우 비오톱유형

이 세분화되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6) 토지이용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로 도시는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따

라서 도시계획은 상호 이익에 따라 공간수요가 요구되며, 이러한 다각적인 요구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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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존의 토지이용 패턴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현재 베를린의 토지이용은

경관계획안에 따라 결정되는데, 토지이용 형태는 토양도, 식생유형 혹은 기후의 경계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생태적 도시계획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베를린 환경정보시스템

에서 도시의 발전부분 즉, 토지이용부분은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7) 교통/소음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자동차로부터 야기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은 더욱 증

가하였다. 교통사고의 증가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증가하였고, 도심에 인접한 지역일수

록 토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교통소음은 인간에게 신체적, 심리학적,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며, 이러한 소음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비행기, 철도, 산업

및 무역활동으로 인한 경우와 스포츠 같은 여가 활동에서도 발생한다. 소음은 집중력

과 관찰력을 떨어뜨리며 수면장애, 신경계, 심장혈관계, 고혈압, 청각 등 인간에게 건강

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베를린시와 주변도시의 교통량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

을 정도로 증대했고, 가까운 미래에 교통량의 감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

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함께 수반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지

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8) 에너지

도시지역내의 난방공급시스템의 기본적인 변화는 대기 중 물질에도 변화를 가져온

다. 베를린시에서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에 따라 대기 중 물질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용되는 에너지의 공급방식과 연료종류에 따라 대기로 공급되는

물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기오염물질로 문제되었

던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지도화하였다. 난방용과 비난방

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방출현황을 관찰하고 에너지사용에 대

한 효과적 관리와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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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독일 베를린 환경지도의 정보내용

분야 정 보 내 용

토양

토양구성(토양분류)

토양피복

토양과 식물의 중금속(납 및 카드늄)

과거 오염지역

지질

표토의 지화학적 분석(낙엽분해와 양분의 흐름)

표고

방사성물질

오수처리과정

수질

지표유출수의 수질(오염정도)

천층 지하수질

지하수의 오염취약성

지하수의 깊이

어류군 조사(종다양성, 수역별 출현빈도, 수역/종별 멸종위험도)

해안과 제방의 생태적 상태

우수 및 하수의 처리

물 보존구역과 지하수 사용

지하수 수위와 급수를 위한 담수지역

지표유출, 침투, 그리고 총 강수량의 유출(유량의 장기 평균치)

지하수온도

대기

SO2 방출과 오염정도

NOx 방출과 오염정도

분진

인접한 지역의 오존

생물지표종

유기가스의 발산 방출과 오염정도

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CH4, Benzol)

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NO2, 디젤엔진분진물)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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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 보 내 용

기상

장기 평균 기온

지표면 풍속

열수지량이 적은 야간의 온도 및 습도 상태

도시기상권역

주 야간 표면온도

기상 기능

강수 및 유출수 형성(계절별/년간 강수량, 유출수 측정)

주 야간 생태기후

비오톱

식물상과 식생

동식물군 보호지역(동물군: 지도화를 위해 특정 동물군의 선택이 필요)

삼림의 연령과 식생구조(녹지비율과 구조)

조류 번식 및 개체군 수의 비교

자연 및 경관 보호지구(자연접촉의 잠재성, 경관상 특징적 요소)

소규모 생물서식지 조사

토양피복도

토지

이용

도시화지역의 실제토지이용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 현황

오픈 스페이스의 개발

공공/주거지역 주변의 녹지 근접도

인구밀도

도시구조

건물 및 식재 높이

교통/

소음

교통량(연간 여행거리와 교통량)

도로주변 개발시 교통소음

녹지지역 소음(도시화지역의 주야 평균 소음량)

에너지

건물난방 공급지역

주요 난방방식(1차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방출량)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분류별/연면적별 이산화탄소 배출

전자기장
자료출처 : http:/ /www.stadtentwicklung.berlin.de/ umwelt/ umweltatlas/ edua_ 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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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사례

1. 독일(베를린) 사례

통일 전 독일에 베를린시(구 서베를린)는 독일의 여러 도시 가운데도 정치적 사회

적 배경에서 많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베를린

시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여기에서 사례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베를린시에서 도시생태계의 장

기적 변화 파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행된 연구로서 단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비오톱맵핑과 연속적이고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조

사이다.

1) 베를린 비오톱맵핑(Berlin Biotope Mapping)

베를린시 전반에 걸쳐서 단속적이고 대규모로 행해지는「베를린 비오톱맵핑」연구

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2).

1979년 베를린시에서 서식처와 자연환경정보DB를 수집하여 5년만에 비오톱맵핑

작업이 완성되었다.

2차 비오톱맵핑은 1995년에 자료가 갱신되었고, 지속적으로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비오톱맵핑 조사방법으로서 선택적 방법과 포괄적 방법 두가지 모두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베를린 도심전역의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을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료가 너무 상세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비오톱 유형을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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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독일 베를린 비오톱맵핑 사례

연구과제 독일 베를린 비오톱맵핑(Berlin Biotope Mapping)

연구목적

도시지역내의 공간 유형에 대한 생태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환경정보시스템의 기본적인 데

이터로서 생물종과 서식처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향후 도시지역의 생태 네트워크를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

연구기관

(연구지원)
Technische Universit t Berlin (Senatsverwaitung f r Stadtentwicklung)

연구

범위

공

간
Berlin 전역

시

간

1차-1979년조사를시작하여 1984년지도작성

2차-1995년 지도작성

계속적으로 자료갱신 중

내

용

조사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오톱에 대하여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을 조사

식물상과 식생, 동물상, 동물군 조사

소공간구조, 녹지구조, 토양피복, 자연접촉의 잠재성, 경관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자료

연구방법

식물상과 식생

동물군: 지도화를 위해 특정 동물군 선택

소공간구조: 작은 소택지, 수변경사지, 자생생울타리, 비포장지, 희귀종군락지, 벽비오톱,
울타리비오톱 등 자연보호와 관련된 소공간구조 조사

녹지비율과 구조

토양피복도

자연접촉의 잠재성: 형, 색상, 층위구조, 접근성, 구조의 다양성 등 조사

경관상 특징적 요소

활용

비오톱의 유형분류와 지도화를 통해 도시녹지의 관리, 계획 등에 활용

도시의 녹화나 공원녹지의 시설유지관리, 잔존녹지를 중심으로 한 생물종의 서식처와

잠재성 파악 등 보전·복원에 활용

자료출처 : 환경부. 1999.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
서울시. 2000.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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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베를린장기모니터링(Ecological Monitoring Berlin and Hinterland)

베를린시는 당면한 환경문제 중 가장 문제시되고 있었던 대기오염에 관심을 가지

고, 베를린시와 인접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1990년 이후부터 도시생태계에 대해 연속적

이고 국지적인 장기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3 참조).

1989년 베를린 대도시권에 인접한 산림생태계의 학제적 조사결과로 지속적인 생

태조사가 요구되어 베를린시와 주변 배후지의 여러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1990

년 이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장기 모니터링은 대기강하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는 녹지와 조경계획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모니터링은 크게 지표생물조사와 생태조사로 구분되었다.

생태조사결과는 베를린 비오톱맵 갱신에도 일부 기여하였다.

장기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기오염의 물질 및 영향 저감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ex)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목표기간 정하여 북유럽내 질소산화물 방

출농도 제한목표를 규정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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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독일 베를린 장기 모니터링(Ecological Monitoring Berlin and Hinterland)

연구목적

① 삼림 생태계 장단기적 변화의 측정

② 삼림 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③ 주요 오염원의 분석

연구기관

(연구지원)
Senate administration for urban development (European Union)

연구

범위

공간

① 독일 베를린과 배후지(hinterland)내의 소나무림지역

( ─ 실선 부분)

② 대조구로 숲 상태가 양호한 소나무-참나무림지역

( 부분)

시간 1990 ∼ 현재까지

내용

① 대기오염

② 식물

③ 토양

④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의류를 이용한 생물지표종 지도작성

⑤ 임계부하량(Critical Load) 개념에서 환경에 유해한 인자들을 평가

⑥ ⑤의 평가를 통해 관리 방안 도출

연구방법

모니터링조사는 4km X 4km 격자상에 36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

현장조사에서 비교대상지역인 삼림상태가 양호한 대조구지역에 대해서는 표본지에서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

며, 자연평형의 기능적인 작용을 오염원의 변화로 예측

모니터링은 크게 지표생물 분야와 생태분야로 구분

현장조사의 세부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활용

임계부하량 개념을 통해 오염물질의 관리(실제 이 자료를 기초로 2010년까지 목표기간으로 하는 질소산화물 방

출농도 등을 규정하는 협약이 체결됨)
베를린 비오톱맵 갱신에 기여

자료출처 : http:// www.sensut.berlin.de/ sensut/ umwelt/ uisonline/ monitoring/english/

대조구로 산림상태가 양호한

소나무- 참나무림 3지점

독일 베를린과 배후지(hinterland)내의

표본소나무림 조사대상지

대기

오염

퇴적물측정(강우량, H+ , SO4- S, NO3 - N, Ca, Pb 등)
기후학

대기오염 측정 (SO2 , NO2 , Ozon, 분진)

퇴적물측정 (강우량, H+ , SO4- S, NO3 -N,
Ca, Pb 등)

식물

침엽 훼손 진단 (4Type 분류)
생물량과 생장량 산출

교목층과 관목층의 활엽과 침엽 면적

초본층의 식물상과 식물 지도작성

삼림 회복의 동태 (dynamics)
균류 자실체의 지도작성

연간 성장한 나이테 분석

침엽 훼손 진단 (4Type 분류)
소나무의 침엽 면적

초본층의 식물상과 식물지도작성

균류 자실체의 지도작성

연간 성장한 나이테 분석

토양

토양 분류

영양분과 오염물질의 동태

수분 공급 및 흐름

낙엽 분해와 양분의 동태

중대형 토양동물상

토양 미생물학

세근체계

소나무 뿌리의 균근상

토양 분류

중대형 토양동물상

평가 임계부하량(Critical Load)

<표 3-3> 독일 베를린 장기 모니터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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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사례

미국은 1980년부터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LTER: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이 연구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미국내의 모든 생태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그 변

화양상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연구지역은 모두 24개 지역으로 환경인자와

비환경인자 전반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조사지역 가운데 도시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근래에 그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면서, 추가로 2개 도시가 도시생태계

연구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볼티모어시(BES : Baltimore Ecosystem Study)와 피닉스시

(CAPLTER : Central Arizona-Phoenix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가 집중적인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선정된 연구대상지이다. 이 두 도시의 장기 모

니터링 결과는 상대지역과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1) 볼티모어 (BES : Baltimore Ecosystem Study)

1980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은 자연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있

었는데, 도시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지역을 연구에 포함시킨 것은 1998년 이후부

터이다. 볼티모어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4).

도시지역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자 유역의 사회학적, 생물리학적, 환경

분야에서 각각의 요소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간활동에 의해 변화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된다.

도시의 거주지와 상업지뿐 아니라, 산림지, 도시공원, 강과 하천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장소가 조사지역에 포함되었다.

도시지역의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환경문제와 현재 상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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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닉스 (CAPLTER : Central Arizona-Phoenix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1998년 피닉스시는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대상지로 볼티모어시와 함께 선

정되어 현재는 연구 진행 중에 있다. 피닉스시에서의 장기 모니터링 연구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표 3-5).

인간의 직접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서의 모니터링이 요구되었고, 도시생태계내 각 인자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규명에 연구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지에는 도시공원, 거주지, 사막, 상업 공업지, 시외곽지, 강과 하천, 범람

지, 관목지 등 포괄적이면서 생태적으로 다양한 환경특성을 가진 지역들이 대상

지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지는 4km × 4km 격자로 나누어 "Survey 200" project 란 이름으로

CAPLTER에서 생태학적 특성과 시간과 장소에 따른 생태학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도시지역의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현재 생태계의 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

록 하고, 그에 따라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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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미국 Baltimore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사례

연구과제 미국 LTER(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 Baltimore Ecosystem Study (BES)

연구목적
대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의 생태학적 시스템을 이해하고자 유역의 사회학적, 생물리학

적,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각각의 요소에 따른 상호작용을 연구

연구기관

(연구지원)
Institute of Ecosystem Studie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연구

범위

공간

Baltimore지역내

① 동부 낙엽성 삼림지역

② 부도심의 농업지역

③ 도시공원

④ 강과 하천의 서식처

⑤ 거주지와 상업지역

시간 1998 ∼ 현재까지

내용

미국 LTER프로그램(1980시작)에서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반의 시스템을 조사하던 중

도시지역에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Central Arizona-Phoenix와
함께 도시생태계 추가조사지로 선정됨

환경요소(토양, 기후학, 하천과 유역의 연구, 식물, 야생동물)와 비환경요소(사회/인구

통계, patch 연구, 교육) 연구를 통해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의 변화를 조사하여 평가

하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연구방법

토양 - 토지이용과 식물 요소에 따른 토양 영양물질의 순환 변화 (질소의 유기화와

질화 및 탈질화 작용; 흔적가스: N2O, CO2, CH4 ; 토양단면, T-C, T-N, 중금속,
이온치환능, 중금속, pH, 수분함량)

식물 - sediment core, 화분, 토지이용, 녹지면적, 부영양화

기후학

야생동물 - 조류의 번식 및 생육 상태, 도시의 조류상, 삼림 patch
수문학 - 도시/농촌 수문학, 물/영양물의 평형

사회상

지역 모델링 - 공간 simulation 모델, 도시 경관분석

교육 -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계층의 대중에게 환경의 인지정도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조사 및 수렴

활용

도시지역의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

환경문제와 현재 상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인식하게 함

미국 LTER에서 도시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로 Central Arizona-Phoenix와 함께

선정되어 모니터링 결과가 비교자료로 이용됨

자료출처 : http:// www.ecostudies.org/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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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미국 Central Arizona- Phoenix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사례

연구과제 미국 LTER(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 Central Arizona-Phoenix LTER (CAPLTER)

연구목적
미국 장기 모니터링 연구에서 인간활동에 의해 직접적인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도

시지역에서의 모니터링이 요구되어 도시생태계 요소와 그 사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연구기관

(연구지원)
Arizona State University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연구

범위

공

간

Central Arizona-Phoenix 지역내

① Sonoran Desert 관목지역

② 도시공원

③ 거주지

④ 사막 patch의 나머지 지역

⑤ 상업과 공업 지역

⑥ 도시 외곽지역

⑦ 강과 범람원 지역

⑧ 오염배출량이 많은 강

시

간
1998 ∼ 현재

내

용

미국 LTER프로그램(1980시작)에서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반의 시스템을 조사하던 중 도시

지역에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Baltimore와 함께 도시 생태계조사

지로 추가선정

Survey 200 project 란 이름으로 CAPLTER에서 생태학적 특성과 시간과 장소에 따른 생

태학적 변화를 조사

연구방법

Sampling 지점은 총 206지점으로 3-5 년마다 반복되어 조사 (2000부터 시작)
조류종과 인간활동에 대해 206지점 중 40개 지역에서 년 4회 조사

조사대상지역을 격자 4km X 4km 크기로 나누어 다음의 항목을 조사

① Basic plot 특성

② 기록 사진

③ Observable landscape practices
④ 식생 면적

⑤ 토양 core (30cm 깊이까지)
⑥ 미생물 활성

⑦ 화분

⑧ 매립된 낙엽주머니와 수목의 분해정도

⑨ 절지동물의 다양성

⑩ 인간활동

활용

도시지역의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

악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됨.
환경문제와 현재상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인식하게 함

미국 LTER에서 도시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로 Baltimore와 함께 선정되어 모니터

링 결과가 비교자료로 이용됨.

자료출처 : http:// caplter.a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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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장기 모니터링 사례간 비교

1) 연구목적

독일과 미국의 도시지역 모두 인간활동에 의해 토지이용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도시생

태계내 환경변화에 관심을 두고 장기적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베를린시

의 경우에는 산림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 파악과 주요 대기 오염원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고, 미국의 볼티모어시와 피닉스시의 경우 환경요소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독일의 베를린시는 조사지역을 도심지와 배후지의 산림지역에 한정하였으나, 미국의

볼티모어시와 피닉스시는 조사지역을 거주지, 산림지, 도시공원, 상업지, 강과 하천 등 생

태적인 환경구분이 명확한 지역을 다양하게 선정하고 세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시간적 범위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은 독일의 베를린시에서 먼저 1990년에 시작되었고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미전역에 걸쳐 장기 모니터링이

1980년 시작하였으나, 도시생태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은 1998년부터 볼티모어시

와 피닉스시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3) 내용적 범위

독일은 대기오염 영향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식물, 토양 등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

고, 임계부하량(Critical Load) 개념에서 유해환경인자의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

국은 생물적요소와 비생물적요소를 포함하여 환경구분이 명확한 도시생태계 전반에 관

해 조사하고, 특별히 선정된 두 개 도시지역을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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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계획하였다.

3) 연구방법

독일과 미국 모두 조사대상지점을 4km × 4km 격자상에서 나누어 비교적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조사방법에서 독일은 대기오염, 식물, 토양 분야를 중점적

으로 조사하였고, 조사에 생물지표종을 선정하여 지표종(지의류)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

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토양, 식물, 기후, 야생동물, 수문, 사회상, 지역모델링, 교육분

야 등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환경요소 전반에 걸쳐 조사하였고, 특히 야생동물 분야

에서 조류(bird)의 번식과 생육, 조류상 변화 추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다.

4) 활용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결과의 활용면에서 독일은 10여년간의 축적된 연구

자료를 통해 연구목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양적 저감과 영향 저감에 부응하여 북유럽 국

가간의 오염물질관리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에 반해 아직 연구 초기단계

인 미국은 주로 기본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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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독일과 미국의 도시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사례비교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기관

(연구지원)
조 사 범 위

조 사 방 법 활용
공간 시간 내용

독

일

Ecological
Monitoring Berlin
and Hinterland

① 삼림 생태계 장단기

적 변화의 측정

② 삼림 상태의 지속적

인 관찰

③ 주요오염원의 분석

Senate
administration

for urban
development

(EU)

① 베를린과 배후지의

소나무림지역

② 대조구로 숲상태가

양호한 소나무-참
나무림지역

1990
∼

① 대기오염

② 식물

③ 토양

④ 생물지표종 지도작성

⑤ 임계부하량 개념에서 유해

환경인자의 평가

⑥ 관리방안 도출

모니터링조사는 4km X 4km 격자상에 36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

대기오염: 퇴적물측정, 기상, 대기오염 측정

식물: 침엽훼손진단, 생물량과 생장량, 목본면적,
식물상과 식물분포지도작성, 균류자실체 지도작

성, 나이테분석 등

토양: 토양분류, 영양물과 오염물 흐름, 낙엽분해

와 양분의 흐름, 토양중 대동물상 등

임계 부하량 개념을 통해 오

염물질의 관리(정책에 반영)
베를린 비오톱맵 갱신에 기여

미

국

Baltimore
Ecosystem Study

(BES)

도시지역의 생태학

적 시스템 이해와

각 요소에 따른 상

호작용의 연구

Institute of
Ecosystem

Studies
(NSF)

① 낙엽성 삼림지역

② 부도심 농업지역

③ 도시공원

④ 강과 하천의 서식처

⑤ 거주지와 상업지역

1998
∼

미국 LTER프로그램(1980시작)
의 일부로 도시지역에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

Central Arizona-Phoenix와 함

께 도시생태계 추가조사지로

선정

환경요소와 비환경요소 연구

를 통해 인간활동에 의한 환

경의 변화를 조사하여 평가하

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해 홍보

토양: 질화 및 탈질화 작용, 흔적가스(N2O, CO2,
CH4,), 단면, T-C, T-N, 중금속, 이온치환능, 중금

속, pH, 수분함량

식물: sediment core, 화분, 토지이용, 녹지면적,
부영양화

기후학

야생동물: 조류의 번식 및 생육 상태, 도시의 조

류상, 삼림 patch
수문학: 도시/농촌 수문학, 물/영양물의 평형

사회상

지역모델링: 공간simulation 모델, 경관분석

교육

장기모니터링조사를 통해서 인

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

환경문제와 현재상황을 대외적

으로 홍보

미국 LTER에서 도시 생태계 모

니터링을 위해 추가로 Central
Arizona-Phoenix 와 함께 선정

되어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자료

로 이용

Central
Arizona-Phoenix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CAPLTER)

도시생태계 요소와

그 사이 환경인자간

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Arizona
State

University
(NSF)

① Desert 관목지역

② 도시공원

③ 거주지

④ 사막 patch의 나머

지 지역

⑤ 상업과 공업 지역

⑥ 도시 외곽지역

⑦ 강과 범람원 지역

⑧ 오염원 배출량이 많

은 강

1998
∼

미국 LTER프로그램(1980시작)
에서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반

의 시스템을 조사하던 중 도

시지역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

Baltimore와 함께 도시 생태계

추가조사지로 선정

Survey 200 project 란 이름

으로 CAPLTER에서 생태학적

특성과 시간과 장소에 따른

생태학적 변화를 조사

Sampling 지점은 총 206지점으로 3-5 년마다 반

복조사 (2000부터 시작)
추가로 조류종과 인간활동에 대해 206지점 중 40
개 지역에서 년 4회에 조사

조사대상지역을 격자 4km X 4km 크기로 나누어

다음의 항목을 조사

① Basic plot 특성

② 기록 사진

③ Observable landscape practices
④ 식생 면적

⑤ 토양 core (30cm 깊이까지)
⑥ 미생물 활성

⑦ 화분

⑧ 낙엽주머니와 buried 수목의 분해

⑨ 절지동물의 다양성

⑩ 인간활동

도시지역의 장기 생태조사를 통

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

여 도시계획 및 관리, 교육 프

로그램으로 이용

환경문제와 현재상황을 대외적

으로 홍보

미국 LTER에서 도시 생태계 모니

터링을 위해 추가로 Baltimore와
함께 선정되어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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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사례

1. 국내 도시생태계 모니터링 사례

국내에서도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시생태계 현황 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부터 실질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가 다수 수행되었다. 처음에

는 주로 인간활동에 의해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산림지나 하천, 하구언 등과 같이

자연생태계 변화를 관측하거나, 환경복원 사업 전후로 그 변화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그 실례로는「한강 생태계 조사연구(1998)」,「서울시 생물종

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1999)」,「길동생태공원(1999)」,「여의도 샛강공원(1999)」,「중

랑천 수질환경조사(2000)」,「산림생태계조사(1997, 1998)」,「훼손생태계의 Biodiversity 평가

및 복원기법 개발(1995)」,「서울시 가로수 보호수 등 수목센서스 조사연구(2000)」,「소나

무림 보존대책 기본조사(1999)」,「여의도 생태공원 내 '자연생태의 숲'의 식물상(2001)」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 도시생태계 변화를 파악하여 장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는 모니터링이기보다는 일회성의 생물상 조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니터

링 사례들과 함께 환경부의 전국생태계조사 사례를 추가하여 국내 모니터링의 연구 내용

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생태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지별 유형에 따라 산림, 하천, 생태공원,

광역(전국 혹은 서울시 전체) 조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산림조사

산림생태조사의 사례로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 중 조사지역이 서울시 시계내

에 포함된 산림지역인 연구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사례로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산림생태계조사(1997, 1998)」와 「훼손생태계의 Biodiversity 평가 및 복원기법 개발

(1995)」,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소나무림 보존대책 기본조사(1999)」, 생태보전시민모임

의 「도심 속 작은 산 현황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복원 및 활용방안 제언(2000)」등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7>∼<표 3-10>).

- 47 -



<표 3-7> 산림조사 사례1

연구과제 산림생태계조사

연구목적
서울시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현황과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그 내용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보전 및 관리방안을 모색

연구기관

(연구지원)
산림청, 임업연구원(환경부)

연구

범위

공간
1차년도: (관악산, 청계산, 대모산, 아차산)

2차년도: (수락산, 불암산, 인왕산, 북악산)

시간 1996. 10 ∼1997. 11월(13개월간)

내용

무기환경분야

생물환경분야: 생물상, 생태계, 귀화식물, 희귀·멸종위기·유적식물 분포, 정밀식생도

작성(관악산)
생물상 조사: 식물상, 동물상(어류, 양서류·파충류, 포유류, 조류, 곤충, 병해충,

고등균류)
생태계 조사: 광역식생 및 광역식생도(청계산, 대모산, 아차산), 귀화식물 분포,

희귀 멸종위기 유적식물 분포, 정밀식생도 작성(관악산)
산림경관 및 GIS 시스템 개발분야

산림경관 유형 구분 및 선호도 평가

산림생태계 관리시스템 모델 개발

연구방법
현지답사를 통하여 서울시 산림생태계의 무기환경, 생물환경 및 경관실태를 정량

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도면화

활용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1997. 제1차년도 산림생태계 조사.

서울특별시. 1998. 제2차년도 산림생태계 조사.

- 48 -



<표 3-8> 산림조사 사례2

연구과제 훼손생태계의 Biodiversity 평가 및 복원기법 개발

연구목적

훼손된 생태계의 생물상 평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원인을 분석

서식환경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생태적 과정 분석

생물다양성 복원 기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연구기관

(연구지원)
산림청, 임업연구원(환경부)

연구

범위

공간 남산 및 광릉시험림 소리봉 일대

시간 1993∼1995

내용

식물종 다양성

곤충종 다양성: 날개응애, 토양절지동물

야생조류 다양성

기후대별 식생형 평가

연구방법

식물: 남산(1/ 10,000), 광릉지역(1/ 25,000) 상에 표시된 1km마다 TM 좌표 5등분

200m × 200m

식물종 다양성: 임목: 20m × 20m, 목본 4m × 4m, 하층 1m × 1m

곤충: 환경인자, 군집특성, 밀도와 생물량, 종다양성

야생조류: 낙엽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두 대구조구(10ha)에 총4개의 조사구, 종다

양성

활용 ?

자료출처 : 환경부. 1995. 훼손된 생태계의 Biodiversity 평가 및 복원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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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 산림조사 사례3

연구과제 소나무림 보존대책 기본조사

연구목적

현재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원인을 감소시키는 단기적 방안모색

약화된 임목의 수세를 회복시키는 각종 피해의 원인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종합

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

도시림에서 소나무림을 관리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향후 우량임분으로 육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방안

연구기관

(연구지원)
한국수목보호연구회(서울특별시 조경과)

연구

범위

공간 인왕산, 북악산, 남산, 솔밭공원, 불암산, 북한산, 안산, 관악산, 건넛말뒷산, 청계산

시간 1998. 4 ∼1999. 4

내용

소나무림 집단분포

병충해 발생상황

입지환경 및 토양 이화학성

생리적 피해조사

대기오염 피해조사

소나무종 미결실원인

천연하종갱신 저해원인

연구방법 임상도, 항공사진, 현지조사

활용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1999. 소나무림 보존대책 기본조사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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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0> 산림조사 사례4

연구과제 「도심 속 작은 산」현황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복원 및 활용방안 제언

연구목적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녹지로서의 기능을 제공

마을인근 작은 산 생태계를 복원

연구기관

(연구지원)
생태보전시민모임(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연구

범위

공간 서울시에 위치하는 마을인근에 분포한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27개 지역

시간 2000 ∼

내용

작은 산 현황조사

생태현황

시설물

등산로

이용행태

작은산 복원방안 모색 및 사업추진

연구방법 현지답사를 통한 조사

활용 ?

자료출처 : 미발표 원고, 2000.

2) 하천조사

하천생태조사 사례는 서울시 시계내에서 수행되었던 조사결과를 선정하여 정리하

였다. 그 예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1998)」

와 「중랑천 수질환경조사(2000)」등이 있다. 특히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는 1987년

에 처음으로 수행된 이후에 4년 주기로 장기 모니터링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11>, <표 3-12>).

- 51 -



<표 3- 11> 하천조사 사례1

연구과제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1998)

연구목적
1987년부터 3회에 걸쳐 기 시행된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의 연장으로 주기적인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한강 생태계의 변화추이를 파악
향후 종합적인 환경 보전대책을 단계적으로 제시

연구기관
(연구지원)

시정개발연구원(서울특별시 수질보전과 )

연구
범위

공간
팔당호∼신곡 수중보 구간의 한강본류 및 유역

주요 유입지천(유입부 기준 상류 1km 수역 및 유역)
시간 1997년 8월∼1998년 12월(16개월)

내용

생태환경요인 분석
대상지역의 기후환경조사

조사지역의 토질, 토지이용 및 수자원 이용의 실태조사

하천개황조사

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조사분석

팔당 방류량에 따른 영향 조사

환경오염조사 : 수질(본류 및 지천), 대기 및 소음

생물상의 구성 및 현황조사
담수플랑크톤, 어류, 육상 및 수생식물, 수서 및 육상곤충, 저서생물, 조류(새)
현황조사

희귀종 및 환경지표종 조사

연구방법

생태환경요인 분석

기후환경: 한국 기후표, 기상연보, 기상월보 참조

지형·지질: 수역 좌우 500m 현장답사 및 1:50000 지형도 대조

수리수문: 현장답사를 통한 직접조사
대기오염: 6개 자동측정소에서 측정〔SO2(ppb),TSP(㎍/㎡), NO2,ppb) CO(ppb),

O3(ppb)〕
소음진동: 소음진동공정시험법
수질: 현장조사(수온, pH, DO), 실험분석(BOD, CODcr, Chlorophyll- a, NH3-N,

NO3-N, TKN, T-P, PO4-P)
생물상의 구성 및 현황조사

플랑크톤: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우점도지수, 균등도지수, 오염

지표종의 동태

어류: 표본채집, 생체량측정, 군집분석
육상 및 수생식물: 식물군락구조, 현존자연식생도, 개체밀도 및 현존량, 노거수

수서 및 육상곤충: Sweeping 법, Pit-fall trap 설치법, 토양채취법
저서생물: 정량 및 정성채집

조류(새): 군집 및 계절별 현황, 개체수 변화

희귀종 및 환경지표종 조사

활용 밤섬 생태계보존·관리 기초자료로 사용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1989.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1994.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1998.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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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하천조사 사례2

연구과제 중랑천 수질환경조사

연구목적

선진국의 모범적인 자연형 하천복원의 방향과 국내 하천공사 현황을 검토하고, 중랑천의

하천개황과 생태조사를 실시

중랑천을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한 생태계 현황진단 및 실천계획을 도출하여, 서울시

행정부의 중랑천 관리 정책 및 사업 우선순위 검토에 유용한 자료를 마련

연구기관

(연구지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경기대학교/환경과공해연구소/고려대학교/계명대학교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연구

범위

공간

하천조사 대상은 중랑천 본류의 총 유로 연장 34.8km 중 서울특별시 경계 내의 20.5km로

한정

지점 1 (노원구 월계동 월릉교)
지점 2 (동대문구 이문동 이화교)
지점 3 (동대문구 이문동 이화교와 중랑교 사이)
지점 4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와 장안교 사이)
지점 5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교와 장평교 사이)
지점 6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교와 군자교 사이)
지점 7 (광진구 성수동 성수교와 장안철교 사이)

시간 2000년 9월 ∼ 2000년 10월 (2개월간)

내용

중랑천 생태계 현황 진단

자연환경: 하천의 특성, 형태, 경관을 파악, 침전물, 생물상 조사(어류, 양서·파충류, 조

류, 저서무척추동물, 식물상,) 수리 수문, 하천자연도, 바닥침전물

사회환경: 행정구역, 인구, 주변토지이용, 교통체계, 녹지, 복개 현황, 하수처리

중랑천 복원 종합대책(실천계획)
보호 원칙 설정

복원 목적 설정

분야별 단위사업(실천과제) 구상

추진계획

행정관청과 전문가 집단 및 시민의 비용 및 역할 분담 방안

연구방법

일반현황 조사

자연환경: 하천의 특성, 형태, 경관을 파악

사회환경: 행정구역, 인구, 주변토지이용, 교통체계, 녹지, 복개 현황

생물상 조사

어류: 채집은 투망(망목 10×10mm, 20×20mm)과 족대(망목 3×3mm, 4×4mm), 동정에

는 현재까지 발표된 검색표, 분류체계는 Nelson(1994)을 참조

양서 파충류: 직접 및 간접확인 방법

조류: 정점센서스(Point census)와 선센서스(Line census) 그리고 울음소리로 식별

하천자연도: 조용현(1997)의 하천자연도 평가방법을 적용

식물상 : 수중식물, 수습식물, 수변식물조사

저서무척추동물 : surber net로 4회씩정량채집

바닥침전물 : pH, 강열감량, 중금속농도, SOD, 영양염류, 음이온, COD, 유기화합물

활용 생태복원 구상안 제시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00.「중랑천 수질환경조사」공청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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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공원조사

최근에는 도시내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 향상과 녹지공간 확보 등

다양한 목적에서의 도심공원이 도시 곳곳에 조성되고 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기타 등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공원은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과는 별개로 분류되어 있다(서울시,

2000). 향후 공원시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생태공원을 별개로 구분한 것

이다. 여기서 살펴본 생태공원조사 사례로는 「길동생태공원(2000)」,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2000)」, 「여의도 생태공원 내 자연생태의 숲의 식물상(2001)」 등이다. 길

동공원과 여의도 샛강공원은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연구에 참여해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13>∼<표 3-15>).

<표 3- 13> 생태공원조사 사례1

연구과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연구목적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태교육 참여기회 제시

시민 스스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생태공원 관리·운영체계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

연구기관

(연구지원)
선한사람들(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연구

범위

공간 여의도동 샛강 182,000m2(약 54,800평)

시간 1996∼현재

내용

이용객 모니터링

생태환경

생물상 모니터링: 식생구조 식물상, 조류, 곤충,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수질: DO, BOD, SS, pH, 기상, 토질·토양

교육교재 모니터링

자원활동가 교육내용 모니터링

연구방법 자원활동가 및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활용 자연생태학교 개설에 필요한 교육교재개발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00.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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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4> 생태공원조사 사례2

연구과제 길동생태공원

연구목적

동·식물의 변화와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한 본 모니터링은 생태공원관리의 기초자

료를 제공

생물의 변화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질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자연체험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생태공원의 조성, 관리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연구지원)
생태보전시민모임(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연구

범위

공간 길동생태공원

시간 1996∼1999

내용

정기적인 식물상과 야생조류상 조사

교육교재개발을 위한 동·식물 모니터링

식물, 양서·파충류, 야생조류, 어류, 포유류, 곤충류, 거미류

소음조사

연구방법
자원활동가 및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식물, 양서·파충류, 야생조류, 어류, 포유류, 곤충류, 거미류

활용
공원 이용프로그램 중에서 탐방객 안내를 위한 교육교재개발이나 리플렛·팜플렛

작성 등(홍보)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00. 길동자연생태공원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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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5> 생태공원조사 사례3

연구과제 여의도 생태공원 내 '자연생태의 숲'의 식물상

연구목적
기 조성된 '자연생태의 숲'의 조성이후 식물상의 변화를 조사

자료를 테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연구기관

(연구지원)
성균관대

연구

범위

공간 여의도공원지역 중 자연생태의 숲

시간 2000∼2001

내용
입지환경, 토양, 식생구조, 밀도, 활력도등에 조사된 자료를 GIS에 입력하여 개체

목 단위로 수목 정보관리

연구방법

입지환경: 월별 강우량, 기온, 상대습도, 풍속, 광도

토양: 토상분석(Stoke's 법칙)
식생: 160m × 160m의 장방형 측량을 통해 20m × 20m의 방형구로 나눈 뒤 층

별 표본구법

활용 ?

자료출처 : 안원용. 2001. 여의도공원 내 자연생태의 숲의 식물상. 미발표원고.

4) 광역조사

광역조사 사례는 조사지역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한 「서울시 생물종 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1999)」, 「서울시 가로수 보호수 등 수목센서스 조사연구(2000)」, 「서

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2000, 2001)」와 전국 규모의「자연

환경 전국기초조사(1997)」등을 정리하였다. 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16>∼<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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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6> 광역조사 사례1

과제 서울시 생물종 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목적

서울시 관할 구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그 서식처에 관한 문헌자료 및 현지조

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이를 통해서 서울시 자연환경보존에 필요한 서식처 유형별 생물종 분포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초자료 확보

생물종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연구기관

(연구지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특별시 환경기획과)

연구

범위

공간

산림: 도시외곽(개화산, 봉산), 도심 내(안산)
하천: 중랑천, 안양천

고궁: 창덕궁, 창경궁

공원: 현충묘지

매립지: 난지도

생활주변: 상업지역(종각지역, 공단지역), 수출산업공단, 주거지역(양재천 주변)

시간 1998. 7∼1999. 8

내용

서식처 유형별 생물종 현지조사

생물종 현황 파악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방안 제시

생물종별 테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생물종분류군 분포도 작성

연구방법

전국자연생태계조사지침 참조

어류: 표본채집, 생체량측정, 군집분석

육상 및 수생식물: 현지답사

수서 및 육상곤충: 종목록, 종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등)

양서·파충류: 직접 및 간접확인방법

조류(새): 전수조사, 정점조사

활용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1999. 서울시 생물종 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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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7> 광역조사 사례2

연구과제 서울시 가로수 보호수등 수목센서스 조사연구

연구목적

서울시 전역에 대한 수목현황 및 총량파악

수목의 위치, 규격, 생육상태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등급 설정

수목의 총량조사를 통한 녹피율을 파악하여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의

효율적인 추진과 녹지 정책방향 제시

수목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목의 효율적 보호관리에 활용

개발에 의해 사라져 가는 보존 가치가 높은 큰나무의 등록 및 보존 정책 마련

연구기관

(연구지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농업개발연구소(서울특별시 조경과)

연구

범위

공간 서울시내 전 지역(산림, 공원, 기타녹지, 가로수, 도시화지역의 수목)

시간 1999. 7∼2000. 7

내용

가로수 현황조사 및 관리대책

보호수, 노거수, 희귀수목 등 현황조사 및 보존대책

기타 녹지지역 현황조사 및 관리대책

서울시 수목의 총량 및 녹피율 조사

녹지의 관리·보존 등에 대한 정책개발

수목 테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

녹지의 관리·보존 등에 대한 정책검토

큰나무 등록제 실시방안 검토

연구방법 1/ 1,000 수치지도이용, 구간별, 수목별 6,245단위구간 설정하여 현장조사

활용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2000. 서울시 가로수 보호수 등 수목센서스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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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8> 광역조사 사례3

연구과제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연구목적

서울시 전역 비오톱 현황조사 및 지도화

생태계 보전지역 설정 및 관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녹지 네트워크 구축대안 제시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대안 제시

연구기관

(연구지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연구

범위

공간 서울시내 전 지역

시간 1999∼2000

내용

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 현존식생 등 기초자료 조사

서울시 비오톱 유형 구분 및 도면화

비오톱 유형 분석 및 평가

자료를 기존 GIS시스템과상호 연계하여 지속적유지관리를위한 GIS 구축모델개발

연구방법

현장조사 위주로

토지이용유형조사

토양 피복도 조사

식생조사

활용 서울시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 심의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2000.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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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 광역조사 사례4

연구과제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

연구목적

제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자연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기초자료 확보

결과를 활용하여 전국 생태지역의 구분, 지형경관도의 제작, 생태지도 작성, 자연

환경정보의 GIS DB구축

연구기관

(연구지원)
환경부 생태조사단 (환경부)

연구

범위

공간

제2차 조사의 특징인 권역 구분은 전국을 육지와 해안선으로 크게 구분

육지는 백두대간(산)을 중심으로, 해안선은 해안의 특성을 고려

육지의 경우 전국을 11개 대권역 206개 소권역

해안선의 경우 6개 대권역 145개 소권역으로 구분

시간
제1차 1986∼1990
제2차 1997∼2002 (수행중)

내용

육상권역

육상지역의 소권역은 개발 가능성, 보존적가치, 생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우선조

사지와 일반조사지로 구분하고, 우선조사지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

역과 한국의 독특한 생태적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을 중점조사지로 선정

권역간의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용이한 지형경관, 식물상(특정종), 식생,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담수어류, 곤충, 담수대형무척추동물 분야는 중점, 우선,
일반조사지 모두에서 수행함.
비교적 자료의 조사가 용이치 않은 선태·지의류 등 기타분야는 중점조사지의

대표 평가소단위에서 실시

지형경관, 식물상(특정종), 식생,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담수어류, 곤충,
담수대형무척추동물 분야의 조사는 중점 조사지와 우선 조사지의 모든 평가소

단위에서 실시하고, 일반 조사지에서는 대표 평가소단위만 조사

해안 권역

해안지역도 육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점조사지, 우선조사지, 일반조사

지로 구분

지형경관, 모든 무척추동물상, 해조류 및 염생식물을 대상으로 해안특성별 대표

지 단위의 중점 조사지와 대표지 단위의 우선조사지로 실시, 일반조사지역의

경우 중요 특정해안생물 40종 대상으로 대표지 단위 조사를 실시

연구방법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류군의 정확한 동정과 근거자료의 확보 및 표본

제작을 기본으로 함

식물상, 조류, 포유류, 곤충,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저서무척추동

물상, 해조류 및 염생식물

활용 생태자연도 작성 기초자료 및 보존정책결정에 활용

자료출처 : 환경부. 1997.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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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모니터링 사례간 비교

1) 연구목적

국내 모니터링 조사의 연구목적은 대부분 생물종 분포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생태계의 변이추이를 파악하고 지형경관도의 제작, 생태

지도 작성, 자연환경정보의 GIS DB 등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환경 보전대책을 단계적

으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조사는 연속성이 결여되어 일회성 조사로

그치고 있고, 그에 따라 환경보전대책도 장기적 방안의 제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현안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시 생태계의 자연성 증진에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 변화에 따른 도시생태계

의 환경요소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

되고 있다.

2) 연구내용

(1) 공간적 범위

주요 조사 대상지를 살펴보면 서울시 외곽산림 지역의 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

고, 그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및 광역(전국 및 서울시 전체)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시간적 범위

1987년부터 3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시행된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1∼3년 내외의 일회성 혹은 단기성 모니터링 조사에 그치고 있다.

(3) 내용적 범위

과업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생태환경요인 분석에 따른 생물종 현황 파악(식물

상, 조류, 포유류, 수서 및 육상곤충, 저서생물,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을

주로 하였으며, 최근에는 생물종별 DB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생물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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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장기관리방향 제시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3) 연구방법

과거에는 현장답사 위주로 하였으나, 최근에 오면서 세부 권역별로 구분하여

1/ 1,000 수치지도, 임상도, 항공사진 판독 등의 보조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 조사 및 분

석을 거쳐 DB를 구축하고 GIS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4) 활용

모니터링자료를 활용한 예로는 「한강생태계 조사연구」의 경우 밤섬 생태계보

존·관리 기초자료로 사용하였고, 「중랑천 수질환경조사」의 경우 생태복원 구상 안

을 제시하였다.

환경교육에 활용된 예로서는 「길동 생태공원」 및 「여의도 샛강공원」이 있는데

계절별 생태학교 및 다른 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활용되고 있고, 이외에는 생물종의 보

호 및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목적과는 상반되게 주기적인 단순 생물상 조사자료로만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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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국내 산림조사 사례비교

과 제 연구목적
연구기관

(연구지원)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간 시간 내용

산

림

산림

생태계

조사

서울시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현황과

특성을 조사·분석

객관적인 보전 및 관리방안을 모색

산림청,
임업연구원

(환경부)

1차년도: (관악산, 청계

산, 대모산, 아차산)
2차년도: (수락산, 불암

산, 인왕산, 북악산)

1996
∼

1997

무기환경분야

생물환경분야:
산림경관 및 G.I.S시스템 개발

현지답사를 통하여 서울시 산림생태

계의 무기환경, 생물환경 및 경관실태

를 정량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도면화

훼손생

태계의

Biodive-
rsity 평

가 및

복원기

법 개발

훼손된 생태계의 생물상 평가 및 생물

다양성 감소원인을 분석

서식환경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생태적

과정 분석

생물다양성 복원 기법 및 모니터링 시

스템을 개발

산림청,
임업연구원

(환경부)

남산 및 광릉시험림 소

리봉 일대

1993
∼

1995

식물종 다양성

곤충종 다양성: 날개응애, 토양절지동물

야생조류다양성

모델정립

기후대별 식생형 평가

식물 : 남산(1/ 10,000), 광릉지역

(1/25,000) 상에 표시된 1km마

다 TM좌표 5등분 200m×200m
식물종 다양성: 임목 20m×20m, 목

본 4m×4m, 하층 1m×1m
곤충 : 환경인자, 군집특성, 밀도와

생물량, 종다양성

야생조류 : 두 대구조구(10ha)에 총 4
개의 조사구, 종다양성

소나무

림 보존

대책 기

본조사

각종 피해의 원인에 대한 내성을 높이

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

도시림에서 소나무림을 관리할 수 있

는 자료 확보

한국수목보호

연구회

(서울 특별시,
조경과)

인왕산, 북악산, 남산,
솔밭공원, 불암산, 북한

산, 안산, 관악산, 건넛

말뒷산, 청계산

1998
∼

1999

소나무림 집단분포

병충해 발생상황

입지환경 및 토양 이화학성

생리적 피해조사

대기오염 피해조사

소나무종 미결실원인

천연하종갱신 저해원인

임상도, 항공사진, 현지조사

도심 속

작은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녹지로서의 기

능을 제공

마을인근 작은 산 생태계를 복원

생태보전시민

모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서울시에 위치하는 마

을인근에 분포한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27개
지역

2000
∼

현재

작은 산 현황조사

생태현황조사

시설물조사

등산로조사

이용행태조사

작은산 복원방안 모색 및 사업추진

현지답사를 통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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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국내 하천조사 사례비교

과 제 연구목적
연구기관

(연구지원)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간 시간 내용

하

천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한강 생태계의 변화추이 파악

종합적인 환경 보전대책을 단계적으로

제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환경기획과)

팔당호∼신곡 수중

보 구간의 한강본

류 및 유역

주요 유입지천

1997
∼

1998

생태환경요인 분석: 기후,지형·지질,
수리수문,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

생물상의 구성: 플랑크톤, 어류, 육상

및 수생식물, 수서 및 육상곤충, 저서생

물, 조류(새), 희귀종 및 환경지표종

한강수역을 6개권역으로 구분

현장조사

생태환경 및 자연생태계 생물

상 조사 계절별로 2회씩 총 8
회

중량천

수질환경

조사

중랑천의 하천개황과 생태조사를 실시

중랑천 관리 정책 및 사업 우선순위

검토에 유용한 자료 마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대

환경과공해연구소

고려대

계명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중랑천 본류의 총

유로연장 34.8km
중 서울시 경계 내

의 20.5km로 한정

2000
∼

2000

중랑천 생태계 현황 진단

자연환경: 하천의 특성, 형태, 경관

파악, 생물상 조사(어류, 양서 파충

류, 조류)
사회환경: 행정구역, 인구, 주변토지

이용, 교통체계, 녹지, 복개 현황

중랑천 복원 종합대책(실천계획)

생물상 조사

어류 : 채집은 투망과 족대, 분

류체계는 Nelson(1994)을 참조

양서 파충류 : 직접 및 간접

확인 방법

조류 : 정점센서스(Point census)
와 선센서스(Line census)
하천자연도 : 조용현(1997) 의

하천자연도 평가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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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국내 생태공원 사례비교

과 제 연구목적
연구기관

(연구지원)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간 시간 내용

도

시

공

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생태적 가치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태교육

참여기회 제시

시민 스스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생태공원 관리·운영체계의 새로

운 방안을 제시

선한사람들

(서울특별시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여의도동

샛강

1996
∼

현재

(예정)

이용객 모니터링

생태환경

생물상 모니터링: 식생구조 식물상,
조류, 곤충, 양서 파충류, 어류, 포

유류

수질: DO(용존산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pH(수
소이온농도), 기상, 토질 토양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자원활동가 및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길동

생태공원

생태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

자연체험및학습이이루어지도록함

생태공원의 조성, 관리 및 자원활

동 프로그램 운영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길동

생태공원

1996
∼

2000

정기적인 생물상 모니터링

식물, 양서 파충류, 야생조류, 어류,
포유류, 곤충류, 거미류

교육교재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서식지 관리모니터링

이용자 모니터링

자원활동가 및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여의도공원 내

'자연생태의 숲'
의 식물상

기 조성된 '자연생태의 숲'의 조성

이후 식물상의 변화를 조사

자료를 테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

성균관대

여의도

공원지역 중

자연생태의

숲

2000
∼

2001

입지환경, 토양, 식생구조, 밀도, 활력

도 등에 조사된 자료를 GIS에 입력하

여 개체목 단위로 수목 정보관리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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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국내 광역조사 사례비교

과 제 연구목적
연구기관

(연구지원)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간 시간 내용

광

역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

조사지침

전국 생태지역의 구분, 지형경관

도의 제작, 생태지도 작성, 자연환

경정보의 GIS구축

환경부 생태조사단

(환경부)

육지 : 전국 11개
대권역 206개 소

권역

해안선 : 6개 대권

역 145개 소권역

제1차
1986

∼

1990
제2차
1997
∼

2002

일반조사지역:지형경관, 식생, 동·식

물현황(식물상, 조류, 포유류, 곤충, 어

류, 담수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해안선: 지형경관, 저서무척추동물상,
해조류 및 염생식물

현지조사 원칙으로 해당분류군의

정확한 동정과 근거자료의 확보

및 표본제작

서울시

생물종

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생물종 분포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초자료 확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환경기획과)

도시외곽산림

하천

공원

매립지

생활주변: 상업지역,
수출산업공단, 주거

지역

1998
∼

1999

생물종 현황 파악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방안 제시

생물종별 테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생물종분류군 분포도 작성

전국자연생태계조사지침서 조사

방법이용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서울시 전역 비오톱 현황조사 및

지도화

생태계 보전지역 설정 및 관리 등

에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시내 전 지역

1999
∼

2000

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 현존식생 등

기초자료 조사

서울시 비오톱 유형 구분 및 도면화

비오톱 유형 분석 및 평가

자료를 기존 GIS시스템과 상호 연계

하여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GIS 구

축모델 개발

현장조사 위주로

토지이용유형조사

토양 피복도 조사

식생조사

서울시

가로수

보호수 등

수목센서스

조사연구

서울시 전역에 수목현황 및 총량

파악

수목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목의 효율적 보호관리에 활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농업개발연구소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시내 전 지역

(산림, 공원, 기타

녹지, 가로수, 도시

화지역의 수목)

1999
∼

2000

보호수, 노거수, 희귀수목 등 현황조사

및 보존대책

서울시 수목의 총량 및 녹피율 조사

녹지의 관리 보존등에 대한 정책개발

수목 테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시

스템 개발

1/ 1,000 수치지도이용

구간별, 수목별 6,245 단위구간을

설정하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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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V장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변화 파악 및 예측 방안

제1절 도시생태계 평가지표

1. 도시생태계의 모형과 연구영역

1) SENCE 모형2)

Wang 등(1990)은 도시생태계를 인간의 사회구조와 경제활동이 주축을 이루며 인간

활동에 의하여 조정되고 자연환경이 기반이 되는 인공생태계라고 정의하고, 이 계를

사회(social)-경제(economic)-자연(natural) 복합 생태계(complex ecosystem) 즉, 요약

해서 SENCE라고 불렀다. 도시생태계의 구조는 세 부위로 구성된다(<그림 4-1>참조).

그림 4-1에서 원의 중앙부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 사회조직, 기술 및 문

화를 가지고 도시생태계를 조절하는 핵심부(core)에 위치하고 있다. 원의 바깥 부위는 인

간활동과 직접 관계를 맺는 환경, 즉 지형, 인공환경(건축물, 도로 등) 및 생물환경(식생,

야생동물)으로서 인간활동을 지원하는 SENCE의 기초부(base)를 구성한다. 외부의 사각

형 부위는 도시생태계의 공급원(source), 수용원(sink) 및 물질농축(store)을 맡아 핵심부

를 유지하는 SENCE의 외부환경(external environment)이다.

세 부위로 구성된 SENCE는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각 부위가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다. 인간활동과 직접 관계하는 환경인 기초부는 도시의 특이한 장소를 점유하지만

그 자신만으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물질, 에너지, 자

본, 정보 및 시민의 교류에 의존한다. 외부환경(<그림 4- 1>의 사각형)은 특이한 위치

를 차지하지 않지만 기초부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원, 수용원, 축

적을 담당하는 영향권의 범위에 있다.

도시의 SENCE의 연구과제는 첫째 기초부와 외부환경 사이의 기능적 동태를 밝히

고, 둘째 핵심부와 기초부 사이의 자기조절과 조절방법을 밝히는데 두는 것이 효과적

이다.

2) 자료출처 : 김준호. 1997. 도시생태계의 정의와 범위 . 환경생태학회지, 11(2): 217- 223에서 발췌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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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사회-경제-자연-복합생태계(SENCE) 의 구조, 원의 핵심

부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의 바깥 부위는 기초부로서 인간활

동과 직접 관계를 맺는 환경이다. 외부의 사각 부위는 입력과 출력

에 해당하는 외부 환경이다.

(자료출처: 김준호. 1997. 도시생태계의 정의와 범위 . 환경생태학회지, 11(2): 219에서 재인용)

SENSE의 기능은 정육면체로 표시할 수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5-2에서 정

점 H(인간), P(생산), L(생활), R(자원), E(환경) 및 N(자연)은 각각 조절, 생산품, 생활,

공급, 수용 및 감소/재생산의 기능을 나타낸다.

복잡한 SENCE에서는 서로 의존하는 세 가지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즉 (1) 인간과

자연 사이의 촉진, 억제, 적응 및 재구성의 관계. (2) 인간과 자원 사이의 개발, 이용,

가공처리 및 축적의 작용을 통한 관계. (3)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있어서 경쟁, 협

조(공생), 복종 및 예속의 관계이다.

SENCE의 기능은 인간 : 자연 (<그림 4-2>의 H-N축), 생활 : 생산 (L-P축) 및 자

원 : 환경 (R-E축) 사이에 내재하는 세 가지 큰 모순에 의하여 지배된다. 즉 각 축에

있어서 두 정단의 기능은 서로 촉진과 억제의 상반된 기능을 가지므로 한 축이 과대

증가하면 다른 축이 부적합한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문제는

위의 세 가지 모순 관계에서 빚어진 불균형에서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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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회-경제-자연-복합생태계(SENCE)의 기능. P: 생산, H: 인간

(조절), L: 생활, R: 자원(입력), E: 환경(출력), N: 자연(재생산). H- N축, P- L

축 또는 R- E축에 내재되어있는 3가지 모순에 의해 지배된다.

(자료출처: 김준호. 1997. 도시생태계의 정의와 범위 , 환경생태학회지, 11(2): 220에서 재인용)

도시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능이 발휘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생태

계에서 물리적, 제도적 및 인간 행동적 관계를 새롭게 교체하면 물질, 에너지, 정보, 자

본 및 인구가 잘 유통되어 활력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두 요인, 곧 선도요인과 제한요인이 작용한다. 선도요인이 우세

하면 여러 가지 인간활동은 적합한 생태적 지위를 오랫동안 차지하여 도시가 거의 수

직적으로 생장(r-형 생장)한다. 이 때의 목표는 빠른 속도와 높은 효율을 얻는데 있으

며, 그 과정은 선도요인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인간활동이 격렬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생태적 지위가 빨리 점유되면 부족한 생태요인들은 점차 제한요인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생장속도는 둔화되고 그 과정은 역치(threshold)형 생장(K-형 생장)으로 나타난

다. 이 때의 목표는 안정한 발전을 유지하는데 있고, 그 과정은 제한요인과 절충하여

협조적 행동으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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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환경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개념에서 정립되었다. 그런

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압박, 자원부족, 환경열악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환경과 자

원의 지나친 오용과 개발이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성이 적어져서 경제가 더욱 발전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 자연적 대외적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주원인은 도시 내

부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 중에는 도시가 소유하는 자원, 인력, 금융, 제도 및 인간행동

의 이용을 낭비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SENCE의 연구는 생태적 원리에 입각하여 도시에서 일어나는 당면한 문제를 발견

하고, 행정과 기술과 인간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불합리한 내부의 생태적 상호관

계를 조절하고, 외부에서 오는 제한요인을 감소시키며,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고, 지역조

건에 맞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자연생태

계의 원리는 도시생태계에 적용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다.

1. 순환의 원리: 지구상의 모든 생산품은 폐물로 전환한다. 그리고 모든 폐물은 생

물권의 어떤 주 성원과 결합한다. 과대 또는 과소한 폐물은 여러 가지 생태학적 문제

를 제기한다.

2. 촉진 및 억제의 원리: 모든 생물은 자원에 대하여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가

능성을 유지하는 공생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다. 경쟁이나 공생의 기작을 가지지 않는

생물종은 생명력이 취약하므로 다른 종에 의하여 대치된다.

3. 평형의 원리: 모든 생물에 대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요인과 함께 음의 피드

백 기작이 작용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요인과 함께 양의 피드백 기작이 작용한다.

안정한 생태계에서는 양과 음의 피드백이 평형을 이룬다.

4. 자기조절의 원리: 모든 생물은 가장 적당한 시기에 신속하게 발전하는 전략과

함께 자기보호를 위하여 위험을 기피하는 전략을 갖는다. 즉 생물은 환경적응과 자기

조절의 비교적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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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를 생태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생태학에서

이용하는 전통적 시스템 모델 기법은 비교적 작은 도시생태계의 실체를 단순한 수학식

으로 표시하고, 그 수식에 몇 가지 매개변수, 공리 및 가설을 적용하여 그 행동을 시뮬

레이션하고 조절하는데 이용된다. 그런데 시스템 모델 기법은 잘 정비된 물질계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복잡한 도시생태계에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도시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엉성하고 모호하며 불완전하므로 시스템 모델에서 유도한 결과

는 도시생태계의 실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도시생태계에 대한 시스템 모델의 적용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도시

생태계에 관한 원리가 없고, 그 실체가 변화하며 모델 작성자와 정책 결정자의 경험과

지식이 한정된 데에 있었다.

2 . 도시생태계의 모니터링 지표

1) 모니터링 영역 구분

도시생태계 모니터링 수행시 선정된 모니터링 지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표들의 영역을 연구 목적와 내용 적합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모

니터링 영역 구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태계 모니터링을 고안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도시생

태계의 구성요소를 구분해서(나눔)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려는(결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모니터링 영역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시생태계의 기초부 구성요

소와 인간과 기초부 구성요소들 상호간의 기능상의 문제(주요 환경문제)가 그것

들이다.

- 이중 특히 도시생태계의 기초부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지리적 환경(지형), 인공적

환경(건축물, 도로 등), 생물적 환경(식물, 동물)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리적 환

경은 지형으로, 인공적 환경(건축물, 도로 등)은 토지이용으로, 생물적 환경(식물,

동물)은 소생물권(biotope)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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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른 하나의 영역인 기능상의 문제 즉, 인간과 도시생태계 기초부 구성요소

들 상호간의 기능상의 문제(주요 환경문제)로서는 대기, 수질, 토양, 기후, 비오톱,

토지이용, 교통/소음, 폐기물, 에너지, 지하수 등이 있다.

2) 모니터링 지표의 검토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다양성의 감소, 자연생태계의 파

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도시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해서는 그 도시환경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생태적 관리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생태계의 주된 문제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시생

태계를 장기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개발들 중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지수 및

환경계정개발로서 생태계 중심의 관점이기보다는 환경이 인간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지표는 도시 생태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 진단,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를 의

미한다. 이 지표는 도시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문의 관측값 중에서 현상을 가

장 잘 설명하는 대표치들을 말하며, 생태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

하는데 도움되는 계량화 및 단순화 된 기초정보를 의미한다.

생태지표 체계는 국제기관과 주요국가의 지표를 기초로 생태적 관점에서 공통인자

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공통 지표와 함께 서울시 생태계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

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영역은 부문별로 앞서 설정한 바 있는 모니터링 영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

며,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장기 모니터링 원칙을 제

시하고 있는 사례와 생태계 모니터링 지표와 관련된 사례 등을 통해 공통적 원칙과 사

례지표들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베를린시의 Ecological Monitoring Berlin and

Hinterland와 미국 볼티모어시의 Baltimore Ecosystem Study(BES), 피닉스시의 Central

Arizona-Phoenix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CAPLTER)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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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본 지표체계 설정 방향과 부합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

과를 <표 4-1>에 정리하였다.

<표 4-1>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토된 모니터링 지표

항목 국내지표
국외지표

독일 미국

대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먼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오존농도

산성우

총탄화수소(THC)

SO2 방출과 오염정도

NOx 방출과 오염정도

분진

인접한 지역의 오존

생물지표종

유기가스의 발산 방출과 오염정도

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CH4, Benzol)
교통량에의한대기오염(NO2, 디젤엔진분진물)

수질

중금속(Pb, Cu, Cd, As, Cr),
Phenol

수온, pH, DO, SS, COD, T-N,
T-P, Cd, Pb, Hg, As, Phenol,
CN
pH, BOD, SS, DO, 대장균수

지표유출수의 수질(오염정도)
천층 지하수질

지하수의 오염취약성

지하수의 깊이

어류군의 종다양성, 수역별 출현빈도, 수

역/종별 멸종위험도

해안과 제방의 생태적 상태

물 보존구역과 지하수 사용

지하수 수위와 급수를 위한 담수지역 면적

지표유출, 침투, 총 강수량의 유출

지하수온도

토양

중금속(Cd, Cu, As, Hg, Pb, Cr+6),
PCB, CN, 유류, Phenol, 토양pH
표토상실면적 : 토양침식, 염분

화, 침수면적

지형의 경사도

지질

토양구성(토양분류)
토양피복

토양과 식물의 중금속(납 및 카드늄)
과거 오염지역

지질

낙엽분해와양분의흐름

표고

방사성물질

질화 및 탈질화 작용,
흔적가스(N2O, CO2, CH4), 단면,
T-C, T-N, 중금속, 이온치환능, 중

금속, pH, 수분함량

토양 core (30cm 깊이까지)
미생물 활성

화분

낙엽주머니와 buried 수목의 분해

절지동물의 다양성

기후

기압

기온

습도

강수량

바람

하늘상태

증발량

일사량등총 15종의기상요소관측

장기 평균 기온

지표면 풍속

열수지량이 적은 야간의 온도 및 습도 상태

도시기후권역

주·야간 표면온도

기후기능

강수 및 유출수 형성(계절별/년간 강수량,
유출수 측정)
주·야간 생태기후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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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내지표
국외지표.

독일 미국

교통

/
소음

차종별 주행거리,
도로별/일별/차종별 교통량

광역시도 시간별 변동

철도 구간길이/연료사용

도로수, 도로율, 산책도로, 자전

거이용, 도보이용, 차량밀도, 자

동차수, 대중교통수단, 대중교

통이용률

주요지역 소음정도

교통소음발생량

교통량(연간 여행거리와 교통량)
도로주변 개발시 교통소음

녹지지역 소음(도시화지역의 주야 평균

소음량)

비오

토프

토지이용

토양피복

현존식생

식물상과 식생

동식물군상의 보호지역

삼림의 연령과 식생구조(녹지비율과 구조)
조류 부화 및 개체군 수의 비교

자연 및 경관 보호지구(자연접촉의 잠

재성, 경관상 특징적 요소)
소규모 생물서식지

토양피복도

야생동물: 조류의 번식 및 생육상

태, 도시의 조류상, 삼림 patch

토지

이용

인구밀도

거주밀도

개발밀도

도시화율

공지면적비율

오염토지면적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 입지의 면적

에너지

산업부분 업종별/설비별/용도

별 에너지 소비량

수송부분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가정부분 월별/주택형태별, 대형

건물 용도별/월별 에너지 소비량

건물난방 공급지역

주요 난방방식(1차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방출량)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분류별/연면적별 이산화탄소 배출

전자기장

자료출처 : http:// www.stadtentwicklung.berlin.de/ umwelt/ umweltatlas/edua_ index.shtml
http:// lternet.edu/
http:// caplter.asu.edu
http:// www.ecostudies.org/bes/ index.html
http:// www.kma.go.kr/
http:// www.nier.go.kr/
http:// www.moenv.go.kr/ www/ index.html
http:// www.moct.go.kr/DH/ mct_ hpg/ mcthpg_ ge/ mcthpm_ lm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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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도시생태계 관리 현황

1. 분야별 관리현황

1) 대기

대기분야의 관리로서 환경부 대기보전국에서 중 장기 종합계획, 연료사용규제, 대기

오염측정망 설치 운영대기정책, 배출업체관리, 자동차공해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환경부 대기보전국에서는 대기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 측정망으로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오존경보발령시스템, 산성우측정망, 자

동차배출가스측정망이 있다. 서울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주로 도심지역에 한정되어 있

다. 그것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내는 오염원이 도심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

은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만으로는 오염치의 수치적인 데이터만을 얻

을 수밖에 없고 이를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 흐름이나 물질 순환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

기란 매우 어렵다. 장기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생각한다면 대기오염측정 대상지를

단순히 도심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심 내 혹은 도시 배후지역의 산림에서의 대기강하

물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기오염물의 수치적 해

석 이외에 생태계 내 물질순환과 생물 혹은 생물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

가 대기오염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서울시 관련 측정망의 운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 4-2).

(1)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환경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서울시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통한 오염실태 파악

및 대비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1972년 최초 도입후 현재는 총 27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이중에 서울시가

17개소, 환경부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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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존경보발령시스템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병행하여 오존에 대해서는 경보발령시스

템을 구축하여 1995년에 최초로 가동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

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에 오존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발령 및 해제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오존경보단계별 농도

기준에 따라서 운영한다.

(3) 산성우측정망

산성우측정망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중인데, 1981년 시청 앞

에 처음 설치한 이후로 계속 확장중이고 현재 12개소에서 강우시 빗물의

산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측정지점은 대기오염자동측정소와 그 위치가 동일하다.

(4)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망

서울시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체감 대기오염도에 영향을 주는 도

로변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주요 도로변 측정망은 환경부 측정망 2개소(동대문, 서울역)와 서

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측정망 5개소(영등포, 신촌, 청계천, 신사동, 청량

리)를 운영하고 있다.

- 78 -



2) 수질

전국적인 수질오염 상태를 파악하여 수질관리 기초자료 및 수질보전대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의 주요하천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자동 수동의 수질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 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조사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지역적인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지방

조사지점을 관리하고 있다.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

요 유해물질을 자동측정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즉각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 및 생물감

지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지역 감시 센타의 설치 및 네트워

크의 구성 등으로 수질오염 돌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할 계획이며, 시 도에서 운

영중인 수질자동측정장치와도 연결하여 수질오염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서

울시에서는 수질자동측정망은 상수원 수질감시 목적으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5개소

와 한강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5개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질

수동측정망으로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한강 및 지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본류 10지점

(한강관리청), 지천 14지점(서울보건환경연구원/한강관리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

다(<표 4-3> 참조).

3) 토양

전국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추세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의

사전예방대책 강구 및 오염토양의 정화·복원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

부와 각 시 도에서 토양오염도를 관리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최초 측정은 1987년 전국

에 총 250개 토양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전국망(국가)과 지역

망(지방자치단체)으로 구분하여 총 4,500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

울시 행정구역내 120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있다. 토양오염도 측정항목으로는 Cd, Cu, As, Hg, Pb,

Cr6+의 중금속 및 PCB, CN, Phenol, 유류, 토양pH 등 총11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오염토양의 효과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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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생태계 내에서 일종의 완충지 역할을 담당하는 토양의 오염은 일시적으로 관측하

여 해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토양오염은 오염물의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토양오염에 대한 관측은 장기간의 모니터링 작업에 의해 가능하며, 단순한 오염치 측

정 수준에 그치지 말고 토양에 서식하는 토양 미생물이나 무척추동물 등 생물체 혹은

생물군집과 토양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태계 완충지

로서의 토양의 역할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하는 유해폐기물의 매립이나

대기강하물 토양침투 등은 다른 분야와 연계된 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상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 업무는 모두 자동화되어 있으며, 보다 정확한 데이터 산출

을 위해 전국 460개 지점에 무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Automatic Weather Station)

를 설치해 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을 매분마다 관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지상기상관측망의 평균 격자 간격은 15km이나, 보다 정밀

한 기상 관측을 위해 오는 2003년까지 AWS를 100대 이상 늘려, 격자 간격을 14km

까지 줄일 계획이다. 특히 AWS는 산악지역이나 섬처럼 사람이 관측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집중 호우와 같은 돌발 악기상을 감시할 수 있는 자동화장비이며, 여기서 관

측된 자료는 수치예보모델의 초기 입력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기상청 기상측정소에서 행정구역에 설치된 23개 지상 자동 관

측소(AWA)에서 측정한 1시간동안의 온도 변화를 관측하며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운

영하는 별도의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를 종합할 때 특히 도시생태계 특성을 반영

한 도시 미기후 측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5) 비오톱

비오톱현황조사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 전국적인 조사는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오톱 현황을 조사하

고 지도화하였다. 즉 1999년 현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2000년에 지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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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IS DB를 담은 CD를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비오톱 지도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입지

심의 등 각종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검토자료로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환경관

리 측면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유

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시 비오톱 연구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 현존식생 등을 현지조사 하였다.

둘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도면화 하였다.

섯째, 비오톱 유형 분석 및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넷째, 자료를 기존 GIS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를

구축하였다.

6) 토지이용

건설교통부 토지국에서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목적으로 지형도·용도지

역지구도·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DB·전산화하여 대

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토지관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토지정책수

립의 도모를 목적으로 1997년 이래로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 중이다. 내용은 크게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전산자원, 조직, 자료, 업무, 관련 정보화

사업 추진 등 기초현황 조사와 현재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시스

템을 활용하고 있는 13개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이다. 향후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전국 DB를 구축하고 2003년 이후로는 시스템 안정화와 전국적인 민원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서울시에서는별도의 토지이용 정보구축 사업이진행되고있지 않다.

7) 교통/소음

국내에서의 교통/소음분야의 정보내용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지 않고 환경부 대기보

전국 소속의 교통공해과에서 운행차량의 대기오염배출물질 규제 관리와 운행차 정기

수시 점검, 연료사용량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활공해과에서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분야 전반의 교통소음 진동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오염배출물

의 경우 대기측정망을 통해 함께 관측되고 있으며, 환경소음측정망과 항공기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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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설치 운영 중이다. 이들 자료는 이전에 대기부분에서 언급한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에 포함되어 교통량관련 DB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소음도 측정을 위해 서울시내 주요지역 30개 지점 150개소(환경부 15개

지점 75개소, 서울시 15개 지점 7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소음

도는 교통, 생활, 항공기 소음으로 분류되어 측정되고 있다.

8) 폐기물

대기, 토양, 물은 환경구성요소의 기본으로 도시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인데 반해 폐기물은 그 처리 방향에 따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폐기물소각은 대기에, 매립은 지하수 및 토양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매립지가 대부분

도시 외곽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녹지를 잠식하게 된다.

서울시에서의 폐기물 관리는 일차적으로 발생단계에서부터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

본방향을 두고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양적 증가 억제와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환경친

화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9) 에너지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국가에너지계획의 효과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진흥을 도모하며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시 도에서는 지역에

너지 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으며, 시 군 구 단위에서도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개발 및 관리

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많은 문제점

을 노출하고 있다(조진상, 2001).

10) 지하수

지하수 자동측정망의 설치는 시에서 시비로 공사를 실시하며,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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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는 관리시설을 연결하여 자치구별 관측망을 운영·관리하고, 시 전역의 모든 관측

망 자료는 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측정 결과를 환경부

에 보고하여 지하수의 수질현황과 변화추세를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하수 자동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1) 지하수 자동관측망 구축계획

1997년∼2004년까지 지하수 관측시설 180개소를 서울시내 전지역(자치구

별 6∼8개소)에 설치하고 매일 1회 이상 수온, 수위, EC(전기전도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2) 지하수 수질측정망 구축계획

서울시내 전지역(자치구별 4개소)에 100개소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구축

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의 15개 항목을 년2회 상반기(4∼5월), 하반기(9∼

10월)에 걸쳐 측정할 계획이다.

<표 4-2> 분야별 도시생태계 정보관리 현황

분야 조 사 내 용 관리(연구)기관

대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 측정항목 -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먼지, 일산화탄소, 탄

화수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
1) 서울시 17개소 - 한남, 화곡, 구의, 오류, 반포, 방학, 남가좌,

방이, 구로, 성수, 이화동, 번동, 상계동, 신정
동, 시흥동, 사당동, 천호동

2) 환경부 10개소 - 시청앞, 길음, 불광, 마포, 면목, 신설, 문래,
대치, 관악산, 잠실

환경부/
서울보건

환경연구원

오존경보발령시스템
① 주의보 - 대기오염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② 경보 - 0.3ppm이상일 때
③ 중대경보 - 0.5ppm이상일 때

: 오존경보발령지역구분
① 북서지역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② 북동지역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③ 남서지역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④ 남동지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환경부/
서울보건

환경연구원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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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 리 현 황 관리(연구)기관

대기

산성우측정망
1) 서울시 7개소 - 한남, 쌍문, 방이, 구로, 양재, 구의, 화곡
2) 환경부 5개소 - 시청앞, 불광, 면목, 문래, 잠실

환경부/
서울보건

환경연구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망

: 측정항목 - 총탄화수소(THC)
1) 서울시 5개소 - 영등포, 신촌, 청계천, 신사동, 청량리
2) 환경부 2개소 - 동대문, 서울역

환경부/
서울보건

환경연구원

수질

서울시 상수원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수질자동측정망 5개소 운영

: 측정항목 - 중금속(Pb, Cu, Cd, As, Cr), Phenol
1) 광암(경기도 하남시 광암정수사업소내) - 9̀2년 설치

2) 암사(강동구 암사동 암사정수사업소내) - 9̀2년 설치

3) 구의(광진구 광장동 구의정수사업소내) - 9̀2년 설치
4) 자양(광진구 자양동 자양취수장내) - 9̀5년 설치

5) 풍납(송파구 풍남동 풍납취수장내) - 9̀5년 설치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생태계보호를 목적으로 수질자동측정망 5개소 운영
: 측정항목 - 수온, pH, DO, SS, COD, T-N, T-P, Cd, Pb, Hg, As, Phenol, CN
1) 노량진(동작구 노량진동 구취수장내) - 9̀1년 설치

2) 영등포(영등포구 양화동 영등포정수사업소내) - 9̀1년 설치
3) 탄천(송파구 가락동 탄천빗물펌프장내) - 9̀3년 설치

4) 안양천(구로구 구로동 신구로빗물펌프장내) - 9̀3년 설치

5) 중랑천(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빗물펌프장내) - 9̀5년 설치

서울보건
환경연구원

한강 및 지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강수계의
수동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 측정항목 - pH, BOD, SS, DO, 대장균수
1) 한강본류 10지점 - 팔당(팔당댐앞), 암사(암사취수장앞), 구의(천

호대교), 잠실(잠실대교), 뚝섬(성수대교), 보광(한남대교), 노량
진(한강대교), 영등포(성산대교), 가양(가양동 미원공장뒤), 행주
(행주대교)

2) 한강지천 14지점
① 서울시 - 고덕천(고덕동), 성내천(잠실대교), 양재천(대치동),

중랑천(노원교, 장안교, 성수교), 정릉천(종암동), 홍제천(성산
동), 개화천(개봉동), 도림천(신대방동)

② 한강관리청 - 안양천(고척교, 양화교), 탄천(대곡교, 삼선교)

한강관리청/
서울보건

환경연구원

토양

환경부 관리 전국 측정망 1,500개 지점
: 측정항목 - 중금속(Cd, Cu, As, Hg, Pb, Cr+6), PCB, CN, 유기인,

Phenol, 유류, 토양pH
: 전국망(1,500지점) - 낙동강(190), 금강(228), 영산강(262), 경인

(262), 원주(195), 대구(243), 전주(120)

환경부

지역 관리 시 도 측정망 3,000개 지점
: 측정항목 - 중금속(Cd, Cu, As, Hg, Pb, Cr+6), PCB, CN, 유류,

Phenol, 토양pH
: 서울시측정망(120지점) - 수질보전과(측정망관리), 서울보건환경연
구원(연구기관)

시 도 관리청

(표계속)

- 84 -



분야 조 사 내 용 관리(연구)기관

기후

기후자료
: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관측된 모든 기상자료는 통계 처리
되어 각종 기후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기상월보>
와 <기상연보>를 발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표,
태풍백서, 기후극값 등의 자료는 비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지상기상관측

: 측정항목 - 기압, 기온, 습도, 강수량, 바람, 하늘상태, 증발량, 일
사량 등 총 15종의 기상요소 관측

기상청

비오톱

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 현존식생 등 기초조사
서울시 비오톱 유형 구분 및 도면화

비오톱 유형 분석 및 평가
GIS DB 제작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토지
이용

도형자료(지형도, 지적도등), 속성자료, 법률자료 등 DB구축
: 토지관련업무의 전산화와 통합DB 및 전산망 구축

1) 토지행정업무 : 개발부담금관리, 외국인토지관리, 토지거래허가
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용도지
역·지구관리, 공간계획 및토지정책업무

2) 토지관련 DB 구축 : 지형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 사업지역

1) '98 시범사업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2) '99 1차 확산지역 :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군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순창
군, 전남 목포시·광양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제주 제주시

3) 2000 2차 확산지역 : 약 50여개 시·군·구 <예정>
전산체계 구축을 위한 H/W 및 S/ W등 전산장비 공급
응용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능 보완

건설교통부

교통/
소음

대기정책지원시스템에 교통량관련 DB로 구축
: 차종별 주행거리, 도로별/일별/차종별 교통량, 광역시도 시간별 변

동계속, 7대광역시교통량, 철도 구간길이/연료사용량, 항공, 항만

환경부
대기보전국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과 관리(처리) 지표를 수립하여 중 장기
적으로 관리

에너지
대기정책지원시스템에 행정구역별 DB로 구축

: 산업부분 업종별/설비별/용도별, 수송부분 업종별, 가정부분 월
별/주택형태별, 대형건물 용도별/월별

환경부
대기보전국

지하수

지하수 자동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구축 예정
1) 자동측정망 - 1997∼2004년까지 지하수 관측시설 180개소를 서

울시 전지역에 설치 운영
2) 수질측정망 - 서울시 100개소에 설치 운영

서울시
수질보전과

자료출처 : 서울시내부자료 재정리
http:// www.kma.go.kr/
http:// www.nier.go.kr/
http:// www.moenv.go.kr/ www/ index.html
http:// www.moct.go.kr/DH/ mct_ hpg/ mcthpg_ ge/ mcthpm_ lm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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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현황 종합

서울시의 환경정보화를 추진하는 법률적 근거로서는 서울시 환경기본조례('96. 5.)

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

력해야 함(제3조, 제25조) , 서울시 정보화 추진 조례('98. 3.)의 서울시 환경정보시스템

의 구축 ,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99. 3)의 GIS를 이용하여 서울시 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환경정보화의 정책적 근거도 풍부한데, 서울시는 96년 이후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시 환경기본계획(서울시, 1996), 서울의제

21(서울시, 1996), 서울의제 21 서울시 실천계획(서울시, 1997), 시정운영 3개년계획(서

울시, 1996) 등에 이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 환경정보화 기본 현황을 자료수집체계, DB 구축 및 관리, 유통경로구축, 업

무활용, 대국민 서비스, 조직과 제도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한편 환경정보화 현황을 종합하면, 자연환경보전분야에서는 서울시 생태현황도 제작 및 전

자지도 CD-ROM 배포 이외에는 정보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반해 생활환경보전분야에

서는 일부 업무에 국한하여 업무정보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이는 크게 환경오염자료 수집

및환경부 보고의 정보화와자체업무의정보화로구분될 수있다.

자료수집 및 환경부 보고업무의 정보화 예로서 수질자동측정망, 대기오염 자동측정

망, 산성우측정망, 오존경보시스템, 도로변 자동차배출가스측정망 등이 구축되어 환경

부와 분담하여 운영중이다. 자체업무 정보화의 예로서 대기오염분야의 배기가스배출차

량관리, 공원녹지 분야의 야생조수수출입 민원행정업무 정보화, 폐기물분야 쓰레기종량

제 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 등이 운영중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는 일부 환경관련 업무들에 대해서는 전

산화되어 자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취득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호 연결성은 아주 미흡하여 종합적인 환경행정서비스와 고도의 환경정책 결

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경정보화사업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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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서울시 환경정보화 기본 현황

정보화

분야
정보화 기본 현황 문 제 점 대 안

자료

수집

체계

자동측정망 운영: 대기오염, 수

질, 산성우, 도로변 자동차가스

배출

환경부 배포 환경기초자료 수

집종합전산망시험운영

자료의 자체 수집 체제

미비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구축

DB
구축 및

관리

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작성

자료의공유미흡

자체환경정보유지관리기

능미흡

DB 통합자료의공개

유통

경로

구축

서울시본청LAN 구축완료

시청 전산정보관리소 자치구

사이 LAN 구축완료

본청에한해 1인 1PC 보급

산하사업소와미연결

타지자체와의연결미흡

구청 및 사업소 PC 보급

율저조

광역정보망구축

PC보급률확대

업무

활용

일반행정정보통신망

-사무자동화：전자우편,게시판,
문서송수진, 전자결제사용중

-민원행정：일부시험운영중

-행정정보 공유：시험운영 중

(지시사항, 주요업무계획등)
환경기초자료 관리프로그램 시험

운영중

자료의가공및활용미흡

정책결정지원미흡

분석예측기능부족

환경영향평가기능부재

환경보전 업무지원 기능

부재

유지관리 효율화로

업무효율성증진

정책수립지원을 포

함하는 종합정보시

스템구축

대국민

서비스
일부정보서비스

단방향적대국민서비스

환경정보의 부족 및 접

근곤란

환경전문가에 대한 서비

스미흡

타환경관련정보원과의연

계부족

기초 공통환경 GIS
DB 구축

의사결정 과정 및

정보 공개

인터넷을이용한

대시민정보서비

스시스템구축

조직과

제도

서울시정보화종합계획작성(99)
환경오염정보센터운영

정보화 업무조직의 분화

미흡

전문인력의확보미흡

센터기능정립미흡

전문인력확보

유지관리담당조

직구성

자료출처: 김윤종, 조용현. 1999. 서울시 환경정보시스템 구축방안. p.14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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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변화 파악 및 예측 방향

1. 체계적인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1) 의의

서울시 환경정보화는 환경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2000년대에 이루어져야 할 꼭 필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를 위한 물리적 수단이 바로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환경정책 및 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

루어질 것이며 환경정책의사결정이 체계화 될 것이다(김과 조, 1999).

2) 서울시 환경정보화의 방향

서울시의 정보화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환경정보화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주로 환경부 주도의 자동측정

망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김과 조, 1999).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환경정보화의 방향을 서울시가 그

간 모색해온 이상적 환경정책 방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환경정보화의 목표는 환경행정의 수행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환경정

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본원칙은 분석 및 예측기

능 강화, 통합적 환경정보체계 구축, 상시 감시망 구축, 지리정보 활용, 의사결정과정

및 정보공개를 이루는 것이다. 정보화에 수반되어야 할 통합화 전략으로서는 업무기능

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정보기술의 통합, 개발운영환경의 통합의 추구이다. 이

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 효율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 GIS DB구축사업의 추진에서는 시스템의 통합 장애 발생뿐만 아니라 GIS DB

의 중복구축으로 인한 낭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

사적 GIS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공통주제도의 수치지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으

며, 근본적으로 DB 통합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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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태계 구조- 기능- 변화 장기 모니터링

서울시의 환경정보의 DB 구축현황은 지형과 관련한 정보로서 NGIS 사업의 일환으

로 1/ 1,000의 수치지도가 이미 제작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 예를 들면, 대기, 수질, 기후, 지하수, 교통/소

음 등 인간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환경정보들은 DB구축 및 활용에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자동측정망 또는 수동측정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생물적 환경(비오톱)을 제외한 여타의 환경정보들, 예를 들어 폐기물과

에너지 분야는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다. 폐기물은 아직 해당분야에서 환경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정부 내의 조직 업무분장에서도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오톱 자료의 경우에는 공간적 패턴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미 일차로 이루어졌고(1999∼2001), 현재도 이를 정교화 하기 위한 일부 대

표비오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연구에 의한 비오톱 유형별 생태적 특성규명 작업이 진

행중이다(2001∼2003 완료 예정). 이들 조사연구의 목적은 주로 생태계 구조 파악에 머

물고 있으며, 예정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 구조의 변화 파악도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도시생태계 조사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은 기능

측면에 대한 연구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여타 환경요소들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

니라 도시생태계를 구성하는 야생동식물 사이의 기능과 관련된 영향관계, 영향정도, 그

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태도시 조성 및 도시생태계 보전에 주안

점을 두고 도시생태계 현상과 변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이미 수행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오톱 조사와 새로이 시작된 대

표비오톱을 대상으로 한 정밀생태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추

가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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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방향3 )

1. 모니터링 계획의 의의

모니터링 자료는 과거자료로부터 얻어지거나(회고적 모니터링) 새로 계획된 프로그

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료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경우 변수

선택에 한계가 있다. 비록 새로 계획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변수선택이나 자료 질의

면에서 더욱 정교하지만, 회고적 모니터링이 새로 계획된 모니터링 보다 반드시 성공

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계획과 설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기체에 대한 환경의 질, 개체군, 서식지, 생태계 구조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려면 모

니터링 프로그램의 개념적 계획 또는 틀이 잘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개념적 계획 또는 틀은 모니터링과 환경평가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속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비록 모든 종류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개념적

틀을 확립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아래 모델은 매우 일반적인 모니터링의 본질과 관련되

어있고, 바람직하고, 기본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2. 생물학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구성 및 구조

1) 목적

모니터링 계획의 모든 요소들이 모니터링 목적에 종속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프로

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단계에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다. 나중에 모니터링

계획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초기단계에서 포괄적인

목적을 선언하는 것이 유익하다.

3) 자료출처 : Ian, F. Spellerberg. 1991. Monitoring Ecological Change. pp. 181∼196를 번역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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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위한 개념적 계획 절차

(출처: Ian, F. Spellerberg. 1991. Monitoring Ecological Change. p.182에서 재구성)

2) 모니터링 대상지

목적을 정의하는데 있어,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어느 대상지가 가장 유용

한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장기 모니터링 대상지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목적의 관점에서 장소가 모니

터링에 적합한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안정된 장소인지, 장소가 대표성을 지니는

지 하는 것들이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정확히 같은 대상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이유

에서 영구적인 조사구를 설치한다. 장소가 안정적이고, 대표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

라 자료가 수집되는 각 경우를 대변하는 표본지가 영구 조사구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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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과 저장을 위한 준비

모니터링이 장기간에 걸쳐 기획되는 동안에 초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

람들이 바뀔 수도 있다. 자료의 안전한 보존뿐만 아니라 수집된 자료와 관련되어 새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

다. 어떠한 모니터링이라도 계속된 성공을 위해 모니터링 방법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의 정확한 묘사가 매우 중요하며, 발전된 정보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생물학적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단지 한 명이나 소수의 사람들의 규칙적인

자료 수집이 요구되는 반면 어떤 모니터링에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 자

료 수집이 요구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자료 수

집을 위해 학생, 시민단체 등과 같은 비전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4) 협동 및 의사교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 첫째로 좋은 계획과, 둘째로 적절한 기간을 넘긴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한 논리적인 지지, 셋째로 다른 관련된 프로그램과의

조정이다. 이런 점에서 The US Federal Marine Pollution Plan은 해양 모니터링에 있

어 기존 모니터링 프로그램들 사이의 향상된 조정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의사교환

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바람직한 조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아래와 같

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1.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상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적, 국지적 모니

터링 활동의 실질적인 목록개발

2. 정보의 접근과 분석을 용이하도록 일련의 선택된 모니터링 매개변수들의 통일적

양식 확립

3. 자료 품질 보증체제 구축

4. 자료의 저장, 보급, 분석을 위한 테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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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수선택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변수와 처리과정의 범위는 지표종

으로 부터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광범하다. 이상적인 변수와 처리과정의 선택은 전체적

인 생태적 원리에 기초하지만 돈, 시간, 노력 등의 한계들도 함께 고려된다. 자료 수집

은 시간 소비적이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장 자료 또는 다른 자료원으로 부터의 자

료 수집방법도 매개변수 선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변수선택에서는 단순성과 신뢰

성 그리고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연구참여자가 바뀌어도 유용한 표준화된 방법과 항구적 기록의

필요성을 추가할 수 있다. 변수와 처리과정의 조심스러운 선택과 함께 조사시간의 올

바른 선택과 자료 기록의 빈도 결정이 필요하다. 유기체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간적, 시

간적, 분포양상은 물론이고 기후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6) 타당성 검토

생물학적 모니터링 특히 장기적 모니터링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재정적이

고 행정적인 도움의 부족이다. 많은 생태학적 연구가 3∼4년의 단기 기간에 이루어졌

고, 연구가 확대될 만한 기회가 매우 드물다. 비록 7̀0년대부터 8̀0년대에 환경적 이슈

의 많은 보도의 결과로 장기적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모니터링 프로

그램이 비용 효율적이 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Wolfe et al.(1987)은 그것이 가능하

다고 믿었다. 그들은 가설검정의 틀 이내에서 자료 수집에 구조적 설계의 중요성을 과

학 학술문헌에서 검증했다. 개념적 계획 또는 틀에서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위한 논

리적 지원이 있으리라 확신해야 한다. 이 의미는 자료가 일률적인 방법에 의해 지속적

으로 수집되어지고, 자료 저장과 수정의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속성은 본질적인 요소이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길수록 연속성을 위한 지원

은 더욱 확실하게 필요하다. 자료가 분석에 합당하지 못한 형태로 축적 될 수 있기 때

문에 어떠한 연구에도 적용되는 좋은 전략은 자료가 수집되기 전에 분석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사전 조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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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자료 수집과 기초조사

생물학적 모니터링 계획은 생물학적 정보 없이 실행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료는

문헌이나 사전현장조사로부터 수집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의 목적은 포괄적인 목적의

지침이내에서 지역의 생물학적인 사전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정보

는 현화식물들과 조류 그리고 거미류와 같은 선택된 분류군의 종목록 형태일 수 있고,

민감한 서식지와 보호종 분포의 형태 일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분포, 개체군 크

기, 선택된 분류군의 구조로 확대 될 수도 있다. 변화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위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미 강조한 것처럼, 모니터링 계획의 일환으로 수집된 좋은 기초 자료는 성공적인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기초자료는 어떠한 종이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 가장 유용한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종들은 기본 생물학적 지식

으로 여러 종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으나 다른 많은 종들은 전문가나 분류학자의 도움

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다. 종 파악과 동정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다. 환경적 평가와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를 더욱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분류학과 계통 분류

학에 숙련될 필요가 있다.

8) 자료 분석과 표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쉽게 잊혀지는 측면이 자료의 분석과 표현이다.

분석 기법의 선택은 변수 선택 시점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수집되어진 많은 자료가 쉽게 분석되지 못하고, 쉽게 검증되거나 보고

서에 표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통계학 책에 묘사된 자료분석을 위한 공통적 관행

과는 별도로 자료분석과 표현에 정석은 없다.

적절한 형식이 채택되어지기 전에 여러 대안들이 조사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보고서를 읽을지, 누가 보고서를 검토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여러 변수가

고려될 때 자료의 간단한 요약은 종종 유용 할 수 있다. 표 작성은 추후 전체자료를 잘 활

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프 작성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만 그래프 내에서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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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문헌을 통해 많은 생물학적 모니터링 프로그램들이 계획의 부재, 자료 수집을 위한

적정하고 안정적인 대상지 부족,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지는 변수와 처리과정

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생물학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수립과 관리를 위한 이상의 몇 가지 규칙을 미리 점검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산림생태계 모니터링으로부터 얻어진 이러한 규칙들은 어

떠한 다른 종류의 생물학적 모니터링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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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 모니터링 방안

제1절 전체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상안

제2절 기능 장기 모니터링 방안



제V장 서울시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방안

제1절 전체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상안

1. 도시생태현황 조사

이 조사는 이미 1999∼2001년에 걸쳐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완성되

었으며, 5년 주기로 자료조사가 갱신될 예정인데 서울시의 생태계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서울은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팽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문

화·생태·환경 등 도시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간과되고 경

제성과 편리성 등만이 중시되어 왔다. 그 결과 서울은 6.25이후 약 50년만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98년 현재, 일반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거주율 42%), 녹지를 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시가지화된 도시지역 대부분이 인공적으

로 불투수 재료로 포장되는 등 많은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생태적인 도시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개발위주의 도시

계획에서 보존 및 복원 위주로 도시관리의 방향을 전환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인 특성 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생태적 잠재가치, 평가기준 등 도시계획에 직접 적용 가능한 자료의 축적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계획시설

입지 심의 등 각종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검토자료로의 활용가치가 크며, 환경관리 측

면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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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적인 녹지축의 설정뿐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대안 제시도 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생태현황도는 생

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관리

가 통합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공간

서울시 전역

3) 연구내용

(1) 토지이용현황도

토지이용은 도시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이며 현재의 토지이용에 대한

파악과 이해는 생태적인 도시계획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도시비오톱 유형화의 가

장 중요한 분류기준이다.

토지이용현황도는 현재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낸 도면으로

크게 도시화지역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을 나누고, 도시화지역은 다시 주택지,

상업 및 업무시설지, 주택 및 상업 혼합지, 공업지, 공공용도지, 교통시설지, 도시부양

시설지로 나누어 표현하였으며,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은 특수지역,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하천 및 호소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2) 불투수토양포장도

자연적인 토양의 투수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포장은 인간의 생활공간이나 자연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불투수 포장재에 의한 토양포

장은 도시의 기후는 물론 물관리, 토양생태, 동물상, 식물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불투수토양포장도는 현재 토지가 건물과 불투수성 포장재(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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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등)로 덮여있는 면적비율을 나타낸 도면으로, 면적비율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3) 현존식생도

식생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교란이후에 자연적인 천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식생

의 천이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나타난다. 자연생태계의 합리적

이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존

식생과 잠재식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이중 현존식생은 도시지역의 생태적 성숙정

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며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 도시생태계 구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존식생도는 식생의 분포유형을 나타낸 도면으로 도시화지역은 시가화지역과 도

로로 표현하였으며,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역은 생태적 구조 및 속성에 따라 조경수

목식재지, 초지, 수역, 경작지로 구분하고, 산림지역은 교목의 우점종으로 구분하여 표

현하였다.

(4)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biotop)은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생물군집의 서식지 로서 각각의 비오

톱은 고유한 환경속성을 가지며 또한 그로인한 독특한 생물군집을 형성한다. 그리고

비오톱 유형은 특정생물군집 형성을 지배하는 동질적 환경속성을 기준으로 서식지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극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에서 자연보호의 과제는 각 공간별 생태

적인 구조와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므로, 비오톱 유형화 과정에서는 이에 필요한 통

제가능한 환경속성을 정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로서 도출된 비오톱 유형지도

는 비오톱별 잠재성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며, 도시비오톱 개발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도시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토지이용, 도시기후, 식생 및 동식물상, 토양,

물관리, 소음, 폐기물 등 다양하며, 도시지역의 비오톱을 유형화하는 작업에도 식물상

과 식생, 동물군, 자연보호와 관련된 소공간, 녹지비율과 구조, 토양피복도, 경관상의

특징적 요소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비오톱 유형화에서는 기초자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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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토지이용,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 자

료 등이 이용되었으며, 도시공간의 특성상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현황이 비오톱유형 구

분의 주축이 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오톱유형화의 과정에서 각 비오톱에서 나타나

는 생물종에 대한 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유형화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비오톱유

형에 대한 추가적인 세분화 및 통합작업이 후속되어야 하며, 본 과제에서 제시하는 비

오톱유형은 향후 작업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비오톱유형도는 도시생태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나타낸 도면으로,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얻어진 토지이용,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 자료 등이 이용되었으며,

도시공간의 특성상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현황이 비오톱유형 구분의 주축이 되었다.

서울지역의 비오톱 유형을 크게 9개의 대분류 즉, 주거지 비오톱,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 비오톱, 교통시설 비오톱, 조경녹지 비오톱, 하천 및

습지 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산림지 비오톱, 유휴지 비오톱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5) 비오톱유형 평가도

비오톱 및 비오톱유형의 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적별 평가를 모두 수행 할 수 없으므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비오톱 유형 및 개별비오톱을 별도로 평가하였으

며, 포괄적인 평가가 되도록 평가항목을 고려하였다. 이 가운데 비오톱유형 평가는 비

오톱유형별로 평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으로서 비오톱 유형별로 평균값을 사용하

며, 유형별로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오톱유형 평가도는 63개의 비오톱 유형에 대하여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의 가치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비오톱유형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5등급의 비오톱 유형평가를 도출하였다.

(6) 개별비오톱 평가도

개별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유형 평가와 평가목적은 동일하나, 비오톱유형 평가의 경

우 평가대상이 비오톱유형 전체라면, 개별비오톱 평가의 평가대상은 개별비오톱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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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이다. 따라서 비오톱유형 평가결과가 개별비오톱의 특성을 함

축한 결과임에 반해, 개별비오톱 평가는 같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속성이 다른 개별비

오톱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 된다. 개별 토지의 개발 또는 관리시에는 비오톱유형 평가

와 함께 이 개별비오톱 평가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비오톱 평가도는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의 비오톱별 가치를 3개 등

급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개별비오톱 평가는 비오톱 유형을 크게 자연형, 근자연

형, 비자연형, 기타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자연형과 근자연형의 29개에 해

당되는 비오톱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4) 연구방법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은 <그림 5-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

의 경우 비오톱유형화 작업이나 비오톱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도시생태 기초

자료의 축적이 미흡하여 우선적으로 ①도시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이며 도시

생태계 현황파악의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유형, ②기후, 물관리, 토양, 동식물상, 인간생

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불투수토양포장, ③도시에서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존식생 등 세가지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오톱의 유형화 및 평가를 위하여 토지이용, 불투수토양포장, 현존식생의 현장조사

자료 이외에도 경사, 향, 표고등의 지형자료, 양서, 파충류등의 서식지 자료, 녹지활력

도 등의 자연환경자료가 서울시 전역에 대해 구축되었으며, 토지특성자료, 건축물대장,

국 공유지현황자료 등 인문환경자료는 일부지역에 대해 구축되었다. 이를 기초로 비오

톱 유형화 작업 및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형별 평가작업, 개별 비오톱별 평가작업

이 이루어졌다.

특히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된 데이터에 대하여 1:1,000 수치지형도 및 2000

년 3월에 촬영된 1미터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IKONOS영상을 이용하여 현장조사자료에

대한 상세한 검수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일부산림지역에 대해 보완조사가 이루어졌다.

보완조사자료와 검수후 수정보완된 내용을 기초로 도시생태현황도의 수정작업이 이루

어졌으며, 도시생태현황도는 1:25,000 축척의 도면집과, 구축된 데이터가 전산화일로 담

겨져 있는 CD-ROM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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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비오톱 유형별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서울시 대표비오톱 조사는 이미 올해(2001년도)부터 시작되어 3년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생태계 현황조사와 달리 이 조사는 대표비

오톱 표본지를 대상지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조사는 3년간의 조사연구 기간

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5-1> 서울시 비오톱지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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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서울시 대표비오톱 조사의 연구목적은 각각의 비오톱 유형별로 표본 지역을 선정

한 이후에 정밀 생태 조사를 실시하여 각 비오톱 유형의 생물 다양성 특성을 규명하

고, 비오톱 유형별 생물다양성 결정요인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각 비오톱 유형별로

구체적인 생태적 복원 방안 및 생물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공간범위

각 비오톱 유형별 대표비오톱 3개소

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는 모두 7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비오톱 유형별 정밀생태조사 실시 표본 지역(대표 비오톱)을 선정한다.

- 정밀생태조사가 필요한 비오톱 유형 선정

- 생활권 주변 훼손 우려가 있는 중요 비오톱 선정

- 우선 관리되어야 할 대규모 비오톱 선정

- 우선 관리되어야 할 소규모 비오톱 선정

- 각 비오톱 유형별 표본지역(대표 비오톱) 선정

둘째, 대표 비오톱 정밀생태조사 및 비오톱 유형별 생태적 특성을 규명한다.

- 표본지역의 인문 사회 환경조사(토지이용, 토양포장, 이용강도, 역사적

문화적 특성 포함)

- 표본지역의 무기환경 조사 및 식물 동물분야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 비오톱 유형별 생태적 특성 규명

- 서울시 비오톱 유형 구분 체계의 재검토

- 전체 조사자료의 종합분석에 의한 비오톱 단위의 생물다양성 결정 요인 도출

- 비오톱 유형별 생물다양성 기회요소와 제한요소 도출

- 서울시 비오톱조사 GIS DB와 상호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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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오톱 유형별 관리대책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대표 비오톱 유형별 관리대책 수립

- 비오톱 유형별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제시

넷째, 조사 범위내에서 비오톱 현황을 점검 및 수정한다.

- 이미(1999∼2000년) 실시된 서울전역의 비오톱 현황(토지이용, 토양피복,

현존 식생 현황) 중 조사 범위 내에서 점검 후 기존자료 수정 보완

<표 5- 1> 서울시 대표비오톱 분야별 조사내용

연구분야 조 사 내 용

무기환경분야

-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 토양 오염 특성

- 수질, 염류도(습지, 하천, 담수지역 중심으로)

식물분야

- 대상지내 출현 식물상(목본, 초본), 식생구조, 우점종, 식물 군집구조, 분

포위치(중요부분),현존식생도작성 등

- 조사는 항목별 필요에 따라 최소 연1∼3회 실시

동물분야

- 조류상, 곤충상(목, 과 수준), 포유류상,

- 양서·파충류, 어류상 (습지, 하천, 담수지역 중심으로)

- 종명, 관찰위치, 관찰지 현황 표시

- 조사는 최소 년 2회 실시

기타
- 토지이용 특성, 토양 포장, 지하 개발현황, 토지 이용 강도, 역사·문화적

특성, 건물규격 및 지붕유형 등 도시생태계 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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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서울시에서는 1987년부터 주기적으로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로 수행해왔으며, 2001

년 현재 제5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강생태계 조사연구는 서울시내의 하천 및 유

입지천의 생태환경 및 생물상 조사를 통해, 서울시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1) 연구목적

한강 유역의 인구증가와 생활여건의 변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의 환경변화에 따

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강의 생태환경과 생물상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

행하는 것이다. 또한 한강이 자연적인 하천생태계로써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

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 및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공간범위

한강 : 팔당댐 하류 ∼ 신곡 수중보 구간의 한강 본류 및 유역(추가)

유입지천 : 주요 유입지천 및 유역(추가)

시험 소하천 : 도시 특성을 대표하는 소하천(추가)

3) 연구내용

연구는 모두 5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생태계의 생태환경요인을 분석한다.

- 강수량, 기온 등 일반환경 및 입지환경 조사

- 하천 개황(유속, 유량, 수위) 조사

- 수질 및 환경오염 조사 및 장래수질 예측

- 수변조사(river corrid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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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물상의 구조 및 현황을 조사한다.

- 1차 생산, 담수플랑크톤, 세균, 저서생물, 수서 및 육상곤충, 어류, 육상

및 수생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및 포유류 현황조사

- 희귀종 및 환경지표종 조사

- 밤섬 생태계 조사

셋째, 생태계의 기능과 상호영향 분석 및 향후 변화를 예측한다.

- 주요 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생태환경과 생물상간의 상호관계 분석

- 먹이연쇄에 의한 물질농축 조사 분석

-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

-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에 주요 역할을 나타내는 환경요인 분석과 대책

- 향후 생물상 변화 예측

넷째, 생태계의 보전 및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 국내외 대하천의 생태적 관리 실태 조사

- 주요 환경인자 관리대책

- 생태계 종합보전대책 강구

다섯째, 한강 생태계 지도를 제작한다.

- 생태 및 수질현황 자료의 GIS DB 구축

- 시민의 이해를 돕는 생태지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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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생태계 기능 장기 모니터링 조사

도시생태계 기능 장기 모니터링은 도시생태현황조사, 대표비오톱조사, 한강생태계조

사를 보완하여 함께 서울시 생태계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이미 본 장

첫부분에서 언급하였고, 연구내용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연구목적

서울시에서 인간활동에 의해 변화하는 도시생태계의 구조, 기능 그리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생태계내 환경인자와 비환경인자간의 상호 작

용의 연구

도시생태계에 대한 개별적 연구의 조정, 통합 및 보완으로 도시생태계 관

리정책 마련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진단적 평가

조사자료의 체계적인 위계를 마련하여 연구자료의 호환성 향상

연구자료 호환성 향상에 따른 국제적 도시생태계와 비교분석을 통해 바

람직한 도시생태계 미래상 설립에 필요한 정책 제시

2) 공간범위

서울시 전역 (시외곽지 일부 포함)

3) 연구내용

연구대상지에 따라 조사내용 및 강도를 차별화하여 중점조사지와 <그림 5-2>에

표시된 4km × 4km 격자 교차지역을 선정한다. 중점조사지는 서울시계내 산림지 1지

역(남산)과 시외곽지 산림지 2지역(북한산과 관악산)으로 모두 3개소이며, 약식조사지

는 서울시계내 42지점과 시외곽지 8개지점으로 모두 50개소를 선정한다.

연구방법은 식생기능 변화, 입지환경 변화, 생물다양성 변화, 평가 및 관리기법 개

발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조사항목 중 기상과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약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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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기존에 측정되고 있는 기상측정망과 대기오염측정망 자

료를 활용한다.

<그림 5-2>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대상지

4) 활용

분야별 모니터링 성과를 생태적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정책 지표로 활용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서울시 도시생태계 관리정책 홍보 및 교육프로그

램으로 활용

도시생태계 변화 중 주요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제적 도시생태계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서울시 생태계 기능 특성

에 부합하는 도시생태계 관리대한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생태계와 자연생태계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자연생태계와 차별

화된 도시생태계 관리 대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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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능 장기 모니터링 구상안

1. 식생기능 변화

1) 생물량과 생장량 측정

(1) 연구목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군집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에너지

를 필요로 한다. 자연생태계에서 에너지의 주공급원은 생산자에 의해 합성된 유기물질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의 척도는 생산자, 즉 식물의 생산량이다. 이는 생태

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생물량(biomass)은 ①단

순히 살아있는 어떤 생물의 무게와 ②단위 면적당 개체의 무게 즉, 생산량의 두가지 의

미를 포함한다. 식물의 생물량은 종에 따라 수분함량이 매우 상이하므로 생중량(fresh

weight)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생물량의 측정은

생물체의 건중량(dry wejght)을 표시한 것으로 다양한 식물종과 구성요소(뿌리, 줄기, 가

지, 잎)를 적절하게 배분(현존식생의 중요한 변수)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생물량의 관측은 중점조사지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하고 침엽과 활엽의 생장 특징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사시기를 결정하여 조사한다. 식생밀도와 흉고직경(DBH), 수고, 수

종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따라 생물량 (지상부, 지하부 모두)의 추정은 우리나라

수종에 맞는 모델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후 분석한다.

2) 잎(활엽/침엽)의 성분

(1) 연구목적

나무의 활력도 감소는 종종 영양불균형과 깊은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잎의 주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영양요소가 부족하거나 질소나 망간이 과다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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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영양불균형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토양의 산성화 과

정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기본적인 영양요소를 감소시킨다. 특히, 양이온의 감

소는 토양의 알루미늄의 농도를 높여 나무 뿌리의 지지력을 약화시킨다. 산성비의 경우에

는 잎속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영양분을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또한, 나

무의 생장 중 과다한 질소에 의해 자극이 되는 경우 질소와 마그네슘의 비율(N/Mg) 같

은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잎의 성분 분석은 녹지내 수목에서 잎의 성

분을 분석하여 수목의 영양상태와 영양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잎의 성분 분석은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 모두에서 실시한다. 표본의 채취는 중

점조사지에서는 잎의 생장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범위에서 3회로 조사를 실시하

고, 약식조사지에서는 침엽은 식물의 휴면시기인 10월과 11월 동안 취하고, 활엽은 7월

과 8월에 수관부에서 취한다. 표본은 건조 후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고 잎의 성분을 용

탈시켜 분석한다. 주요 무기이온인 N은 Kjeldahal법, P는 ascorbic acid법으로 정량 분

석하고, Fe는 ferrozine 시약으로 발색시켜 비색정량 분석하며(Lovely and Phillips, 1987),

K, Ca, Na, Mg, Cl, Al 는 ICP-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한다. 또한, 연

간 변이를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장 매개변수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100개

의 잎의 무게, 길이, 특성, 면적 등을 측정하여 보완한다.

3) 낙엽분해율

(1) 연구목적

대부분의 산림생태계에서 낙엽분해는 식물생장에 필요한 영양염류를 공급하는 주

요 경로가 되고 있다. 낙엽은 분해미생물인 세균과 균류 그리고 토양에서 서식하고 있

는 다양한 무척추동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해된다. 낙엽의 분해는 기본적으로 미생물

활동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해율은 기온과 낙엽의 수분함량 뿐만 아니라 낙엽의

질에 의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낙엽의 질은 낙엽이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동이나 낙엽분해에 관련이 있는 토양 소동물의

- 112 -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유 등, 2000). 낙엽의 무게감소와 영양염류

함량 변화의 조사를 통해 조사지역간의 낙엽분해율을 비교하고 분해과정에 따른 영양

염류의 변화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낙엽분해율 조사는 중점조사지에서 집중조사를 원칙으로 임상에 떨어진 신선한 활

엽수와 침엽수 낙엽을 수집하여 80℃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한다. 낙엽주머니를 눈금

1mm의 nylon천으로 20cm × 20cm 크기로 제작하여 각각의 주머니에 10g의 낙엽을

넣는다. 각 조사지점마다 1회 조사시 3반복으로 하고, 모니터링 기간에 따라 총 개수를

결정하여 낙엽주머니를 제작한다. 제작한 낙엽주머니는 임상에 기존의 낙엽층을 제거

한 후 약 15cm 간격으로 놓은 다음 낙엽으로 덮어둔다.

설치 후 일정 모니터링 기간동안 낙엽주머니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낙엽의 무게

변화를 관찰하고 건조표본을 마쇄하여 영양염류 분석에 사용한다. 연간 낙엽분해율 k

는 Brinsin 등(1981)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Xo는 낙엽주머니에 처음 넣은 낙엽

무게, X는 수거한 낙엽주머니의 낙엽무게, t는 시간이다(유 등, 2000).

k = - In(X/Xo)/t

4) 나이테 분석

(1) 연구목적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식물 조직층이 매 성장계절 초기에 크고 얇

은 벽으로 둘러싸인 세포들을 생산함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로 인하여 해마다 나무 사

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생성한다. 나이테는 기후조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 두께가

상이하게 변화함으로 나이테 분석은 단순히 수목의 임분(stand) 성장 내력만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 등 환경변화와 기후조건에 따른 성장관계를 이해하는데 중

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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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에서 년간 1회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5년 주기로 반

복 수행한다. 나이테 분석은 살아있는 수목에 구멍을 뚫어 나무 core 표본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개체목생장량과 임분생장량도 측정하

여 자료분석에 이용한다.

2. 입지환경 변화

입지환경 변화는 수분순환, 양분순환, 기후변화, 대기변화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세

부 조사항목은 각각의 분야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수분순환>

1) 토양 물 수지

(1) 연구목적

연간 산림생태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하수로 배출되는 수분은 영양물질과 오염물질

들의 배출률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수분결핍(가뭄)은 수관의 고사

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다. 토양의 물 수지는 ①토양의 물리적 특성과 ②토

양수분의 흐름에 있어서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물 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림생태계를 물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

할하여야 한다. ①대기는 나출지 강수의 형태로서,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증발산의 형태

로 수용원으로 기능한다. ②토양의 기능은 수분의 저장과 물의 배분을 포함한다. 이는

토양의 수분함량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물의 양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토양의 물수지는 중점조사지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집중조사하여 분석한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밝히고, 물 수지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유효수분, 토양수분장력,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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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토양가밀도 등을 측정하여 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전체 시스템에서의 수

분 전환은 시스템 요소들의 차단(보관), 증발산, 침투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이러한 요

소들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단지 물 수지모형으로 결합되어 분석될 수 있다.

<양분순환>

2) 토양조사

(1) 연구목적

토양은 장구한 시간적 변화에 걸쳐 기후나 식생과 상호작용을 하여 형성된 산물이

다. 따라서 토양조사는 단순히 토양 구조와 형태 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발생

학적 변화 파악과 얼마만큼 자연상태에 가까운가에 대한 평가 등 전반적인 토양조건에

대한 특성 파악을 의미한다. 또한 토양온도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그 수직분포의 측정이 중요하다. 토양의 특성은 토양내 수분

공급의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2) 연구방법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에서 연간 1회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지에서 커

다란 물리적 변화가 없다면 5년 주기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표

본들은 부식질과 다양한 깊이의 토층에서 채취하여, 토양단면조사, 토성, 토양온도 등

을 조사하여 도시와 산림지에서의 토양 조건과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3) 토양 영양물과 오염물의 동태

(1) 연구목적

광질토양에서의 토양수의 조성은 토양의 화학적 조건에 대한 매우 민감한 지표이

다. 토양수에 대한 장기간의 모니터링은 중요한 치환 과정(나무 뿌리에 독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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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이온의 방출), 결정적 이온의 축적, 산성 완충에 따른 양이온 농도의 감소와

같은 토양산성화의 현재 및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토양에서의 물

질 전환에 대한 계측은 영양물질과 오염물질의 공급원과 수용원(축적될 지점)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영양물질의 용탈이나 고정, 중금속의 축적이나 방출 등과 같은

중요한 녹지생태계 과정들의 안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연구방법

토양의 영양물과 오염물의 동태는 중점조사지는 월 1회, 약식조사지는 연간 4회를

원칙으로 조사한다. 토양내에 영양물질과 오염물질의 공급원과 수용원을 파악하기 위

하여 토양내 중금속(Zn, Al, Pb, Cd, As, Cr), 주요 무기이온(N, P, K, Na, Cl, Ca, Fe,

Mg), 토양유기물, 토양pH 등을 측정한다. 현재 운영중인 토양오염측정망에서 토양오염

11개 항목에 국한하여 조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양물질 관련 항목이 누락되어

추가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측정망 지점수의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감안

하여, 약식조사지에 대한 토양 영양물질과 오염물질 동태 조사분석을 실시하되, 기존

토양오염측정망 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기후변화>

4) 기상

(1) 연구목적

식물의 성장은 주로 날씨와 기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오염물에 의한 수림지 손

상은 가뭄, 폭풍 혹은 서리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했을 때 확실히 대기오염에 의

한 피해이며, 또 다른 중요한 피해 요인으로는 초식성 곤충, 균류 또는 동물로 인한

것들이다. 그 외에도 인근 정주지의 높은 온도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도시의

기상이 녹지지역 기상에 미치는 역할 파악도 또 다른 연구목적이다.

- 116 -



(2) 연구방법

중점조사지에서 집중적인 기후조사를 실시하며, 약식조사지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무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되는 대기온도, 습도, 풍속, 풍향, 강수량 등 일정

간격으로 측정되는 기상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중점조사지에서는 수림지에서의 강수량,

토양온도, 대기온도, 풍향, 풍속, 토양습도 등을 측정하고 도심과 교외지역의 기온 차이

를 분석하여 도시열섬효과와 열대야 횟수를 추가로 조사한다. 한편, 전체 일사량과 증

발량 계산에 필요한 관측값도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자료를 참조로 한다.

<대기변화>

5) 대기강하물

(1) 연구목적

산림생태계에서 대기먼지와 같은 건성강하물과 강우나 강설과 같은 습성강하물, 낙엽

낙지에 의한 영양분의 환원 등이 유입요소가 되고, 지표수나 토양수, 탈질작용 등이 유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영양분의 순환은 기체상태의 이동도 포함하며, 토양내 풍화작용과 같

은 형태로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수관통과우(雨), 수간류, 토양수와 같은 물에 의해 영양요

소의 순환이 이루어진다(이 등, 1997). 대기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목의 수관층(canopy

layer)에서 대기 중 가스와 분진물질의 흡착이 이루어지고 강우는 이들 물질을 토양으로

씻어내기 때문에 녹지의 여과기능은 전에 없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강우에 의한

물의 순환은 물질 흐름과 대기강하물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2) 연구방법

습식강하물의 경우 강수(precipitation), 수관통과수(throughfall), 수간유하수(stem

flow), 토양수(soil water) 및 계류수(stream water)의 시료채취는 중점조사지에서 한달에

두번 실시하고(단, 건기시 월 1회실시) 수집된 시료는 월1회 분석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하

면 건식강하물도 조사한다. 약식조사지에서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시료분석

을 통해 대기강하물의 이입량과 변화량, pH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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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1997)과 박 등(1999)의 선행연구사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현재 운영중인 산성우

측정망 자료가 소수(12개 지점) 있으나, 조사항목이 산도에 그치고 있어 약식조사지에 대

한 조사분석은 별도로 수행하며, 단, 기존 산성우측정망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6) 대기질

(1) 연구목적

배기가스의 대기오염은 유입물질과 함께 녹지 손상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고, 특

히 산림피해는 SO2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오존은 주로 광화학물질로 여

름스모그의 주된 구성요소로서 오존은 위에서 언급한 오염물질과 달리 직접 방출되지

는 않지만, 여름에 자외선에 의해 주로 질소산화물과 유기탄화수소가 결합해 생성되면

서 최근 지구온난화와 열섬현상과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질

소산화물과 유기탄화수소는 광화학 스모그의 전구 물질이며, 주로 도시의 차량교통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도시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2) 연구방법

대기질 조사는 기상의 계절을 고려하여 중점조사지에서만 집중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시측정하며, 약식조사지의 경우 대상지역 인근에 서울시 대기오

염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으면 측정된 자료(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추가로 온실가스(CO2, CH4 등)를 포함

하여 측정한다.

3. 생물다양성 변화

1) 식물상과 식생

(1) 연구목적

교목층과 초본층의 집중적인 종구성 조사는 일정한 지역에서 규칙적인 기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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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입된 식물종 또는 사라진 식물종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도시화에 따른 귀

화종의 유입여부를 함께 조사한다. 이러한 식물계층의 종구성은 조사지역의 전반적 상

황과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환경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추가로 장기적으로 개

화시기와 개엽시기를 기록하여 기후변화가 식물 생장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를 관찰

하고 분석한다.

(2) 연구방법

중점조사지에 영구방형구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약식조사지는 목

본은 년 1회, 초본은 분기별로 식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역에서 출현하는 모든 식물

종과 방형구내 식물종의 종별 피도 및 층별 우점종과 우점도를 기록하고 귀화 여부를

분석한다. 특정 식물종의 분포는 장소마다 차이를 나타나며, 이는 식물사회학적인 해석

을 가능하게 한다. 개화시기와 개엽시기의 조사는 주요 관심종을 선정하여 이른 봄에

개화하는 주요 식물의 개화여부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2) 조류상

(1) 연구목적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내에 자연환경의 면적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인위적

인 환경은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환경의 면적 확장으

로 도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즉, 생물서식공간의 특성 변화는 그 지역에 서식

하고 있는 생물군집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도시생태계에서 특히 조류군집의 특성과

이들의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징후를 분석하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조류군집의 조사는 중점조사지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하며, 계절에 따른 조류군집의

분포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4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조사시 조류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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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최단거리까지 접근하여 쌍안경과 field scope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울음소

리로 식별하여 출현하는 종과 개체수, 활동 및 서식밀도 등을 파악한다.

3) 곤충상

(1) 연구목적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곤충군집은 생물서식공간 변화에 따라 종

구성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육상생태계 내에서 종다양도가 가장 높은 생물군집이다.

따라서 곤충상은 오염된 도시생태계에서 오염도에 대한 가시적 지표자료로서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곤충조사는 곤충의 휴면기인 동절기를 제외하여, 계절별로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

다. 조사지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포충망을 이용한 채집법으로 보고잡기나 쓸어

잡기(sweeping) 및 관찰 등에 의해 정량화된 방법으로 수행한다. 관찰에 의해 종명을

확인하거나, 채집된 곤충류는 건조표본으로 제작하여 해부현미경 하에서 동정을 실시

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곤충군집의 종다양도, 균등도, 우점도 등을 분석한다.

4) 중대형 토양 동물상

(1) 연구목적

토양동물군집은 토양 유형, 부식질 유형, 식물 성장 등의 지역적 조건들에 의해 결

정된다. 그것은 이들 군집들이 지역적 조건들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이다. 토양의 자연성 또는 오염과 관련된 변화는 높은 토양산도나 중금속 등의 군집구

조 내에서의 교란요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된 산림지역에서 현재의 이들 결

과로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토양동물상 조사를 통해서 파악되는데,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 측면을 함께 연구함으로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토양동물 군집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는 영양물질의 분해, 전환, 저장 과정에 대한 중요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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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토양내 중대형동물상은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조사를 실

시한다. 토양동물의 종수, 활동 서식 밀도, 개체군 생체량 등이 토양조건의 설명 및 동

물상의 특성파악을 위한 인자로써 활용될 수 있다.

5) 생물지표종

(1) 연구목적

생물지표종(Bioindicators)이란 용어는 오염물질에 반응하여 생체 기능에 변화를 일

으키거나, 혹은 오염물이 축적되는 생물이나 생물군집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분석법에

의해 생성된 대기 오염에 관한 특정한 생물학적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생

물지표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영향에 직접적인 반응을 한다.

둘째, 생물체가 다양한 오염물질의 영향에 상승작용 또는 길항작용으로 반응한다.

셋째, 인간에게 유해하면서 식물에게 손상을 주는 오염물을 빠르게 인지한다.

넷째, 기술적 측정법에 비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환경 모니터링에서 생물지표는 커다란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측정도구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환경부하의 영향을

반드시 자연 스트레스에 의한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

년간에 걸친 연구에서 다수의 생물지표가 필요한 연구조건에서 연구의 편의, 표준화,

비용, 그리고 평가 분석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생물지표는 축적지표(accumulation indicators)와 반응지표(response

indicators)로 구분된다. 축적지표는 그들의 물질대사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오염물이

그대로 축적되는 것을 말하며, 반응지표는 작은 양의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에도 세포

가 변화하거나 징후를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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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물모니터링은 수동적인(passive) 경우와 능동적인(active) 경우로 구분된다.

수동적인 생물모니터링은 생태계의 한 자연 구성요소이자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하는

생물, 생물군집, 생물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능동적인 생물모니터링은 조사 대

상지에 통제된 조건하에 생물체를 집어넣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표 5-2>는 장기 모니터링 연구 수행시 이용할 수 있는 축적지표와 반응지표 뿐

아니라 능동적 생물지표와 수동적 생물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이용한 방법이다. 이와 같

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에서의 대기오염 상황이나 오염물질의

패턴, 환경에 따른 식물체의 징후 파악 등이 가능할 것이다.

<표 5-2> 생태학적 오염 효과 피해 파악에 사용되는 생물지표 방법

생물지표 축적 반응

솔잎
Pb, F, S, N, Cd, Cu, Zn

잎의 손상 정도

passive
CFC, PAH, PCB

지의류 출현도, 빈도, 활력도

지렁이 중금속

지의류

(Hypogymnica physodes )
황

고사율, 활력도 혹은

분아률

녹색케일
유기 오염물

(PAH, PCB, PCDD, PCDF) active

호밀풀 Pb, F, S, Cd, Cu, Zn

담배잎/강남콩잎 잎의 손상

(2) 연구방법

생물지표종은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에서 매월조사를 원칙으로 조사한다. 대기오

염정도에 따른 가시적인 관찰이 가능한 반응지표를 선정하여 생물지표종의 생육상황,

활착정도, 생체량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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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가 및 관리기법개발

<생태계 평가>

1) 기능평가

(1) 연구목적

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일의 파악은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논의하면서 개

체들의 활력과 연관된 에너지의 이용상태를 규명함으로써 가능하다.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은 자연현상에서 표출되고 있는 생태계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생명이

유지되도록 생태계의 다양한 구조적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으로 인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다양화되고 구조와 기

능상 발전을 가져오며 아울러 무생물적 환경요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서울시, 1998).

따라서 구성요소의 변화를 조사, 고찰함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생태계의 기능상의 변화

를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기능평가의 수행은 전년도 식생기능과 입지환경 변화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다음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년도부터 수행한다. 또한 3년 주기로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규합하여 종합적으로 생태계기능에 대하여 고찰하며, 평가 분석한다.

2) 생물다양성 평가

(1) 연구목적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또는 biological diversity)은 생명 과정의 원천이며 인간에

게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생물 자원이다. 다시 말해서 생물다양성이란 유전자

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하

는 것이며, 이는 동식물 및 미생물의 개체군과 종들의 생태학적 연관성, 그리고 서식지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이 등, 1994).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생산성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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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를 보장하고 생태계의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저항성과 회복 능력을 담보하므로 도

시생태계에서 그 변화 양상을 주의 깊게 관측하고 평가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다양성평가는 기능평가와 함께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년도부터 수행하고, 전

년도 생물다양성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평가 분석한다. 또한 3년주기로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규합하여 종합적으로 생물다양성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상의 변화

를 진단하고 평가한다.

<생태계 관리기법개발>

3) 정보시스템 구축과 GIS/RS 활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생태학 관련 연구의 결과물을 조직화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원격탐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학 연구에서 GIS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박, 1997).

- 서식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 복잡한 공간자료를 조직화하고 분석하는 적절한 기술을 제공

한편, 원격탐사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및 형상에 접촉하지 않는 도구를 이

용하여 지표면 물체가 반사하는 에너지량을 감지기를 이용하여 기록된 수치자료를 분

석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학기술로 정의된다(Lillisand & Kiefer, 1987). 원격탐사의

장점은 첫째, 유용한 광역정보를 경제적으로 추출, 둘째, 결과물을 영상 혹은 지도로

출력시켜 관심대상의 공간적 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위성은 비교적 단

기간에 지표면상의 동일지역의 정보를 반복수집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면적 및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넷째, GIS의 입력자료로 이용되어 환경보전계

획의 수립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Trotter, 1991; 박,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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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보체계의 구축 및 GIS/RS 활용은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시생태계 관리에 유용한 환경지도를 작성

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GIS/RS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존의 관련자료(도면+속성) 검증 및 기초 GIS DB 구축 방안

- 현장조사 자료의 GIS DB 포맷 입력 및 가공 방안

- 생물서식지 모델링

- GIS/RS 기법을 활용한 자료의 분석 및 환경지도(주제도) 작성방안

- 비전문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방안

4) 생태계 변화 예측 모형개발

(1) 연구목적

모형은 현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예상 가능하도록 현실세계의 현상들을

모방하여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세계를

단순화된 요소들로 쉽게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하는 가설

검정이나 미래 예측 또는 의사결정 사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생태계

연구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얽혀있는 복잡한 체계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모형을

이용하여 좀 더 중요하고 기본적이며 단순화된 요소들을 분리해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도시생

태계의 기능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항목에 반영시키며,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상

의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 방향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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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도시생태계 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개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

어야 할 것이다.

- 도시생태계 기능의 주요 문제 도출

- 도시생태계 모형 검토

- 도시생태계 변화예측 및 관리 모형 구성요소 및 변수 개발

- 도시생태계 모형 변수의 측정항목 도출

- 모형의 검증 및 적용에 의한 도시생태계 기능의 변화 예측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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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제VI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적 도시생태계 관리정책 마련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생태계

의 진단적 평가 방안,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파악방안, 그리고 서울시 자연

환경 변화의 예측방안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었다.

전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생태계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과거에 생태학 분야에서 도시지역은 연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25년 간에 걸쳐 도시생태학은 자연과학으로서 깊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보면 도시지역은 다양한 서식지와 생물군집을 포함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종들이 도시지역에서 발견되며, 종종 도시의 배후지역에서보

다 더 다양하게 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생태계는 주로 인간과 자연으로 구성되는데, 인간은 특이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연(주로 생물군집과 지형)을 변형시키고, 외부로부터 다

량의 물질과 에너지를 도입하여 생산품과 폐기물을 생산하여 배출하며 왕성한 대사활

동을 하는 인공생태계이다. 도시생태계는 태양에너지 이외의 화석과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해야 유지되는 종속영양계이며,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한다. 또한 도시생태계는 상

호관계가 매우 적게 일어나며, 상호관계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시생태계는 일련의 속성을 통해 비도시 생태계와 구분된다. 도시 안에서 영

향력이 있는 대부분의 환경 인자들을 도시외곽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들의 조합

은 도시지역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생태계와 종조성을 이루었다. 또한 도시는 특징적

인 기후를 나타낸다. 도시의 열 균형은 토양표면 또는 토양기질의 변화를 통해, 건물난

방과 같은 추가 열원을 통해, 그리고 대기 중에 미세물질의 축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백년이나 수천년 동안 물질의 유입은 유출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도

시에 토양표면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도시에서 건

축물은 표면 구조상 자연암석과 비교될 수 있다. 미기후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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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외벽은 경사에 따라 높은 온도로 지속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간은 불연속적

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균질한 서식지라 할 수 없는데, 토지이용

에 따라 공간이 분리되고, 모자이크 형태의 비오톱들이 존재하며, 이들 비오톱들은 대

개 서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며 동일한 비오톱 유형은 비교적 동질적이다.

이처럼 자연생태계나 농경생태계와 차별되는 생태계로서 도시생태계의 장기 모니

터링 방안 마련을 위해서 선구사례인 독일 베를린과 미국의 장기 모니터링 사례를 검

토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모니터링 정보의 활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도시생태정보 구

축의 선구사례인 독일 베를린의 환경정보를 먼저 검토하였다. 베를린시는 자연적 균형

의 기능적 가능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계획

제도인 경관프로그램을 세우는 과정에서 적합한 형태를 가진 환경정보가 부족함을 인

식하고, 1986년부터 1989년에 걸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1990

년에 베를린 환경지도를 출판하였으며, 통일 후 동베를린을 포함시켜 재조사를 실시하

여 환경지도를 출판하였다. 베를린 환경지도는 그 자체가 베를린시의 생태현황을 파악

하고, 평가하는 주제도의 역할을 하면서도, 각종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기초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8가지의 주제 즉, 토양, 대기, 수질, 기후, 비오톱, 토

지이용, 교통/소음, 에너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도시환경지도집이 포

함되어 있다.

독일과 미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해 토지이용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도시

생태계내 환경변화에 관심을 두고 장기적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베를린

시의 경우에는 산림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 파악과 주요 오염원 분석을 중점적으로 조사

하였고, 미국의 볼티모어시와 피닉스시의 경우 환경요소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 파악에 초

점이 맞추어져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시는 조사지역

을 도심지와 배후지의 산림지역에 한정하였으나, 미국의 볼티모어시와 피닉스시는 조

사지역을 거주지, 산림지, 도시공원, 상업지, 강과 하천 등으로 생태적인 환경구분이 명

확한 지역들로 다양하게 선정하고 세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

링은 독일의 베를린시에서 먼저 1990년에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

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미전역에 걸친 장기 모니터링은 1980년 시작되었으나, 도

시생태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은 1998년부터 볼티모어시와 피닉스시를 선정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대기오염 영향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식물, 토양 등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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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계부하량(Critical Loads)개념에서 유해환경인자의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미국은 생물적요소와 비생물적요소를 포함하여 환경구분이 명확한

도시생태계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특별히 선정된 두 개 도시지역을 조사하여 연구결

과를 함께 비교 분석 하고자 계획하였다. 독일과 미국 모두 조사대상지점을 4km ×

4km 격자상에서 나누어 비교적 정밀한 조사를 수행한다. 하지만 조사방법에서 독일은

대기오염, 식물, 토양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조사에 생물지표종을 선정하여 지

표종(지의류)의 변화 추이를 관찰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토양, 식물, 기후, 야생동물,

수문, 사회상, 지역모델링, 교육분야 등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환경요소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특히 야생동물 분야에서 조류(bird)의 번식과 생육, 조류상 변화 추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도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결과의 활용측면에서 독일은

연구목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양적 저감과 영향 저감에 부응하여 10여년간의 축적된 연

구 결과를 북유럽 국가간의 오염물질관리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에 반해

아직 연구 초기단계인 미국은 주로 기본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교

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국내 모니터링 사례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니터링의 주요목적은 대부분

생물종 분포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초자료 확보 등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일부사업 즉, 도시생태계현황 조사와 비오톱유형별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연구에서는 생태지도 작성, 자연환경정보의 GIS DB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환경 보전대책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 바가 돋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1987년

부터 주기적으로 시행된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를 제외하고는 1∼3년 내외의 단기 모니

터링조사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일회적 조사로 그

치고 있고, 그에 따라 환경보전대책도 장기적 방안의 제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현안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시 생태계의 자연성 증진에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 변화에 따른 도시생태계

의 환경요소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

되고 있다. 과거 서울시 모니터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생태환경요인 분석에 따른

생물종 현황 파악(식물상, 조류, 포유류, 수서 및 육상곤충, 저서생물, 어류, 담수무척추

동물, 양서·파충류)을 주로 하였으며, 최근에는 생물종별 DB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생물종의 보호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장기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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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제시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답사 위주로 하였으나, 최근에 오면

서 세부 권역별로 구분하여 1/ 1,000 수치지도, 임상도, 항공사진 판독 등의 보조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 조사 및 분석을 거쳐 DB를 구축하고 GIS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생태계 연구영역은 크게 구조, 기능, 변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구조는

생태계 구성요소의 공간적 패턴을, 기능은 생물, 물, 바람, 물질, 에너지의 이동과 흐름

을, 그리고 변화는 시간에 따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고

안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도시생태계의 구성요소를 구분해서

(나눔)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능을 포

함하여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려는(결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모니터링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도시생태계의 기초

부 구성요소와 둘째, 인간과 기초부 구성요소들 상호간의 기능상의 문제(주요 환경문

제)가 그것들이다. 이중 특히 도시생태계의 기초부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지리적 환경

(지형), 인공적 환경(건축물, 도로 등), 생물적 환경(식물, 동물)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리적 환경은 지형으로, 인공적 환경(건축물, 도로 등)은 토지이용으로, 생물적 환경

(식물, 동물)은 소생물권(biotope)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다른 하나의 영역인 기능상

의 문제 즉, 인간과 도시생태계 기초부 구성요소들 상호간의 기능상의 문제(주요 환경문

제)로서는 대기, 수질, 토양, 기후, 비오톱, 토지이용, 교통/소음, 폐기물, 에너지, 지하수 등

이 있다.

이러한 구분하에서 현재 서울시의 환경정보화 현황을 종합하면, 서울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취득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데

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호 연결성은 아주 미흡하여 종합적인 환경행정서비스와 고도의

환경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경정보화사업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추진할 환경정보화의 목표는 환경행정의 수행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

GIS DB구축사업의 추진에서는 시스템의 통합 장애 발생뿐만 아니라 GIS DB의 중복

구축으로 인한 낭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사적

GIS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공통주제도의 수치지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DB 통합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생물적 환경(비오톱)을 제외한 여타의 환경정보들은 자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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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측정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비오톱 자료의 경우에는 공간적 패

턴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미 일차로 이루어졌고(1999∼

2001), 현재도 이를 정교화 하기 위한 일부 대표비오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연구에 의

한 비오톱 유형별 생태적 특성규명 작업이 진행중이다(2001∼2003 완료 예정). 이들 조

사연구의 목적은 주로 생태계 구조 파악에 머물고 있으며, 예정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경우 이들 구조의 변화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도시생태

계 조사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은 기능측면에 대한 연구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단,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에서는 한강 본류를 주 대상으로 하여 생태계 구조뿐만 아니

라 기능에 대한 연구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태도시 조성 및 도시생태계 보전에 주안

점을 두고 도시생태계 현상과 변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한강생태계 조사연구와 이미 수행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오톱 조사 그리고 새로이 시작된 대표비오톱을 대상으로 한 정밀생태조

사를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에 대한 장기

적인 모니터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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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안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모니터링 방안은 첫째,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차

적으로 완성된 현존식생도 제작에 초점을 둔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을 5년 주기로 반복

해서 수행하고, 둘째, 올해(2001년) 시작된 동물상을 포함한 서울시 대표 비오톱 표본

지를 대상으로 한 생태조사를 5년 주기로 반복하며, 셋째, 한강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

을 중심으로 한 한강생태계 조사의 일부 내용을 보안하여 3년 주기로 반복함과 동시

에, 넷째,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기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

이다. 여기서, 한강생태계 조사의 보안내용으로서는 연구범위에 지천을 포함하되 유역

단위의 연구가 되도록 하는 것과 시험 소하천 유역을 선정하여 도시 소하천생태계의

기능·구조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규로 제안하

고자 하는 기능 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 연구목적은 서울시 도시 생태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파악하고 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해석 및 요인 평가를 하여 향후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

한 도시생태계 미래상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범위는 서울시 전지역과 주변지를 대상으로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

를 구분하여 선정하는데 중점조사지는 북한산, 남산, 관악산의 신갈나무림(대표

수림)과 소나무림(보존수림)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후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약

식조사지는 서울시와 주변지를 TM좌표상 4km × 4km의 광역적 격자교차망에

근거하여 현장답사 후 녹지(가급적 신갈나무림 또는 소나무림)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지를 선정한다.

모니터링 분야는 크게 네 분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식생기능 변화 분

야, 둘째, 입지환경 변화 분야, 셋째, 생물다양성 변화 분야, 넷째, 평가 및 관리

기법 개발 분야 등으로 이상의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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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생기능 변화 분야

식생기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물량과 생장량 측정, 잎(활엽/침엽)의 성분

분석, 낙엽분해율 분석, 나이테 분석 등이 필요한데, 수목의 현존량과 연순생장량의 변

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해서 생물량과 생장량 측정이 필요하다. 잎(활엽/침엽)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는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영양불균형의 다양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

낙엽분해율은 식물생장에 필요한 영양염류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이므로, 낙엽의 무게

감소와 영양염류 함량 변화의 조사를 통해 영양염류의 변화와 동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밖에 나이테 분석을 통해 수목의 임분 성장 내력을 파악하고, 산림생태계와 도시생

태계에서 환경변화와 기후조건에 따른 생장관계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2) 입지환경 변화 분야

입지환경 변화 크게 수분순환, 양분순환, 기후변화, 대기변화로 구분하여 진단한

다. 토양내 유효수분의 흐름과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물 수지 변화에 따른

도시생태계의 수분순환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토양 물 수지의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한다. 양분순환의 파악을 위해서는 토양조사와 토양 영양물 및 오염물의 동

태를 분석하는데, 토양조사의 경우 토양단면의 특성을 파악하여 토양형(soil type)을 분

류하고, 도시와 산림지에서의 토양조건 및 특성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양

영양물 및 오염물의 동태분석의 경우 토양내에 영양물질과 오염물질의 공급원과 수용

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영양물질의 용탈 및 고정 과정과 중금속의 축적 및 방출 과

정을 규명하여 생태계 안전성을 검토하며, 토양산성화의 진단과 향후 변화를 예측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경우는 녹지와 도시에서의 기상변화에 따른 식생기능과 토양환경

요인과의 변화 파악 및 예측을 위한 기상 진단이 필요하다. 대기변화 파악을 위해 대

기강화물 및 대기질을 분석하는데, 대기강하물 분석에서는 습성강하물과 건성강하물의

성분 분석을 통해 물질흐름 파악과 대기오염에 따른 대기강하물의 변화를 예측하고 개

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대기오염물은 산림 손상의 주

된 원인이므로 대기오염 진단을 위해 대기오염 농도(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미

세먼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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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 변화 분야

생물다양성 변화를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식물상 및 식생, 조류상, 곤

충상, 중대형 토양 동물상, 생물지표종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물상과 식생조

사의 경우 서울시에 현존하는 식물종목록 작성 및 식물 분포 파악이 필요하다. 조류상

조사의 경우 출현하는 조류종목록 작성 및 활동·서식 밀도를 파악하여, 분포도를 작

성하고, 도시생태계의 조류분포를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 곤충상조사의 경우 곤충종목록 작성 및 개체수와 군집분석을 통하여 곤충분포변화

를 파악함으로써 도시생태계에서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진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

할 수 있다. 이밖에 토양조건의 설명 및 출현하는 토양동물상의 특성 파악을 통해 오

염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징후의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생물지표종조사의 경우 연구

대상지별 생물지표종의 활착정도와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지적인

대기오염 관리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4) 평가 및 관리기법개발

평가 및 관리기법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태계 평가 분야를 기능평가와 생물

다양성평가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생태계 관리기법 개발의 경우는 정보시스템구축과

GIS/RS 활용 및 생태계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 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한다. 생태

계 평가에서의 기능평가는 분야별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도시생태

계 기능상의 변화와 구조를 진단하고 변화를 파악하여 해석할 것이다. 생물다양성평가

의 경우 생태계의 생산성 안정화의 기초를 보장하고 생태계의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저항성과 회복 능력을 높이므로 도시생태계에서 그 변화 양상을 주의 깊게 관측하고

평가 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생태학 관련 연구의 결과물을 조직화하고, 의사

결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원격탐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보시스템구축과

GIS/RS를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물을 일반인의 이해와 광범위한 활용에 적합하도록 지

도 제작이 필요하다. 생태계 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개발에서는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도시생태계의 기능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모

형을 개발하여 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항목에 반영시키며, 모니터링 결과

를 이용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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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도시생태계 기능 장기 모니터링 지침 (안)

지침의 성격

기능 장기 모니터링 사업시 초기 수행지침으로 활용함

1차년도 사업수행과정에서 연구조건에 따라 지침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1차년도 사업종료와

함께 모니터링 지침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함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본 연구사업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5년 또는 3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는 비오톱

현황 조사와 대표비오톱 조사, 한강 생태계 조사를 보완하여, 인간활동에 의해 변화되

는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기능과 그 변화 양상의 파악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나아

가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생태계 관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생태자료를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도시생태계 구조를 파악하는 비오톱 현황 조사와 대표비오톱 조

사 및 한강 생태계 조사를 보완하여 인간활동에 의해 변화되는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기능과 그 변화를 파악

조사 분석 등 관련 연구의 성과물을 조직화하여 일반인의 이해와 광범위

한 활용에 적합한 전자지도 제작

서울시 도시생태계 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변화

경향 분석과 진단적 평가, 그리고 변화 요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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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 선정

조사대상지는 서울시 전 지역과 서울시계 밖에 인접지역을 균일하게 관찰할 수 있

는 약식조사지와 보다 높은 강도로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중점조사지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조사지점에 따라서 조사내용과 강도를 차별화하여 중점조사지 3개소와 약식

조사지 50개 지점 중 서울시계 내 42지점과 시계 밖에 8개 지점을 선정한다(그림 5-2).

중점조사지는 서울시 중심에 위치한 산림지 1곳(남산), 서울시외곽 산림지 2곳(북

한산, 관악산)의신갈나무(대표수림)와소나무림(보존수림) 중심으로선정

약식조사지는 서울시와 주변지의 TM좌표상 4km × 4 km 격자 교차지

점을 중심으로 녹지(가급적 신갈나무림 또는 소나무림)를 선정

3. 모니터링 영역

식생기능 변화 : ①생물량과 생장량 측정/ ②잎(활엽/침엽)의 성분/ ③낙엽

분해율/ ④나이테 분석

입지환경 변화

- 수분순환 : ⑤토양 물 수지

- 양분순환 : ⑥토양조사/ ⑦토양 영양물과 오염물의 동태

- 기후변화 : ⑧기상

- 대기변화 : ⑨대기강하물/ ⑩대기질

생물다양성 변화 : ⑪식물상과 식생/ ⑫조류상/ ⑬곤충상/ ⑭중대형 토양

동물상/ ⑮생물지표종(지의류)

평가 및 관리기법 개발

- 생태계 평가 : 기능평가/ 생물다양성평가

- 생태계관리기법 개발 : 정보시스템구축과 GIS/RS 활용/ 생태계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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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 연구대상지별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대상지1)

중점조사지 약식조사지

식생기능

생물량과 생장량 ◎2) –2)

잎의 성분 ◎ ◎

낙엽분해율 ◎ –

나이테 분석 ◎ ◎

입지환경

수분순환 토양물수지 ◎ –

양분순환
토양조사 ◎ ◎

영양물과 오염물의 동태 ◎ ◎

기후변화 기상 ◎ –

대기변화
대기강하물 ◎ ◎

대기질 ◎ –

생물다양성

식물상과 식생 ◎ ◎

조류상 ◎ –

곤충상 ◎ –

중대형

토양 동물상
◎ ◎

생물지표종 ◎ ◎

평가 및

관리기법

개발

생태계평가

(2차년도부터 시행)

기능평가 ◎ ◎

생물다양성평가 ◎ ◎

생태계 관리기법

개발

정보시스템구축과

GIS/RS 활용
◎ ◎

생태계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개발
◎ ◎

1) 중점조사지 : 서울시계 중심부 산림지 1곳(남산), 서울시 외곽 산림지 2곳(북한산, 관악산)
약식조사지 : 서울시내와 주변지에서 TM좌표상 4km × 4km 격자교차 지점

2) ◎ : 수행,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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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야별 모니터링 지침

1. 생물량과 생장량 측정

1) 연구목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군집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에너지

를 필요로 한다. 자연생태계에서 에너지의 주공급원은 생산자에 의해 합성된 유기물질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의 척도는 생산자, 즉 식물의 생산량이다. 이는 생태

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생물량(biomass)은 ①단

순히 살아있는 어떤 생물의 무게와 ②단위 면적당 개체의 무게 즉, 생산량의 두가지 의

미를 포함한다. 식물의 생물량은 종에 따라 수분함량이 매우 상이하므로 생중량(fresh

weight)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생물량의 측정은

생물체의 건중량(dry wejght)을 표시한 것으로 다양한 식물종과 구성요소(뿌리, 줄기, 가

지, 잎)를 적절하게 배분(현존식생의 중요한 변수)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본에서 일차생산량과 순생산량를 파악하고 변화의 양상 추정

목본에서 임목의 상대생장식을 유도하여 수목의 상대생장률을 구하고 현

존량과 연순생장량을 파악하고 변화의 양상 추정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생물량(Biomass)

밀도(Density)

수고(Height)

흉고직경(Diameter at Breast Height ; D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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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1회/년으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조사 생략

3) 연구방법

생물량의 측정은 중점조사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초본식물

과 목본식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초본은 우점종 생육기간에 적합한 시기를 선정하고

목본은 생장이 끝나고 잎이 떨어지기 전의 가을에 조사한다.

(1) 초본식물

초본의 생물량 측정은 일정 면적내의 식물을 전부 채취 측정하는 수확법(harvest

method)을 이용한다. 연구대상지에서 식물의 분포가 균질한 곳에 0.3∼1.0 m2의 방형구

를 놓고 지상 3cm 높이에서 경엽부를 자른 다음, 밀도, 개체수, 생중량, 식물의 높이를

기록하고, 하위표본(subsample)은 실험실로 운반하여 건조한다. 지하부의 생산량은 경

엽부를 베어낸 다음 지표면에 0.3m × 0.3m의 방형구를 놓고 뿌리가 있는 곳까지 파

내어 흙을 체 위에 놓고 지하부를 가려낸다. 생물체내의 수분은 보통 105℃에서 완전

히 제거되지만, 이 온도에서 건조될 경우 표본이 타거나 변질될 경우가 있으므로 보통

80℃에서 건조량을 측정하여 단위면적당 생존하는 생물체를 건조무게(g DM/m2)로 환

산한다. 또한 식물전체의 건중량(Wt)은 경엽부 건중량(Ws)과 지하부 건중량(Wr)을 합

산하여 구한 것이다.

Wt = Ws +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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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본식물

목본의 생물량 측정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생장량과 전 개체의 생장량

사이에 성립되는 일정한 관계를 이용하여 생물량을 추정하는 상대생장법(allometry)을

이용한다. 연구대상지에 적절한 넓이의 영구방형구를 설치하며, 표준목은 영구방형구

밖에서 선정하고 벌목하여 수간해석(stem analysis)를 한다. 또한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여 현존량(standing crop)을 추정하고 해마다 현존량을 측정하여 전년도의 현존

량 차로 연순생장량을 분석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현장 표본과 운반 표본을 구분하고 개체수, 생중량, 식물의 높이를 기록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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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잎의 성분

1) 연구목적

나무의 활력도 감소는 종종 영양불균형과 깊은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잎의 주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영양요소가 부족하거나 질소나 망간이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영양불균형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토양의 산성화 과

정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기본적인 영양요소를 감소시킨다. 특히, 양이온의 감

소는 토양의 알루미늄의 농도를 높여 나무의 뿌리의 지지력을 약화시킨다. 산성비의 경우

에는 잎속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영양분을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또한,

나무의 생장 중 과다한 질소에 의해 자극이 되는 경우 질소와 마그네슘의 비율(N/Mg)

같은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잎의 성분 분석은 녹지내 수목에서 잎의

성분을 분석하여 수목의 영양상태와 영양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잎의 성분을 분석하여 영양상태 파악

문제시되고 있는 잎의 성분을 도출하여 영양불균형의 원인 규명

영양불균형의 향후 개선방향과 대책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주요 무기이온(N, P, K, Ca, Na, Mg, Cl, Al, Fe) 함량 분석

잎의 무게 길이 면적

(2) 연구 대상 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3회/년으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1회/년으로 매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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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잎의 성분 분석은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 모두에서 실시한다. 표본의 채취는 중

점조사지에서는 잎의 생장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범위에서 3회로 조사를 실시하

고, 약식조사지에서는 침엽은 식물의 휴면시기인 10월과 11월 동안 취하고, 활엽은 7월

과 8월에 수관부에서 취한다. 표본은 건조 후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고 잎의 성분을 용

탈시켜 분석한다. 주요 무기이온인 N은 Kjeldahal법, P는 ascorbic acid법으로 정량 분

석하고, Fe는 ferrozine 시약으로 발색시켜 비색정량 분석하며(Lovely and Phillips, 1987),

K, Ca, Na, Mg, Cl, Al 는 ICP-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한다. 또한, 연

간 변이를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장 매개변수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100개

의 잎의 무게, 길이, 특성, 면적 등을 측정하여 보완한다.

4)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하고 표

본지의 입지환경을 상세하게 기록

영양불균형과 관련되어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개선방향, 대책방

안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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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엽분해율

1) 연구목적

대부분의 육상생태계에서 낙엽분해는 식물생장에 필요한 영양염류를 공급하는 주

요 경로인데, 이는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

이다. 낙엽분해는 토양의 이화학적인 성질, 분해자군집, 낙엽의 성질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Mun & Pyo, 1994). 낙엽의 무게감소와 영양염류 함량 변화의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지간의 낙엽분해율을 비교하고, 분해과정에 나타나는 주요 영양

염류의 변화와 동태에 대하여 파악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지별 낙엽분해율의 비교 분석

주요 영양염류의 성분의 변화와 동태 파악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낙엽분해율

주요 영양염류(N, P, K, Ca, Na, Mg, Cl, Fe, Al 등) 분석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3회/년으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조사 생략

3) 연구방법

낙엽분해율 조사는 중점조사지에서 집중조사를 원칙으로 임상에 떨어진 신선한 활

엽과 침엽의 낙엽을 수집하여 80℃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한다. 낙엽주머니를 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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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의 nylon천으로 20cm × 20cm 크기로 제작하여 각각의 주머니에 10g의 낙엽을

넣는다. 각 조사지점마다 1회 조사시 3회 반복으로 하고, 모니터링 기간에 따라 총 개

수를 결정하여 낙엽주머니를 제작한다. 제작한 낙엽주머니는 임상에 기존의 낙엽층을

제거한 후 약 15cm 간격으로 놓은 다음 낙엽으로 덮어둔다. 설치후 각 종류별로 3개씩

의 낙엽주머니를 수거한다. 수거한 낙엽주머니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겉에 묻은 흙과

곰팡이 균사 그리고 식물체의 뿌리를 제거한 후 80。C 건조기에서 48시간 이상 건조

시킨 후 평량하여 무게감소를 계산한다. 평량이 끝난 표본은 마쇄하여 영양염류 분석

에 사용한다. 연간 낙엽분해율 k 는 Brinston 등(1981)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유 등, 2000).

k = - In (X/X0)/ t

k 는 낙엽분해율, X0는 처음 낙엽주머니에 넣은 낙엽의 무게, X는 수거하여 건조한

낙엽의 무게, t는 시간이다. 마쇄된 표본에서 추출물을 용탈시켜 N은 Kjeldahal법, P는

ascorbic acid법으로 정량 분석하고, Fe는 ferrozine 시약으로 발색시켜 비색정량 분석하

며(Lovely and Phillips, 1987), K, Ca, Na, Mg, Cl, Al 는 ICP-Mass spectrometer를 이

용하여 정량 분석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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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나이테 분석

1) 연구목적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식물 조직층이 매 성장계절 초기에 크고 얇

은 벽으로 둘러싸인 세포들을 생산함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로 인하여 해마다 나무 사

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생성한다. 나이테는 기후조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 두께가

상이하게 변화함으로 나이테 분석은 단순히 수목의 임분(stand) 성장 내력만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 등 환경변화와 기후조건에 따른 성장관계를 이해하는데 중

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나이테 분석을 통해 수목의 임분 성장 내력 파악

산림생태계와 도시생태계에서 환경변화와 기후조건에 따른 생장 관계를

분석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나이테 분석

개체목의 생장량

임분의 생장량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1회/년으로 5년주기 조사

약식조사지 - 1회/년으로 5년주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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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중점조사지와 약식조사지에서 년간 1회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5년 주기로 반

복 수행한다. 나이테 분석은 살아있는 수목에 구멍을 뚫어 나무 core 표본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개체목과 임분의 생장량은 생물량과 생장량 측정 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

여 조사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나이테 채취 표본목의 상세한 기술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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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양 물 수지

1) 연구목적

연간 산림생태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하수로 배출되는 수분은 영양물질과 오염물

질들의 배출률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수분결핍(가뭄)은 수관의

고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다. 토양의 물 수지는 ①토양의 물리적 특성

과 ②토양수분의 흐름에 있어서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물 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림생태계를 물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

할하여야 한다. ①대기는 나출지 강수의 형태로서,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증발산의 형태

로 수용원으로 기능한다. ②토양의 기능은 수분의 저장과 물의 배분을 포함한다. 이는

토양의 수분함량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물의 양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토양내 유효수분의 흐름과 물리적 특성 파악

토양의 수분 저장능과 배분능을 파악

물 수지 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변화 분석 및 예측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유효 수분

토양 수분장력

토양 가밀도

토양 수분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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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1회/년으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조사 생략

3) 연구방법

(1) 유효 수분

유효수분은 토양 속에 있는 수분 중 실제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수분장

력을 가진 수분의 함량을 말한다. 유효수분의 분석을 위하여 교란시료를 이용하여, 투

수계수 실험 시 제작한 시료와 같은 밀도로 시료를 제작하여 용기용수량에서 위조계수

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 이 값은 자연상태 토양의 포장용수량(field moisture capacity)

과 거의 같은 값을 갖게 된다4).

(2) 토양수분장력

토양수분장력은 압력장력, 메트릭장력, 용해장력, 중력장력, 성분장력 등의 합으로

정의되며, 측정방법은 텐시오메타법(Tensiometer method)과 석고블럭법(Gypsum

-block method)이 있다. 텐시오메타는 다공성 세라믹 컵과 진공계 또는 수은 압력계,

그리고 둘 사이를 물로 연결시켜주는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텐시오메타는 제작이 쉽

고 아주 실용적이며 측정기의 압력계 눈금만 읽으면 토양수분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측정오차가 적은 수분장력 범위는 0∼0.8bars 사이의 장

력이다(농촌진흥청, 1997). 석고블럭법은 다공성 물질로 만들어진 블록 내에 한 쌍의

전극이 박혀져 있는 전기저항 블록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묻어 토양과 접촉시켜

놓으면, 블록은 토양의 수분포텐셜과 평형을 이룰 때까지 수분을 흡수하며, 흡수 평형

상태에서 블록의 전기저항을 측정하게 된다(농촌진흥청, 1997).

4) 자료출처 : http//www.bigcap.pe.kr/harvest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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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 가밀도

토양 가밀도(buik density)는 표토를 규격측정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 토양을 105℃

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한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용기의 부피로 나누어 계산한다(공 과

조, 2000).

(4) 토양 수분함량

토양 수분함량은 채취한 생토양의 무게를 측정한 후에 105℃에서 48시간 이상 건

조한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감량 무게를 생토양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한다(공 과

조, 2000).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하고 입

지환경을 상세하게 기록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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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조사

1) 연구목적

토양은 장구한 시간적 변화에 걸쳐 기후나 식생과 상호작용을 하여 형성된 산물이

다. 따라서 토양조사는 단순히 토양 구조와 형태 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발생

학적 변화 파악과 얼마만큼 자연상태에 가까운가에 대한 평가 등 전반적인 토양조건에

대한 특성 파악을 의미한다. 또한 토양온도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그 수직분포의 측정이 중요하다. 토양의 특성은 토양내 수분

공급의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토양단면의 특성을 파악하여 토양형(soil type) 분류

연구대상지별 토성의 유형에 따른 비교 분석

도시와 산림지에서의 토양 조건과 특성을 비교 분석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토양단면(soil profile)

토성(soil texture)

토양온도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1회/년으로 5년 주기 조사

약식조사지 - 1회/년으로 5년 주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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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토양단면

토양단면(soil profile)은 대상지에서 토양이 교란되지 않은 대표적인 위치를 선정하

여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서 관찰한다. 각 토양층의 깊이, 토양색, 자갈함량, 토성, 견밀

도, 공극, 수분상태, 식물의 뿌리분포 등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2) 토성분석

음건 저토 40 g에 50% sodium hexametaphosphate 용액 100ml와 증류수 300ml를

혼합하여 하룻밤 동안 진탕기로 진탕한다. 이 진탕액은 1000ml 메스실린더로 옮기어

증류수로 정용하고 메스실린더를 아래 위로 완전히 뒤집어서 흔든 다음, 실험대 위에

방치한다. 토양현탁액을 방치한지 40초와 2시간 후에 비중계로 비중을 측정하여 모래,

미사 및 점토의 함량을 구한다(Sheldrick and Wang, 1993).

모래(%) = [ 1- (R40S - Rc) / 건조토양의 무게(g)] × 100

점토(%) = [ 1- (R2hr - Rc) / 건조토양의 무게(g)] × 100

미사(%) = 100 - [ 점토(%) + 모래(%)]

여기에서 R40S , R2hr는 토양현탁액을 교반한 후 각각 40초 및 2시간에 측정한 비중

이고, RC는 토양을 넣지 않고 측정한 보정치이다.

(3) 토양온도

지표면에 가까운 토양온도는 긴 금속축이 붙은 온도계로 측정하고, 깊은 토양온도

는 다른 깊이에 열저항체를 묻어서 측정한다. 묻은 열저항체는 온도를 기록하기 전에

적어도 30분간 반드시 평형시킨다.

- 163 -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토양단면 층위에 따라 깊이, 색깔, 특징 등을 상세히 기록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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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토양 영양물과 오염물의 동태

1) 연구목적

광질토양에서의 토양수의 조성은 토양의 화학적 조건에 대한 매우 민감한 지표이

다. 토양수에 대한 장기간의 모니터링은 중요한 치환 과정(나무 뿌리에 독성이 있는

알루미늄 이온의 방출), 결정적 이온의 축적, 산성 완충에 따른 양이온 농도의 감소와

같은 토양산성화의 현재 및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토양에서의 물

질 전환에 대한 계측은 영양물질과 오염물질의 공급원과 수용원(축적될 지점)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영양물질의 용탈이나 고정, 중금속의 축적이나 방출 등과 같은

중요한 녹지생태계 과정들의 안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토양내에 영양물질과 오염물질의 공급원과 수용원 파악

영양물질의 용탈 및 고정 과정 규명을 통한 생태계 안정성 검토

중금속의 축적과 방출 과정 규명을 통한 생태계 안정성 검토

토양산성화 진단 및 향후 변화 예측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토양내 중금속(Zn, Al, Pb, Cd, As, Cr)

토양내 주요 무기이온(N, P, K, Na, Cl, Ca, Fe, Mg) 분석

토양유기물

토양pH

토양오염측정망의 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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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1회/월로 매년 조사(강우시 2회)

약식조사지 - 4회/년로 매년 조사

3) 연구방법

(1) 중금속 분석

음건 토양에서 무기이온을 용탈시킨 후에, 추출물을 Zn, Al, Pb, Cd, As, Cr을 토양

오염공정법에 따라 토양내 중금속 함량을 정량 분석한다.

(2) 무기이온 분석

음건 토양에서 무기이온을 용탈시킨 후에, 추출물을 N은 Kjeldahal법, P는 ascorbic

acid법으로 정량 분석하고, Fe는 ferrozine 시약으로 발색시켜 비색정량 분석하며(Lovely

and Phillips, 1987), K, Ca, Na, Mg, Cl, Al 는 ICP-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한다.

(3) 토양유기물

토양유기물은 회분제거건중량(ash-free dry weight)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105℃

로 건조한 토양을 550℃의 전기로에서 5시간 태워서 무게 손실량을 건조토양의 백분율

로 표시하여 유기물 함량을 구한다(Parent et al., 1993).

Bm = (Bd - As)/Bd × 100

Bm은 유기물량, Bd는 건조중량, As는 회분제거건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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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양pH

음건 토양과 증류수를 1 : 2 (W : V)의 비율로 혼합하고 교반기에서 2시간 동안

섞어 준 뒤, 상층액에 pH 측정기의 전극을 담궈 pH를 측정한다(Steubing and

Fangmeier, 1992).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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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상

1) 연구목적

식물의 성장은 주로 날씨와 기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오염물에 의한 수림지 손

상은 가뭄, 폭풍 혹은 서리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했을 때 확실히 대기오염에 의

한 피해이며, 또 다른 중요한 피해 요인으로는 초식성 곤충, 균류 또는 동물로 인한 것

들이다. 그 외에도 인근 정주지의 높은 온도로 야기되는 산림스트레스뿐 아니라, 도시

의 기상이 녹지지역 기상에 미치는 역할 파악도 또 다른 연구목적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녹지와 도시에서의 기상변화의 비교 분석

기상변화에 따른 식생 구조와 기능의 변화 파악 및 예측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강수량, 대기온도, 풍향, 풍속, 토양온도

기상청의 무인자동기상관측기의 자료활용

- 대기온도, 습도, 풍속, 풍향, 강수량, 증발량, 일사량 등 15항목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상시측정으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조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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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중점조사지에서 집중적인 기후조사를 실시하며, 이외에 현재 서울시내 기상청의 무

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되는 대기온도, 습도, 풍속, 풍향, 강수량등 일정 간

격으로 측정되는 기상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중점조사지에서는 수림지에서의 강수량과

토양온도를 측정한다. 중점조사지에서 강수량은 우량계(rain gauge)를, 대기온도는 봉

상온도계를, 풍향은 풍향계를, 풍속은 풍속계를 이용하여 관측한다. 또한, 토양온도는

지표면에 가까운 곳은 긴 금속축이 붙은 온도계로 측정하고, 깊은 곳은 다른 깊이에

열저항체를 묻어서 측정한다. 묻은 열저항체는 온도를 기록하기 전에 적어도 30분간

반드시 평형시킨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현장 측정 항목의 관측값과 항목 측정시간 기록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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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기강화물

1) 연구목적

산림생태계에서 대기먼지와 같은 건성강하물과 강우나 강설과 같은 습성강하물, 낙

엽 낙지에 의한 영양분의 환원 등이 유입요소가 되고, 지표수나 토양수, 탈질작용 등이

유출요소가 된다. 이러한 영양분의 순환은 기체상태의 이동도 포함하며, 토양내 풍화작

용과 같은 형태로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수관통과우(雨), 수간류, 토양수와 같은 물에

의해 영양요소의 순환이 이루어진다(이 등, 1997). 대기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목의

수관층(canopy layer)에서 대기 중 가스와 분진물질의 흡착이 이루어지고 강우는 이들

물질을 토양으로 씻어내기 때문에 산림의 여과기능은 전에 없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강우에 의한 물의 순환은 물질 흐름과 대기강하물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중

요한 열쇠가 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기강하물의 성분 분석을 통해 물질 흐름 파악

대기오염에 따른 대기강하물질의 변화를 예측하고 개선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시료채취(강수, 수관통과우, 수간류 등)

시료의 주요 이온(Na, NH4, K, Mg, Ca, NO3, Cl, SO4
2) 분석

pH 측정 및 기존 산성우측정망 자료활용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2회/월로 매년 조사(단, 건기시 월 1회실시)

약식조사지 - 4회/년으로 매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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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시료채취

수관통과우, 수간류 채취

강수, 수관통과우, 수간류의 양을 매 강우시마다 측정하며, 양료분석을 위한 시료채

취는 중점조사지에서 한달에 두번 실시하고(단, 건기시 월 1회실시), 약식조사지에서는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채취기간동안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과산화수소

수(H2O2 ) 한, 두 방울을 가한다. 수관통과우와 수간류 채취기는 빗물이 땅에서 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1.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지름이 216mm되는 원통

을 10l의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시켜 채취한다. 수간류 채취기의 경우 각 조사구의 표준

목을 5본씩 선정하여 각 표준목마다 알루미늄 칼라를 나선형으로 수간에 부착시켜 수

간을 통해 흘러나온 빗물을 받도록 하며, 각각 지름이 1cm되는 호스를 55l의 용기에

연결하여 수간류가 담기도록 한다. 채취한 시료는 pH 측정 후 -18。C의 냉동 저장고

에 보관한다(이 등, 1997; 박 등, 1999).

토양수 채취

토양수를 채취하는데는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lysimeter를 이

용하는 방법이 비록 설치시 토양의 교란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

라 토양이 그 기능을 회복한다는 가정 하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Lawrence와

David, 1996). Tension lysimeter를 이용하여 토양수를 채취한다. lysimeter 설치전

0.01N 염산용액으로 내부를 소독하고 lysimeter 설치시 최대한 토양의 교란을 줄이도

록 해야하며, 조사구 마다 토심 30cm 부위와 50cm부위에 각각 3반복으로 설치한다.

Vacuum pump를 이용하여 lysimeter내 압력을 낮추고 호스를 핀치코크로 고정시켜 압

력을 유지시킨다. 토양수 시료의 채취시기는 수관통과우, 수간류 시료와 마찬가지로 2

주에 한번씩하며 pH 측정 후 냉동 저장한다(이 등, 1997; 박 등, 1999).

수간류량 산출

Helvey와 Patric(1965)은 임내강우량을 산출하는 공식을 통해 산림생태계내 수문적

순환을 규정하였다. 그들은 임내 강우량을 수관통과우와 수간류, 수관에 의한 차단량으

로 산출하였는데, 본 지침서에서도 임분별로 강우유입 양상을 수관통과우, 수간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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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알아본다. 각 임분별로 수간류량은 매 강우시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수관울폐

도와 흉고 단면적을 측정하여 Killingbeck과 Wali(1978)의 방법으로 산출한다(이 등,

1997; 박 등, 1999).

Sf = 1/2{(D1+D2)/D1+(B1+B2 )/B1}(Vc/A)

Sf는 수간류량(mm), D1은 총 임본본수, D2는 수간류 채취기가 설치되지 않은 임목

수, B1은 총 흉고단면적(m2), B2는 수간류 채취기가 설치되지 않은 임목의 흉고단면적

(m2), Vc는 수간류 채취기에 모아진 물의 양(ℓ), A 는 시험구의 면적(m2)이다.

(2) 시료분석

시료의 주요 이온(Na, NH4, K, Mg, Ca, NO3, Cl, SO4
2 )분석은 먼저 채취한 시료를

Whatman #42 filter paper(>2.5㎛)로 1차 여과시킨 후 0.45㎛ filter paper로 2차 여과시

킨 다음 양이온, 음이온 모두 ion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수관

통과우, 토양수, 수간류 등의 시료에서 pH를 측정한다(이 등, 1997; 박 등, 1999). 기존

산성우측정망 자료는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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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질

1) 연구목적

배기가스의 대기오염은 유입물질과 함께 녹지 손상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고, 특히

산림피해는 SO2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 어 왔다. 또한, 오존은 주로 광화학물질로 여름스모

그의 주된 구성요소로서 오존은 위에서 언급한 오염물질과 달리 직접 방출되지는 않지만,

여름에 UV광선에 의해 주로 질소산화물과 유기탄화수소가 결합해 생성되면서 최근 지구

온난화와 열섬현상과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과 유기탄

화수소는 광화학 스모그의 전구 물질이며, 주로 도시의 차량교통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도시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시생태계내의 대기오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방안 제시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관리방안

도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서울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자료활용

온실가스(CO2, CH4 등)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상시측정으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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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대기질 조사는 기상의 계절을 고려하여 중점조사지에서 집중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상시측정하며, 약식조사지의 경우 대상지역 인근에 서울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설치

되어 있으면 측정된 자료(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탄화수

소 등)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추가로 온실가스(CO2, CH4 등)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대기질 개선방안, 대책방안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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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물상과 식생

1) 연구목적

교목층과 초본층의 집중적인 종구성 조사는 일정한 지역에서 규칙적인 기록을 통

해 유입된 식물종 또는 사라진 식물종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도시화에 따른 귀

화종의 유입여부를 함께 조사한다. 이러한 종조사는 환경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며, 식

물계층의 종구성은 물론 조사지역의 전반적 상황과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추가로

식물의 개화시기는 기온 및 습도 등 다양한 기후인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 개화시기와 개엽시기를 기록하여 기후변화가 식물 생장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 현존하는 식물종목록 작성 및 분포 파악

귀화종의 분포 파악 및 관리 방안 제시

개화와 개엽 시기 변화 파악을 통한 장기적인 기후변화 파악

도시생태계내의 식물분포를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개엽시기와 개화시기 조사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목본(1회/년)과 초본(4회/년)으로 구분하여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목본(1회/년)과 초본(4회/년)으로 구분하여 매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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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식물상

조사지점에 출현하는 식물종을 현장에서 기록하거나, 현장조사가 어려운 식물종은

실험실로 운반하여 면밀히 동정한다. 식물의 동정은 이(1993)와 박(1995)을 기준으로

한다. 동정이 완료된 식물은 지역별, 분류군별, 생활형별 및 귀화여부에 따라서 종목록

을 작성한다. 식물의 생활형은 수생식물(hydrophytes), 습생식물(hygrophytes) 및 육상

식물(terrestrial plants)로 분류한다.

(2) 식물군집구조

식물군집구조는 일정면적의 방형구를 설치하여 단면도와 수관투영도를 그림으로 나

타내어 파악한다. 층위구조(stratification)는 식물군집을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및 초

본층으로 구분하고 피도는 Braun-Blanquet의 단계에 따라서 측정하며, 우점종의 지상부

의 높이를 기록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별 식생구조와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

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서 각 종의 상대피도(RCi), 상대밀도(RFi) 및 중요치(IVi)를 산출

한다. 또한 조사지점별 생물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Shannon과 Wiener의 종다양도지

수(H')와 종균등도지수(E' )를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Ci (%) = 100 Ci / ∑ Ci

RFi (%) = 100 Fi / ∑ Fi

IVi (%) = (RCi + RFi) / 2

H' = -∑ pi ln pi

E' = H' / ln k

Ci는 각 종의 피도, Fi는 조사 방형구 수에서 해당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 pi는 모

든 종의 중요치에 대한 각 종의 중요치 비율, k는 출현 종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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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엽 및 개화 시기

다수의 식물종을 선정하여 이들의 개엽 및 개화 시기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개엽

및 개화 시기의 변화를 기상자료와 비교하여 변화 요인을 분석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층위구조를 구분하여 군집의 단면도와 수관투영도 등을 현장에서 작성

종목록의 작성은 연구대상지의 주변지역에서 분포하는 출현종도 함께 기

재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새로이 출현한 종의 경우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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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조류상

1) 연구목적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내에 자연환경의 면적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인위적

인 환경은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환경의 면적 확장으

로 도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즉, 생물서식공간의 특성 변화는 그 지역에 서식

하고 있는 생물군집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도시생태계에서 특히 조류군집의 특성과

이들의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징후를 분석하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출현하는 조류종목록 작성

활동 및 서식 밀도 파악과 분포도 작성

도시생태계의 조류분포를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조류상 및 군집의 개체수

활동 및 서식 밀도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4회/년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조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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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조류군집의 조사는 중점조사지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하며, 계절에 따른 조류군집의

분포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4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조사시 조류의 식별

이 가능한 최단거리까지 접근하여 쌍안경과 field scope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울음소

리로 식별하여 출현하는 종과 개체수, 활동 및 서식밀도 등을 파악한다. 울음소리로 확

인시 종 수준까지 확인이 힘든 경우 종류별로 개체수를 확증한다. 이외에도 직접적으

로 관찰하지 못했을 때에는 발자국으로 동정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활동 및 서식 밀도 등을 기재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새로이 출현한 종의 경우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179 -



13. 곤충상

1) 연구목적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곤충군집은 생물서식공간 변화에 따라 종

구성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육상생태계 내에서 종다양도가 가장 높은 생물군집이다.

따라서 곤충상은 오염된 도시생태계에서 오염도에 대한 가시적 지표자료로서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출현하는 곤충종목록 작성

도시생태계의 곤충분포 변화를 통해 생물다양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곤충상

곤충의 개체수와 군집 분석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3회/년으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조사 생략

3) 연구방법

곤충조사는 곤충의 휴면기인 동절기를 제외하여, 계절별로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

다. 조사지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포충망을 이용한 채집법으로 보고잡기나 쓸어

잡기(sweeping) 및 관찰 등에 의해 수행한다. 관찰에 의해 종명을 확인하거나, 채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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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류는 건조표본으로 제작하여 해부현미경 하에서 동정을 실시한다. 곤충군집은 정

량화된 쓸어잡기로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곤충군집의 종다양도, 균등도, 우점

도 등을 분석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새로이 출현한 종의 경우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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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중대형 토양 동물상

1) 연구목적

토양동물군집은 토양 유형, 부식질 유형, 식물 성장 등의 지역적 조건들에 의해 결

정된다. 그것은 이들 군집들이 지역적 조건들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이다. 토양의 자연성 또는 오염과 관련된 변화는 높은 토양산도나 중금속 등의 군집구

조 내에서의 교란요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된 산림지역에서 현재의 이들 결

과로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토양동물상 조사를 통해서 파악되는데,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 측면을 함께 연구함으로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토양동물 군집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는 영양물질의 분해, 전환, 저장 과정에 대한 중요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출현하는 중대형 목록 작성

도시생태계에 출현하는 토양동물종을 통해 오염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징후를 평가 분석하여 관리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토양동물상 및 개체수

활동 및 서식 밀도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2회/년로 매년 조사

약식조사지 - 2회/년로 매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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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연구대상지에서 토양동물상 조사방법은 ①각각의 시험구와 대조구에서 식물과 낙

엽층을 제거한 후, 표토(15㎝ 이내)를 대략 1㎏씩 채취, ②직경 20㎝ 짜리 Tullgren 장

치를 이용하며, 2중 다공판과 철사망을 통해 토립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 토양동물만이

알콜병(75% 에탄올)에 떨어지도록 하고, ③이 장치를 이용하여 72시간 동안 토양동물

을 추출, ④각 조사구에서 추출된 토양동물을 해부현미경(×10, ×20, ×40)을 이용하여

동정 및 분류(강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며, 곤충강에 한하여 목별 분류를 수행), ⑤각

조사구별로 추출된 토양동물의 종류 및 개체수를 종합한다(최, 1996; 정 등, 1996; 권,

1998).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을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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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물지표종

1) 연구목적

생물지표종은 축적지표(accumulation indicators)와 반응지표(response indicators)로

구분된다. 축적지표는 그들의 물질대사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오염물이 그대로 축적

되는 것을 말하며, 반응지표는 작은 양의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에도 세포가 변화하거

나 징후를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생물지표종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대기오염 상황이나 오염물질의 패턴,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징후파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지별 생물지표종의 활착정도와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

국지적인 대기오염 관리 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향후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생물지표종의 생육상황 관찰

(2) 연구대상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1회/월(동절기 제외)로 매년조사

약식조사지 - 1회/월(동절기 제외)로 매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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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모니터링은 수동적인(passive) 경우와 능동적인(active) 경우

로 구분된다. 수동적인 생물모니터링은 생태계의 한 자연 구성요소이자 즉각적으로 이

에 반응하는 생물, 생물군집, 생물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능동적인 생물모니터

링은 조사 대상지에 통제된 조건하에 생물체를 집어넣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

서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기오염정도에 따른 가시적인 관찰이 가능한 생물지표종(지

의류)을 선정하여 생물지표종의 생육상황과 활착정도를 조사한다.

4) 제출물 작성 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연구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를 가능하면 도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야장

현장 입지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

생육상황과 활착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슬라이드로 촬영

(3) 사진

연구대상지와 조사과정, 생육상황, 활착정도를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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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능평가

1) 연구목적

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일의 파악은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논의하면서 개

체들의 활력과 연관된 에너지의 이용상태를 규명함으로써 가능하다.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은 자연현상에서 표출되고 있는 생태계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생명이

유지되도록 생태계의 다양한 구조적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으로 인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다양화되고 구조와 기

능상 발전을 가져오며 아울러 무생물적 환경요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서울특별시,

1998). 따라서 구성요소의 변화를 조사, 고찰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생태계의 기능상

의 변화를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식생구조와 기능 및 입지환경 변화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

구성요소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기능상의 변화를 평가 분석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매년 전년도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

매 3년간 주기로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

(2) 연구 대상 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매년 시행(2차년도부터 시행)

약식조사지 - 매년 시행(2차년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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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기능평가의 수행은 전년도 식생기능과 입지환경 변화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다음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년도부터 수행한다. 또한 3년 주기로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규합하여 종합적으로 생태계기능에 대하여 고찰하며, 평가 분석한다.

4)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2차년도 부터 매년 수행하는 생태계 기능평가 연구를 종합 분석하고, 추

가로 3년간의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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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생물다양성평가

1) 연구목적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또는 Biological diversity)은 생명 과정의 원천이며 인간에

게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생물 자원이다. 다시 말해서 생물다양성이란 유전자

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하

는 것이며, 이는 동식물 및 미생물의 개체군과 종들의 생태학적 연관성, 그리고 서식지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이 등, 1994).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생산성 안정화의 기

초를 보장하고 생태계의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저항성과 회복 능력을 높이므로 도시생태

계에서 그 변화 양상을 주의 깊게 관측하고 평가 분석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생물다양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시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의 종다양성을 평가하고 분석

생물다양성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진단하고 평가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매년 전년도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

매 3년간 주기로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

(2) 연구 대상 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매년 시행(2차년도부터 시행)

약식조사지 - 매년 시행(2차년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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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다양성평가는 기능평가와 함께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년도 터 수행하고, 전년

도 생물다양성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평가 분석한다. 또한 3년주기로 모니터링 연구결

과를 규합하여 종합적으로 생물다양성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진단하고 평가한다.

4)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2차년도부터 매년 수행하는 생물다양성평가 연구를 종합 분석하고, 추가

로 3년간의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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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보시스템구축과 GIS/RS 활용

1) 연구목적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생태학 관련 연구의 결과물을 조직화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원격탐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학 연구에서 GIS의 유용성은 서

식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복잡한 공간자료를 조직화하여 분석하는 적절

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탐사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및 형상에

접촉하지 않는 도구를 이용하여 지표면 물체가 반사하는 에너지량을 감지기를 이용하

여 기록된 수치자료를 분석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학기술로 정의된다(Lillisand &

Kiefer, 1987). 원격탐사의 장점은 첫째, 유용한 광역정보를 경제적으로 추출, 둘째, 결

과물을 영상 혹은 지도로 출력시켜 관심대상의 공간적 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

다. 셋째, 위성은 비교적 단기간에 지표면상의 동일지역의 정보를 반복수집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면적 및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넷째, GIS의 입력자

료로 이용되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Trotter, 1991; 박,

1997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보체계의 구축 및 GIS/RS 활용은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시생태계 관리에 유용한 환경지도를 작성

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관련자료(도면+속성) 검증 및 기초 GIS DB 구축 방안

현장조사 자료의 GIS DB 포맷 입력 및 가공 방안

생물서식지 모델링 제시

GIS/RS 기법을 활용한 자료의 분석 및 환경지도(주제도) 작성

비전문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한 정보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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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Data 수집 및 조사기본도 제작

GIS Database의 활용(환경지도 제작방안 포함)

(2) 연구 대상 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매년 시행

약식조사지 - 매년 시행

3) 연구방법

(1) Data 수집 및 조사기본도 제작

조사기본도는 소축척 색인지도와 대축척 상세도면 등의 2가지 유형으로 제작한다.

색인지도는 조사지역과 상세도면의 도엽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치지형

도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이 도면을 통해 연구대상지 전 지역의 위치정보를 한눈에 파

악할 수 있고, 조사지역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도면은 공간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치지형도, 현존식생

도, 임상도, 항공사진, 인공위성영상을 중첩하여 작성한 뒤 출력스케일을 조사목적에

맞추어 출력한다. 여기서, 식생현황의 경우 서울시계 내에 국한하여 2000년에 제작된

축척 1:3,000의 서울시 현존식생도(서울시, 2000년 제작)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그러나,

서울시계 이외의 경우 현존식생도(환경부, 1998년 제작)의 자료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

아 임상도(임업연구원, 1995년 제작)로 대체하여 중첩한다. 항공사진은 서울시의 모자

이크 전자 영상을 사용한다. 인공위성영상은 1m 해상도의 IKONOS영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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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 Database의 활용

조사결과를 시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친근한 인터페이스를 지닌 생물종 분

포현황지도와 생물서식환경지도 등의 생태지도를 제작한다. 위상을 지닌 생태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GIS기반의 CD-Title을 제작한다.

4)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2) 생태지도

조사결과를 시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친근한 인터페이스를 지닌

생물종분포현황지도와 생물서식환경지도 등을 제작

위상을 지닌 생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GIS기반의 CD-Title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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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생태계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 개발

1) 연구목적

모형은 현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예상 가능하도록 현실세계의 현상들을

모방하여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세계를

단순화된 요소들로 쉽게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하는 가설

검정이나 미래 예측 또는 의사결정 사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생태계

연구가 그렇듯이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얽혀있는 복잡한 체계를 연구하는 경우에

는 모형을 이용하여 좀 더 중요하고 기본적이며 단순화된 요소들을 분리해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접근에 유리하다.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

로 도시생태계의 기능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항목에 반영시키며,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 방향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시생태계의 기능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형 개발

개발된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1) 연구항목

도시생태계 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개발

(2) 연구 대상 지점 및 조사빈도

중점조사지 - 매년 시행

약식조사지 - 매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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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도시생태계 변화 예측 및 관리 모형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①도시생태계 기능상에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환경문제들을 도

출, ②도시생태계 모형 검토, ③도시생태계 변화예측 및 관리 모형 구성요소 및 변수

개발, ④도시생태계 모형 변수의 측정항목 도출, ⑤모형의 검증, ⑥모형 적용에 의한

도시생태계 기능의 변화 예측 및 관리 방안 제시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는 제출 기한내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 제출

특별히 고려하여 건의할 사항, 보완점, 문제점 등은 별도의 단락을 두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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