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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골프인구가 증가하면서 골프장의 수효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조성을 

위해 평가단계에 있는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300개를 육박하

고 있다. 우리나라 지형상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고 

경제성과 이용 인구의 분포 때문에 수도권과 대도시의 산지에 집되

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은 지가가 비싸므로 상대적으로 부

지의 지가가 저렴하고 생태계가 잘 유지된 산지를 선호하고 있다. 따

라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고 청정한 생태계가 오

염됨으로 인하여 서식지가 변하고 종의 구성이 단순화되는 생태적 측

면에서 부적절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

사하고 규명하여 입지단계부터 운 단계까지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2002년도 우리 연구원에서 단기간에 걸쳐 수행된 

바 있다.

 본 현안정책연구는 2002년도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반복성을 재확인

하기 위해서 동일한 골프장의 조사지점을 조사하 으며, 추가적으로 

골프장을 선정하여 골프장 운 시 배출수에 의한 향의 정도를 골프

장별로 파악하여 실제 골프장의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일반적인 현

상인지 조사하 다. 이를 위해 금번 연구에는 각 조사지점에 대한 수

질도 조사하여 저서생물과 수질과의 연관성도 분석하 다. 아울러 육

상생태계의 식생과 동물상의 조사를 통하여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원래의 서식지가 없어져 종 수가 약 20% 이하로 감소할 수 있음을 제

시하 고,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의 생택적 가치와 적절한 size에 대

한 분석도 시도하 다. 사면이 발생한 지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복원

하도록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 으며 야간조명이 동물상, 특히 곤충상,

에 많은 향을 줄 수 있다는 간접적인 결과를 제시하 다. 

산지에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운 시 심각한 향은 하천의 생태계

이며, 서식지의 지속적인 훼손에 따른 종수의 감소와 종구성의 변화이

다. 이러한 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운 시 하천의 생태계가 유지되

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훼손된 서식지가 회복되도록 원형보

존지역의 적절한 확보, 서식공간의 창출, 생태계에 위해한 운 을 저감

하는 등 서식지 복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



한 것은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운 하는 골프장 운 자의 생태계에 대

한 생각이다. 생태계를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볼 줄 알 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지만 운 시 향에 대한 연차적

인 연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골프장의 입지 선정과 운 시 

문제점 명확히 파악하여 국내와 같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골프

장이 건설될 경우 생태계의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금번 연구가 경기도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골프장 조성과 운 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골골장의 대부

분이 산지에 입지하므로 향은 비슷하리라 예상된다. 아무쪼록 본 연

구의 결과가 골프장 조성시 생태계를 고려하고, 운 시 생태계에 미치

는 향을 줄일 수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 이와 관

련된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본 원의 권 한, 노태호 박사와 연구

의 자문을 맡아 주신 김지 , 이현우, 최상기 박사님들에게 감사를 표

합니다. 또한 저서성무척추동물상 조사와 분석을 위해 수고하신 고려

대학교 곤충연구소의 이성진 박사, 박재흥, 전 철 연구원에게도 심심

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동물상 연구에 도움을 주신 변화근 박사, 

심명호 대지TIA 차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의 자문을 해 주신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서정수 박사님, 고려대학

교의 전동준 교수님,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정종선 사무관님에게도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

인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2003년 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 i -

국 문 요 약

골프장 조성 및 운 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향이 어떤 정도인지 논란을 구체

적인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2002년에 이어 수행한 2003년 과제의 결과를 제시하

다. 금년 과제의 목표는 첫째, 골프장 운 으로 인하여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종인 저서성무척추동물의 현황을 반복 조사 분

석하는 것이고, 둘째, 골프장 내 육상생태계를 조사 분석하여 골프장 조성 및 운 시 

대책과 입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조사 대상이었던 골프장들

이 경기도의 산지에 위치하여 산림과 수계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 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전국의 골프장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만 대부분 골프장들이 산지에 위치하므로 향의 정도 및 경향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02년 자료와의 비교에서 금년에 조사된 3개 골프장에서 종수 및 개체수가 C2와 

Cc를 제외하고 작년에 비해 더 많았다. 각 분류군 별로는 유기물에 내성인 파리목이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 고 조사시기에 따라 출현종 및 출현종수, 그리고 개체수현

존량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 으나 생물군집의 기능적 측면은 두 번의 조사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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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부터 배출수의 향을 조사정점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저서성무척추동

물은  배출수의 향에 따라 grouping이 가능하 다. 방태천과 같은 청정수계에서 서

식하는 종류와 비슷한 그룹은 골프장 A의 대조구와 원형보전지역의 수계의 정점, 골

프장 B의 상류, 골프장 C의 대조구 등 골프장 유출수에 향을 받지 않은 지점들에서 

조사된 군집들이다. 반면 금년 추가조사를 위해 선정한 골프장 D, E, F, H의 배출구와 

골프장 C의 유출지역에서 조사된 종들은 오염수계인 경안천에서 서식하는 종들과 비

슷한 그룹들이었다. 흥미있는 결과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골프장 A의 배출지

역, 골프장 B의 배출지역, 골프장 C의 배출지역에서 하류로 이격된 지역, 골프장 G의 

배출지역의 경우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들이 우점하 다. 오염

의 정도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면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장 운 시 방류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을 받은 수계의 생태계를 조사해 

본 결과 2002년과 2003년 모두 방류구 주변의 수질(유기물이 저서에 축척됨)을 청

정상태에서 오염된 상태로 악화시키고, 거기에 서식하는 저서성무척추동물의 종 

구성과 우점종, 다양도, 서식지 등에 누적적인 향을 미쳐 저서생물에 대한 생태

환경을 부정적으로 변질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계곡의 수계를 이용

하여 골프장을 개발할 경우 하류의 수질뿐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정지역의 경우 그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골프장 배출수의 향으로 골프장 하류의 수계에는 오염수계지표종이 

우점하게 된다.  골프장 배출수의 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수계의 생태계

를 변화시키고 서식하는 종류, 종의 분포, 도, 군집의 형태를 단순화시킨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이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일 가능성이 크다. 조사된 저서동물

이 유기물에 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기물의 향이

라고 판단하 다. 실제 수질 조사자료에서는 유기물의 량이 보통 하천에 비해 많이 

나온 정점들이 있었으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미량의 양이

라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경우에 민감한 종들은 사라지거나, 그런 환경에 적응

한 종들만 살아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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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후 운 시 육상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향은 수림의 제거에 따른 

양분의 손실, 토양환경의 변화, 외부 침입종의 향, 원형보존지역의 생태적 측면에서 

역할, 대절토 사면의 복원녹화가 적절하지 않고, 야간경기에 의한 동물의 서식환경 

훼손, 잔디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곤충 등의 서식지를 제거하 으며, 생태계의 

공동화와 단편화를 유도할 수 있다. 곤충류의 경우 원래 골프코스 조성 이전의 서식

지에서 종이 116종 채집되었으나 골프장이 조성되므로 인하여 종 풍부도가 20% 정도

로 급격히 감소하 다.

식생의 상관은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의 면적과 관계가 있는 것보다 식생이 분포

하는 서식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골프장 조성시 원형보존지역을 가급적 충분

히 확보하여 주변의 생태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운 시 인위적인 간섭으로부터 종

의 다양성도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지에 입지하는 골프장은 구조적으로 수계의 발원지 또는 집수역에 

조성되어 1) 하천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2) 골프장의 배출수에 의해 하류의 하천을 오

염시켜 3)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서식지를 변하게 하고, 4) 이러한 상황이 오래 동

안 지속될 경우 오염에 내성인 종들만 생존하게 하여 종의 구성을 단순하게 만들어 

5)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심각한 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계의 생태계가 청정한 곳이나 양호

한 수계의 발원지에는 골프장의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 계곡에 입지한 골프장은 예외

없이 하류의 생태계 구조를 변하게 하며 이전에 서식했던 종들이 사라지거나 단순화

된다. 골프장이 집할 경우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단절하거나 오염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골프장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 iv -

산지에 골프장이 입지할 경우 생태계를 고려한 골프장이 조성되도록 설계하고 건

설해야 한다. 골프장 내의 수계는 집수역을 포함하여 일부라도 원형보존 상태로 남겨

서 조성 후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 하류의 생물 서식지와 생태

계 전반에 향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코스로부터 수계(하천, pond 등)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buffer strip과 초기우수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을 중앙의 서식지가 교란되

지 않을 정도로 넓게 확보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외

부의 생태계와 연결되도록 조성할 경우 인위적인 간섭을 집중적으로 받은 골프장 같

은 경관에서도 조경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연생태계의 신비함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장 운 자의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이다. 운

기간에 관계없이 골프장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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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골프는 아직 대중화가 안 된 레저운동이지만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수가 늘어 

골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골프장은 문화관광부의 체

시법 제2조에 의하면 등록 신고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

설 면적 중 83%를 차지하고 있어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시설이다. 2003년 

6월 현재 골프장수 또는 예정부지는, 운 중인 골프장수가 165개소, 환경 향평가 협

의 후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한 골프장수가 96개소, 현재 평가(검토) 진행 중인 골프장

수가 22개소 등 총 283개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숫자(117,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골프장 수의 약 22%(26개소)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여주군으로 14개소, 안성시가 10개소, 광주시와 포천군이 각각 9개소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골프장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집되어 있으며 

이는 이용하는 인구수와 접근성의 요인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골프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향은 대도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향과 더불어 누적적인 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위적인 간섭이 생태계의 자연성을 변화

시키도록 가해질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토지는 산지가 약 67%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

지 개발이 제한되어 골프장 입지로서 산지를 선택해 왔다. 그러나 산지의 입지는 능

선과 계곡이 교차로 연계되어 있으며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생태계가 전반적

으로 양호하므로 골프장 개발에 적당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골프

장 공사시 과도한 지형훼손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뿐 아니라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향이 계곡의 수려한 생태계에 집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골

프장은 계곡을 중심으로 능선으로 위요된 지역에 흔히 조성되어 왔다. 골프장 건설시 

용수문제를 해결하고 토공량의 균형을 맞추기에 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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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수계는 하류 하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수계

의  서식지 제한성과 생태계 연결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파

급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골프장 건

설에 따른 환경 향 및 평가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골프장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계의 저서성무척추동물의 분포현황과 이들의 군집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하류역 수생태계의 경우는 골프장으로부터 부정적인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골프장을 통과한 수계나 유입수의 향을 받은 수계가 합

류되는 하류역은 유기물 등에 의한 부정적인 향을 수생태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현안정책과제연구의 목적은 2002년 1차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난 연구에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1) 봄철 재조사를 통하여 기 조사된 결과의 반복성 확인, 2) 조사지점을 

지역별, 골프장 조성 시기별로 추가로 선정하여 누적적인 향을 확인, 3) 조사지점에 

수질검사를 추가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을 분석, 4)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의 가

치 및 기타 자연환경 향(식생, 동물상 등)을 조사 분석하므로 골프장 운 시 생태계

에 미치는 향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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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계 현황조사

1. 저서성무척추동물 현지조사

가. 조사대상 골프장

2002년 조사지점이었던 골프장 3곳(A, B, C)의 8개 조사지점과 추가조사지점 5곳을 

조성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그림 2-1) 각 조사지점에서 조사정점을 선정하여 

저서성무척추동물상과 수질을 조사 분석하 다.  조사지점의 선정기준은 골프장으로

부터의 배출수가 다른 오수(특히 화학적 성분)에 향을 받는지 여부와 자연상태의 

대조구(control)의 존재 여부, 골프장의 운 기간, 농약사용량,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

정하 다. 조사대상 골프장의 개략적인 현황은 <표 2-1>와 같다.

<표 2-1> 조사대상 골프장의 주요항목의 현황비교

주요항목 골프장A 골프장B 골프장C 골프장D 골프장E 골프장F 골프장G 골프장H

형태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소재지 경기남부 경기중부 경기북부 경기중부 경기중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남부

홀수 18 18 27 18 36 18 36 36

운 기간 10년이하 10년이하 10-20년 30년이상 30년이상 10년이하 10-20년 10-20년

면적 (㎡) 130만 98만 150만 86만 140만 84만 260만 128만

2002년화학물질 

사용량(Kg/ha)
5 22 16 23 29 17 28 26

사용화학물질수 21 12 7 23 25 7 5 20

내부수계 포함 

여부 (O, X)
O O O O O O O O

외곽 수계존재 

여부 (O, X)
O O O O O O O O

유출수량 보통 풍부 적음 적음 적음 보통 적음 보통

본류수량 보통 풍부 적음 적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수계의 타 

교란인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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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골프장별 조사정점(지점)의 위치 개념도 

(실선: 골프장의 외곽 경계, 점선 및 화살표: 계류 및 유하방향) 

골프장 경계

Site1

Site2

Control

골프장A

골프장 경계

Site1

Site2

골프장B

골프장 경계

Site1

Site2

Control

골프장C

골프장 경계

Site1

추가조사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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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방법  

1) 조사기간 및 조사지점

수서곤충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태어나서 재생산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대략 1년의 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분

석이나 이들을 이용한 생물모니터링은 최소한 1년을 단위로 계절별 또는 월별로 조사

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고 겨울에 

하천이 결빙되는 기후적 조건에서는 생물들의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생물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생물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개체군

이 충분히 성숙하여 우화하기 직전 또는 우화중인 4-6월경이나 우기가 지나고 새로 

생산된 개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종동정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9-11월경에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조사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우기에 접어들기 전인 2003년 5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수행되었다. 

본 조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총 13개 정점에서 실시되었다. 

각 조사정점에서 실시한 물리적 요인 관측의 결과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정점의 위치와 특기사항은 아래에 골프장 별로 정리하 다.

골프장 A

제 1지점(A1)

골프장내 자연보전지역의 소계류이다. 제방은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생

은 갈참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등의 고목이 대부분이다. 본 골프장의 경우 마주보

는 두 산봉우리의 사면에 hole을 설계하 고 계곡부는 자연상태로 보존하 다. 조사

지점 부근에는 club house로 가는 도로 이외에는 인공구조물이 보이지 않았다. 하천

과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도로 아래를 관통한 관을 

통하여 하천수가 흐르고 있었다. 오래 전에 하상을 포장한 흔적이 도로 주변 약 2.5m 

상류까지 남아 있었다. 하천과 도로의 표고차는 약 4m정도 다. 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태 으며, 조사지점의 상류 쪽은 수폭이 매우 좁았다. 투명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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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조류가 약간 있었다. 하상 저질에는 이끼류가 번성하고 있었다. 수변부의 저질입

자는 하상저질입자보다 굵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기물은 주로 CPOM(Coarse 

Particulate Organic Matter)의 형태로 나뭇잎이 대부분이었으며 직경이 큰 저질 입자 

사이에 형성된 작은 pool에 주로 퇴적되어 있었다. 토사에 의한 저질 교란이 다소 있

었다. 하천폭은 1-5m, 저수로폭은 0.3-2.5m, 평균유속은 44.27cm/sec이었다. 하상은 

cobble이 가장 풍부하 고 sand에서부터 boulder까지 다양한 크기의 저질입자가 분

포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3℃이었다.

제 2지점(A2)

골프장에서 하류 약 100m 지점이다. 골프장 저류지에서 하류 약 40m지점까지는 

콘크리트로 제방이 되어 있으나 이후는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배출구의 상류쪽

으로 골프장에서 조성한 저수지가 있었다. 유역은 나대지로 건축물 폐자재 집하장으

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 주변은 교목류와 초본류가 풍부하게 식생하고 있다. 국부적으

로 물표면에 기름이 떠있기도 하며 유기물덩어리가 엉켜있기도 하 다. 투명도는 맑

은 편이며, 부착조류가 다소 있었다. 수량은 풍부하며, 토사의 지속적인 퇴적이 발생

하고 있다. 본 지점은 골프장 저류지로부터 유출되는 배출수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천

폭은 약 7m, 저수로폭은 1-1.5m, 평균유속은 238.27cm/sec이었다. 하상은 cobble이 

주를 이루었고 sand에서 boulder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당

시 수온은 18℃이었다.

제 3지점(Ac)

골프장의 수계와 연계된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로서 골프장 수계와는 다른 소하

천이었다. 유역은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에 주택이 다소 존재하 다. 상류 

약 50-100m 지점의 전원주택 건설로 인한 물리적 교란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

히 최상류의 수역을 정비하여 공사 당시 토사유입 등의 교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

며, 건설이 완료되고 입주하기 시작하면 큰 교란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제방은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목류가 풍부하게 식생하고 있다. 하천폭은 3-5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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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폭은 0.3-2m, 평균유속은 89.87cm/sec이었다. 하상은 cobble이 주를 이루었고 

sand에서 boulder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5℃

이었다.

골프장 B

제 1지점(B1)

골프장내 상류에 위치하는 곳으로, 암반구조로 된 전형적인 산간계류이다. 식생은 

자연녹지도 8등급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며, 인위적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곳으로 추

정되었다. 자연적인 산간계류에서 볼 수 있는 교목의 canopy가 형성되어 있었다. 수

계를 가로지어 쇠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수계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

지 않았다. 강우와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수변부 토양의 유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

으며, 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태 지만 riffle-pool sequence가 잘 이루어져 있다. 하

천의 굴곡도 역시 인위적으로 변형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조사지점의 하류 쪽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한 바 있었으며, 철마산 등산객이 간혹 본 

하천을 따라 골프장 쪽으로 하산하기도 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하천

폭은 3-7m, 저수로폭은 0.4-2.5m, 평균유속은 80.80cm/sec이었다. 하상에는 boulder

가 가장 풍부하 고 gravel에서 boulder까지의 저질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암반부

도 약간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3℃이었다.

 

제 2지점(B2)

골프장에서 하류 약 200m 지점이다. 유역은 나대지로 골프장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다. 제방은 자연상태이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로 보강하 으며 제방의 경사는 거

의 직각에 가까웠다. 수변부는 폭이 다소 좁은 편이었으며 식생은 관목중심으로 이루

어져 있었으나 육상생태계 쪽으로 진행할수록 교목류가 풍부한 양상을 보 다.  하천

주변에는 교목류와 초본류가 풍부하게 식생하고 있다. 투명도는 높은 편이었다. 부착

조류는 풍부한 편으로 gravel보다 큰 저질입자 뿐만 아니라 sand와 같은 가는 저질입

자가 퇴적된 부분도 덮고 있었다. 유기물은 많았으며, FPOM(Fine Particulate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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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의 경우 조류 등과 결합하여 있거나 또는 하상에 퇴적되어 있었다. 골프장 내 

보수 유지공사와 자연적 현상에 의한 제방의 훼손 및 이로 인한 토사유입 등에 의해 

수계가 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배수구 주변 외에는 외형

적으로 산간계류의 중류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수량은 풍부한 편이었다. 

하천폭은 20-25m, 저수로폭은 1-3m, 평균유속은 89.87cm/sec이었다. 하상은 cobble이 

가장 풍부하 고 gravel에서 boulder까지의 저질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5.5℃이었다.

골프장 C

제 1지점(C1)

골프장의 측면을 따라 흐르는 하천으로 골프장에서 배출한 배출수가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지점이었다. 부근 지역은 골프장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조사지점의 하류 쪽으로 파손된 평상 및 매점으

로 보이는 가건물 등이 있었다. 제방은 자연형에 가까웠으나 골프장을 끼고 있는 부

분은 골프장과 맞닿아 있어 완전한 자연형 제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었

다. 수변에는 초본 및 관목류가 많았으며, 부분적으로 교목의 canopy가 형성된 곳도 

있었다. 골프장 쪽 제방에 위치한 교목의 경우는 토양이 유실되어 뿌리가 드러난 개

체도 간혹 있었다. 투명도는 높은 편이나 수계 주변으로 약간의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었고 부분적으로 침전물에 의해 하상저질이 붉게 물든 곳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골프장 쪽 제방에서 주로 관찰되었으며, 따라서 골프장에서부터 어떠한 물질이 수계

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 하천폭은 약 1m, 저수로폭은 3-4m, 평균

유속은 69.65cm/sec이었다. 하상은 boulder가 가장 풍부하 고 sand에서 boulder까

지 다양한 크기의 저질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4℃이었다.

제 2 지점(C1)

제 1지점과 제 2지점이 합류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상기 지점으로부터 하류 약 

500m에 위치한다. 제방은 서쪽 수변의 경우는 콘크리트 제방으로 되어 있었으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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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나 있었다. 동쪽 수변의 경우는 일부구간이 축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변식생은 초본류 및 관목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목류는 없었다. 부착조류는 거의 없었다. 투명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저질에 유기물

이 많이 퇴적되어 있었다. 유기퇴적물의 대부분은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낙엽류로 

확인되었다. 상류 쪽으로 보가 연속적으로 2개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개용 호스가 자

연제방쪽 수변을 따라 설치된 점으로 보아 경작용수로 이용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천의 서쪽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 경작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하

천폭은 약 10m, 저수로폭은 1-8m, 평균유속은 104.75cm/sec이었다. 하상은 cobble이 

주를 이루었고 sand에서부터 boulder까지의 저질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6.5℃이었다.

제 3 지점(Cc)

제 1지점과는 도로에 의해서 분리된 하천으로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위적 

교란은 도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의 투명도가 높았다. 수량이 부족한 

청정 소계류로서 제방은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암반으로 이루어진 부분에는 

약간의 부착조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착조류는 많지 않았다. 교목으로 이루어

진 canopy가 형성된 부분도 있었으며 수계 내에는 소규모로 나뭇잎과 같은 외부유입

성물질(alochnothus material)이 퇴적된 부분이 산재하고 있었다. 대체로 여울이 연속

적으로 형성되어 riffle-pool sequence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수계 내에 콘크리트 파

편이 있었으며, 도로를 따라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 점으로 볼 때 차후에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듯하 다. 하천폭은 1.5-2m, 저수로폭은 0.2-0.5m, 평균유속은 

60.48cm/sec이었다. 하상은 sand가 가장 풍부하 고 gravel도 분포하고 있었다. 부분

적으로는 암반으로 구성된 곳도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3℃이었다.

골프장 D

조사지점(골프장 배출구 하류)

골프장의 배수구가 위치한 지점으로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이 있었다. 제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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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자연형으로 인공콘크리트와 자연적 제방이 혼재하고 있었다. 수변에는 도꼬마

리 등의 초본이 번성하 으며, 다량의 부착조류가 하상을 덮고 있었다. 조사 당시에 

농장진입로확장 또는 농원확장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유기

물이 다소 퇴적되어 있었으며 물의 투명도는 낮은 편이었다. 조사지점의 상류 쪽에 

보가 있었고 하상에서부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산화탄소가 다량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천폭은 0.5-2m, 저수로폭은 2-5m, 평균유속은 

69.65cm/sec이었다. 하상은 sand가 가장 풍부하 고 silt와 gravel까지의 저질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8℃이었다.

골프장 E

조사지점(골프장 배출구 하류)

골프장 내에 위치한 지점으로 골프장에서 이용된 배출수를 처리하여 방출하는 배

출구 하류 쪽에 위치하 다. 주변은 주로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방은 계단식(2

단)으로 된 인공형(시멘트제방)이었으며, 하상까지 포장되어 있었다. 하상을 포장한지 

오래된 듯 하며, 부분적으로 포장이 훼손되어 자연적인 하상이 드러나는 곳도 있었다. 

생물조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로 실시하 다. 다량의 부착조류가 포장된 하상 또는 

저질에 부착하여 있었다. 수로 내에는 비닐이나 플라스틱관 등의 폐기물이 약간 있었

다. 물의 투명도는 높은 편이었고 특별한 악취는 나지 않았다. 수량은 인위적으로 조

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당시에는 매우 풍부한 편이었다. 교목의 가지가 골

프장부지 쪽으로부터 수로 쪽으로 향하여 있었으며, 수로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하천폭은 1-2m, 저수로폭은 약 2m, 평균유속은 138.19cm/sec이었다. 하상은 대부분

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포장이 깨어진 곳에는 sand가 퇴적되어 있었다. 조사

당시 수온은 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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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F

조사지점(골프장 배출구 하류)

골프장 배출구 하류에 위치한 지점으로 주변은 대부분 나지이며 주택이 몇 채 있었

다. 제방은 자연형이며 한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지 쪽에는 도꼬마리 등과 

같은 초본류가 번성하고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음지식물인 고사리류도 있었다. 절벽 

쪽에는 관목류 또는 교목류 등이 많았다. 부착조류는 많은 편이었으나 물의 투명도는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하천의 형태는 여울과 괸물이 반복되는 자연적인 형태를 보

다. 그러나 하천 내에 유기물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 고 수계 주변에 폐기물을 

모아둔 곳도 있었다. 부분적으로 하상이 벽돌색을 띠는 곳도 있었다. 수변을 이루는 

저질입자는 대부분 직경 40cm를 초과하는 굵은 입자 다. 한쪽 수변이 절벽으로 이

루어 졌다는 점 등의 수계 구조적 특성을 볼 때 계절 또는 하루 중 시간에 다른 태양

에너지의 유입량이 매우 다를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천폭은 4-5m, 저수로폭은 1.5-2m, 

평균유속은 92.56cm/sec이었다. 하상은 gravel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silt에서 cobble

까지 다양한 저질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암반이 있는 곳도 있었다. 조사

당시 수온은 17℃이었다.

골프장 G

조사지점(골프장 배출구 하류)

골프장 배출구 하류에 위치한 지점으로 조사지점의 하류 쪽에는 저수지 및 낚시터

가 조성되어 있었다. 제방은 자연형이었다. 투명도는 맑은 편이었으나 조사지점의 하

류쪽 저수지 유입부 부근에는 다량의 유기물 및 조류가 매우 짙게 덮고 있었다. 물이 

정체되어 유기물 퇴적 및 조류의 발생을 촉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낚시터는 조사 

당시 폐쇄된 상태 다. 수량이 매우 부족하 다. 하천폭은 3.5-5m, 저수로폭은 

0.5-2.5m, 평균유속은 85.53cm/sec이었다. 하상은 pebble이 주를 이루었고 sand에서 

cobble까지의 입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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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H

조사지점(골프장 배출구 하류)

골프장 배출구 하류에 위치한 지점으로 경작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주거지

도 다수 보 다(약 10여 가구). 제방은 도로를 접한 인공제방과 경작지와 접한 순치형

(반자연형) 제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투명도는 맑은 편이었고 부착조류가 약간 있

었다. 유기퇴적물은 하상 위를 얇게 덮고 있었다. 도로 측 제방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

다. 도로 건너편에는 교목류가 무성한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량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천폭은 약 2.5m, 저수로폭은 0.3-1m, 평균유속은 92.56cm/sec

이었다. 하상은 pebble이 주를 이루었고 silt에서 cobble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분

포하고 있었다. silt의 경우에는 조사지점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지는 않았지만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에 많은 양이 퇴적되어 있었다. 조사당시 수온은 15℃이었다.



제2장 생태계 현황조사 13

<표 2-2> 각 조사정점 개황

정점
고도
(m)

하폭 
(m)

저수로
폭 (m)

수심
(mm)

주요
저질입자

제방
유형

부착
조류 유기물

D 41 2-5 0.5-2 79-81 sand 반자연형 많음 약간

E 36 2 1-2 121-408 sand 인공형 많음 없음

F 63 4-5 1.5-2 105-137 gravel 자연형 많음 많음

C1 285 3-4 1 61-115 boulder 자연형 없음 없음

C2 233 10 1-8 126-169 cobble 반자연형 없음 약간

Cc 285 1.5-2 0.2-0.5 65-76 sand 자연형 없음 약간

B1 251 3-7 0.4-2.5 101-144 boulder 자연형 없음 CPOM

B2 156 20-25 1-3 169 cobble 반자연형 많음 많음

A1 275 1~5 0.3-2.5 54-67 cobble 자연형 약간 CPOM

A2 164 7 1-1.5 98-111 cobble 자연형 많음 FPOM

Ac 172 3.0-5.0 0.3-2 94-110 cobble 자연형 없음 CPOM

G 102 3.5-5 0.5-2.5 49-54 pebble 자연형 많음 많음

H 87 2.5 0.3-1 71-79 pebble 인공형 약간 약간

2) 조사방법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채집은 각 정점별로 그곳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곳을 선

정하여 Surber net(30×30㎠)로 2회씩 정량채집을 하 다. 또한 다양한 미소서식처 상

황을 고려하여 hand-scoop로 정성채집을 병행하 다. 채집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은 Kahle's 용액에 고정하여 2-3일 후 80% ethanol에 옮겨 보존하 다.

종의 동정은 수서곤충의 경우 Merrit and Cummins(1996), 윤(1988, 1995)을 참고하

으며, 파리목 중 깔따구과(Chironomidae)는 Wiederholm(1983)을 이용하여 외부형

태, 특히 체장, 체색, mouth part 형태, abdominal tubles의 유무, 강모의 형태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아과수준으로 임의로 분류하 다. 연체동물의 경우는 권(1990)을 참

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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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집분석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량조사를 통해 채집된 종의 

개체수 현존량을 1 ㎡의 단위면적 당 확인된 개체수로 환산하여 구하 다. 수리적 분

석에 사용된 4가지 지수(다양도, 종풍부도, 균등도 및 우점도지수)의 공식들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도 지수(Diversity index)는 Margalef(1958)의 정보이론에 의하여 유도된 

Shannon-Weiner function(H')을 Lloyd & Ghelardi가 변형시킨 공식(Pielou, 1966)을 

사용하 다.

H' = -∑(ni/N)․ln(ni/N)

[ni : i종의 개체수, N : 총개체수]

② 종풍부도 지수(Species richness index)는 총개체수와 총종수에 근거한 지수로 

Margalef(1958)의 지수를 사용하 다.

R1 = (S-1) / ln(N)

[S : 총종수, N : 총개체수]

③ 균등도 지수(Evenness index)는 군집내 종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로 Pielou(1975)의 지수를 사용하 다.

J' = H' / ln(S)

[H' : 다양도, S : 총종수]

④ 우점도 지수(Dominance index)는  McNaughton(1970)의 지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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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n1 + n2) / N

[n1, n2 : 제1우점종, 제2우점종, N : 총개체수]

4) 생물지수

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수환경평가 방법으로 제시된 저서성 대형무척

추동물 생태점수(ESB)를 이용하여 각 조사지점에 대한 수환경을 평가하 다(표 2-3). 

             4
ESB = ∑(Si∙Qi)
            i=1

[Qi: 개별 분류군에 대한 환경질 점수, Si: i 환경질에 대한 출현종수 합]

<표 2-3> ESB 구간에 따른 환경질 및 오수생물계열 평가표

환경질의 평가 오수생물계열의 평가

ESB 환경상태 지역구분 수질등급 ESB 오수생물계열

81 이상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Ⅰ 51 이상 빈부수성

61-80 양호 우선보호수역

41-60 다소양호 보호수역
Ⅱ 21-50 β-중부수성

26-40 다소불량 개선수역

13-25 불량 우선개선수역 Ⅲ 9-20 α-중부수성

12 이하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8 이하 강부수성

② 수환경의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두 번째 지수로는 한국생물지수(송 과 노, 2001)

를 적용하 다. 이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29개의 지표생물군으로 구분하여 각 

지표군의 오탁계급치를 이용하여 손쉽게 수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간이수질판정법으

로 본 연구와 같이 광범위한 수계에 대한 단기간 조사를 계획하는 경우에 적합한 도

구로서 그 활용도가 높은 생물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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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서성무척추동물 조사결과 및 분석

1) 골프장별 출현분류군

본 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골프장과 관련된 수계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의 종수는 골프장에 따라 작게는 8종에서 많게는 59종으로 큰 차이를 보 다. 각 

골프장 별로 출현분류군수를 살펴보면, 골프장 D에서는 2문 2강 2문 8과 15종이, 골

프장 E에서는 3문 4강 5목 9과 13종이, 골프장 F에서 4문 5강 7목 12과, 17종이, 골프

장 C에서 3문 4강 8목 26과 55종이, 골프장 B에서 4문 5강 11목 34과 58종이, 골프장 

A에서 3문 4강 10목 30과 63종이, 골프장 G에서 4문 5강 12목 25과 34종이, 그리고 

골프장 H에서 4문 4강 11목 14과 27종이 각각 출현하 다. 

본 조사대상 중 선행연구에 대상이 되었던 곳은 모두 3곳으로 골프장 A, 골프장 

B, 그리고 골프장 C이었다. 이들 중 골프장 C를 제외한 나머지 정점에서는 전반적으

로 2002년 10월 조사보다 이번 조사에서 더 많은 종이 출현하 다(표 2-4). 골프장 C

의 경우에는 C1에서만 출현종수의 증가가 나타났을 뿐 나머지 두 정점에서는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 다. 일반적으로 하천생태계의 경우에는 저서성 대형물척추동물 

군집의 형성에 있어 drift 현상이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drift 현상은 우기

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우기가 끝남에 따라 상류에서 drift한 개체들이 서서

히 정착단계를 거치기 시작한다. 정착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출현종수는 서서히 증가

하게 되며 대체로 다음 우기 직전에 높은 출현종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

기가 끝난 직후와 우기 전의 생물상에는 출현종수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은 본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두 조사시기의 출현종을 분류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전체 출현종 중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종의 비

율은 8-54%의 범위를 보 다. 이 중 최소치를 보인 C1의 결과를 제외하면 35-54%의 

범위로 공통출현종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10월 출현종 중 금번 조사에서 출현한 

종의 비율을 살펴보면, 55-100%의 높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기가 지

난 후 대부분의 종이 성공적으로 회복하여 우화하기 전까지 서식함을 보여주며, 각 

정점의 수환경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공통 출현종 중 수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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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대상으로 상대적 회복력과 저항력에 따른 특성군(노, 2002)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체로 특성군 I, 즉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이 높은 특성군에 많은 종이 포함되었다. 

A1에서는 공통출현종 중 13종이 수서곤충류 다. 이 중 5종이 특성군 I에 포함되었고 

특성군 II(상대적 회복력은 높으나 상대적 저항력은 낮은 특성군)에 속하는 종도 5종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 회복력과 저항력이 모두 낮은 특성군 III에는 3종만이 

포함되었다. A2에서는 공통으로 출현한 26종의 수서곤충류 중 18종이 특성군 I에 속

하 고, 특성군 II와 III에는 각각 4종씩이 포함되었다. Ac에서는 총 15종의 수서곤충

류가 공통으로 출현하 고, 이중 9종이 특성군 I에 포함되었다. 특성군 II에는 2종이 

속하 고 특성군 III에는 4종이 포함되었다. B1에서는 17종의 수서곤충류가 공통으로 

출현하 고 특성군 I에는 10종이, 특성군 II에는 5종이, 그리고 특성종 III에는 2종이 

각각 포함되었다. B2에서는 19종의 수서곤충류가 공통으로 출현하 고 이중 13종이 

특성군 I에, 4종은 특성군 II에, 그리고 2종은 특성군 III에 각각 속하 다. C1의 경우

는 2002년 10월 조사에서 각다귀류만이 출현하 는데, 금번 조사에서도 각다귀류가 

출현하 다. 각다귀류의 경우는 특성종 I에 포함되는 종이다. C2에서는 총 24종의 수

서곤충류가 두 조사시기에서 공통으로 출현하 다. 이중 특성군 I에는 11종이 특성군 

II에는 9종이, 그리고 특성군 III에는 4종이 포함되었다. Cc에서는 16종의 수서곤충류

가 공통으로 출현하 고, 이중 10종이 특성군 I에 속하 으며 특성군 II와 III에는 3종

씩이 포함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특성군 1이 각 정점의 공통

출현종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 다. 특성군 I은 인위적 간섭이나 교란에 대해 항상

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뛰어난 분류군들로 고려되므로 이러한 분류군이 공통출현종 

중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은 본 조사정점들이 강약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인 

인위적 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특성군 III보다는 특성군 

II에 속하는 종이 많이 출현하 는데, 이는 생물군집이 저항력보다는 회복력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이 극심한 변화를 보이는 생태계에서 각 분류군

은 이에 적응하여 저항력보다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생존전략을 갖는다. 따라서, 위에

서 살펴본 결과는 계절적인 수환경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대해 각 조사정

점의 생물군집이 잘 적응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 분석18

<표 2-4> 정량자료를 근거로 한 골프장별 출현종수의 조사시기에 따른 차이

A1 A2 Ac B1 B2 C1 C2 Cc

출현종수
2002 27 35 28 30 28 1 41 31

2003 31 43 32 32 38 12 33 28

총출현종수 43 52 51 43 53 12 49 42

공통출현종수 15 28 18 19 23 1 25 17

우기후 출현종수에 대한 
공통출현종수 비율 

56% 80% 64% 63% 82% 100% 60% 55%

공통출현종 중 특성군 
I에 속하는 종수

5 18 9 10 13 1 11 10

공통출현종 중 특성군 
II에 속하는 종수

5 4 2 5 4 9 3

공통출현종 중 특성군 
III에 속하는 종수

3 4 4 2 2 4 3

* (공통출현종수/우기 직후 출현종수)×100

각 정점에서의 개체수현존량을 비교해 보면, A1과 Cc를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가

을보다 봄에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 다(그림 2-2). 이러한 점도 앞서 말한 각 정점

의 수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생물군집이 성공적으로 정착하 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각 분류군 별로 조사시기에 따라서 개체수현존량이 다소 차이를 보 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분류군은 파리목으로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 다. 하루살이목 역시 개체수현존량이 증가하 으며, 날도래목은 정점에 따라 큰 

증가를 보인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파

리류가 유기물에 대한 내성이 강하므로 파리류의 전반적인 증가는 각 정점에서의 유

기물의 유입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장 특이한 변화를 보인 곳은 Cc로서 다른 정

점과는 달리 뚜렷한 개체수현존량의 감소양상을 보 다. 이 정점의 경우 2003년의 조

사당시 2002년에 비해 수량이 매우 감소하여 있었고 이러한 향으로 저수로폭이 감

소하는 등 저서생물의 서식처 면적이 많이 감소한 상태 으며, 미소서식처의 단순화

를 야기하여 특정 종의 우점양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2장 생태계 현황조사 19

<그림 2-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개체수현존량의 조사시기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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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역시 특이한 점을 보 는데, 개체수현존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이러한 증가

에는 강도래류(Nemoura KUa)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분류군을 통합한 

개체수현존량이 다른 정점에 비해 매우 낮았다. 대체로 가을에서 봄이 됨에 따라 유

기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류의 개체수현존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는데, 이는 우

리나라 하천생태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에 유기물이 다

량 유입되는 시기는 가을로서 낙엽 등과 같은 외부유입성물질이 하천수계로 유입된

다. 이러한 유기물은 수환경이 안정화되는 가을을 시작으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수계

에 축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외부유입성 유기물질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 서서

히 분해되어 해빙기가 되면 잔사유기체(POM)의 형태로 하류로 방출된다. 뿐만 아니

라 파리류의 대부분이 생활환 주기가 짧아 1년에 2-3세대를 거치는데, 세대가 전환되

는 시기에 이러한 유기물의 증가를 겪게 되면 어린 유충의 생존 및 생장이 활성화되

어 그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다만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개체수현존량의 증가

가 자연적인 증가라고 보기에는 그 폭이 너무 크므로 자연발생적인 유기물의 증가 

외에 인위적인 향에 의한 유기물 증가도 존재할 것이라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조사시기에 따라 출현종 및 출현종수, 그리고 개체수현존량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

으나 이는 대부분이 예측가능한 현상이었으며, 생물군집의 기능적 측면은 조사시

기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정점간의 차이가 동일 정점의 

조사시기에 따른 차이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정점들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에 의해 이러한 점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각 골프장 별로 분류군 구성을 살펴보면, 골프장 D에서는 수서곤충류가 14종

(93.3%) 출현하 고 곤충류가 아닌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환형동물류인 실지 이

(Limnodrilus gotoi) 단 1종(6.7%)만이 출현하 다(그림 2-3).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파리

류가 9종(60.0%)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 고 다음으로 하루살이류 3종(20.0%), 그

리고 날도래류 및 딱정벌레류가 각각 1종(6.7%)씩 출현하 다. 골프장 E에서는 수서

곤충류가 8종(57.2%) 출현하 고 곤충류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연체동물류 3종

(21.4%), 그리고 환형동물류 3종(21.4%)이 각각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파

리류가 6종(42.9%)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 고 다음으로 딱정벌레류 2종(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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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현하 다. 골프장 F에서는 수서곤충류가 12종(70.6%) 출현하 고 곤충류외 대형

무척추동물은 편형동물류 1종(5.9%), 환형동물류 2종(11.8%) 그리고 환형동물류 2종

(11.8%)이 각각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파리류가 6종(35.3%)으로 가장 많

은 종이 출현하 고 다음으로 하루살이류와 날도래류가 각각 3종(17.6%)씩 출현하

다. 골프장 C에서는 수서곤충류가 52종(94.5%) 출현하 고 곤충류가 아닌 저서성 대

형무척추동물은 편형동물류, 환형동물류 그리고 절지동물문에 속하는 갑각류가 각각 

1종씩 총 3종(5.5%)이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하루살이류가 19종(34.5%)으

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 고 다음으로 파리류 15종(27.3%), 날도래류 12종(21.8%), 

강도래류 5종(9.1%), 그리고 딱정벌레 1종(1.8%)이 출현하 다. 골프장 B에서는 수서

곤충류가 51종(87.9%) 출현하 고 곤충류가 아닌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편형동물

류 1종(1.7%), 연체동물류 2종(3.4%), 환형동물류 2종(3.4%), 그리고 절지동물문의 갑

각류가 2종(3.4%)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날도래류가 15종(25.9%)으로 가

장 많은 종이 출현하 고 다음으로 파리류가 14종(24.1%), 하루살이류가 13종(22.4%), 

강도래류가 7종(12.1%), 그리고 딱정벌레류가 2종(3.4%)이 출현하 다. 골프장 A에서

는 수서곤충류가 59종(93.7%) 출현하 고 곤충류가 아닌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4종(6.3%)이 출현하 다. 곤충류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에는 편형동물류 2종

(3.2%), 환형동물류 1종(1.6%), 그리고 절지동물문의 갑각류가 1종(1.6%)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하루살이류가 18종(28.6%)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 고 다

음으로 날도래류 17종(27.0%), 파리류 11종(17.5%), 강도래류 6종(9.5%), 딱정벌레류 5

종(7.9%), 그리고 잠자리류와 뱀잠자리류가 각각 1종(1.6%)씩 출현하 다. 골프장 G

에서는 수서곤충류가 28종(82.4%) 출현하 고 곤충류가 아닌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은 총 6종(17.6%)만이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에는 편형

동물류 1종(2.9%), 연체동물류 1종(2.9%), 환형동물류 2종(5.9%), 그리고 절지동물문의 

갑각류가 2종(5.9%)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날도래류가 9종(26.5%)으로 분

류군별 종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파리류가 8종(23.5%), 하루

살이류가 6종(17.6%), 강도래류와 딱정벌레류가 각각 2종(5.9%)씩, 그리고 뱀잠자리류

가 1종(2.9%) 출현하 다. 골프장 H에서는 수서곤충류가 22종(81.5%) 출현하 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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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류가 아닌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5종(18.5%)만이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서는 편형동물류 1종(3.7%), 연체동물류 3종(11.1%), 그리고 

환형동물류 1종(3.7%)이 출현하 다. 수서곤충류 중에서는 날도래류가 8종(29.6%)으

로 분류군 별 종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파리류가 7종(25.9%), 

하루살이류가 3종(11.1%), 그리고 잠자리류, 강도래류, 뱀잠자리류 및 딱정벌레류가 

각각 1종(3.7%)씩 출현하 다. 

<그림 2-3> 골프장 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분류군 별 출현종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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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골프장별 분류군에 따른 출현종수

D E F C B A G H

곤충류외 1 6 5 3 7 4 6 5

하루살이목 3 - 3 19 13 18 6 3

잠자리목 - - - - - 1 - 1

강도래목 - - - 5 7 6 2 1

뱀잠자리목 - - - - - 1 1 1

딱정벌레목 1 2 - 1 2 5 2 1

파리목 9 6 6 15 14 11 8 7

날도래목 1 - 3 12 15 17 9 8

총출현종수 15 14 17 55 58 63 34 27

정량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각 골프장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개체수현존량은 

328.0 - 5949.2개체/㎡의 범위를 보 다. 각 골프장 별로 살펴보면, 골프장 A가 평균 

5949.2개체/㎡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고, 다음으로 골프장 B가 평균 4250.6개체/㎡, 

골프장 G가 평균 3502.8개체/㎡,  골프장 C가 평균 2325.9개체/㎡, 골프장 F가 1818.1

개체/㎡, 골프장 H가 1006.4개체/㎡, 골프장 D가 633.8개체/㎡ 그리고 골프장 E가 

328.0개체/㎡의 개체수현존량을 보 다. 개체수현존량을 조사정점을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 보면, 정점 A2가 14011.2개체/㎡의 개체수현존량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출

현하 음을 보 고, 정점 E에서 328개체/㎡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표 2-6). 

상․하류 및 대조구를 두어 조사한 골프장 C, 골프장 B, 그리고 골프장 A에서의 조사

정점 별 개체수현존량을 살펴보면, 상류에 위치한 지점보다 하류에 위치한 지점에서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t-test 쌍체비교 단측검정, t2,0.05 = 3.09, 

p<0.05).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자연하천에서도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천의 규모

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서식처가 수계 내에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류역에서는 

서식하지 못하는 종들이 중류역에서 번성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본 조사의 결과

를 볼 때에는 유기물 중 특히 FPOM을 처리할 수 있는 수서곤충류(Baetis fuscatus, 

Tipula spp., Chironominae spp., Hydropsyche spp. 등)가 상류에서는 거의 출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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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하류에서는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이며 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조사정점별 출현종수를 살펴보면(표 2-5), D에서 총 15종이 출현하 으며, 이중 

7종이 정량조사를 통하여 채집되었으며, 나머지 8종은 정성조사를 통하여 채집되었

다. E에서는 총 14종이 출현하 으며 정량조사에서는 13종이 확인되었으며 정성조사

에서만 출현한 종은 또아리물달팽이 단 1종이었다. F에서는 총 17종이 출현하 으며, 

정량조사에 의하여 12종이 확인되었고 정성조사에서만 출현한 종은 5종이었다. C1에

서 출현한 종수는 총 13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정량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C2

에서는 총 33종이 출현하 으며, 이 중에서 30종이 정량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3종은 정성조사에서만 출현하 다. Cc에서는 총 28종이 출현하 으며, 정량조사에서 

확인된 종수는 21종이었고, 정성조사에서만 출현한 종은 총 7종이었다. B1에서 출현

한 총종수는 32종이었으며, 정량조사에서 확인된 종은 23종이었고 나머지 9종은 정성

조사에서만 출현하 다. B2에서는 총 38종이 출현하 으며, 정량조사에서는 31종이 

출현하 고 정성조사에서만 확인된 종은 7종이었다. A1에서는 31종이었으며, 정량조

사에서 확인된 종수는 26종이었고 정성조사에서만 확인된 종수는 5종이었다. A2에서

는 총 43종이 출현하 으며, 이중 정량조사에서 확인된 종이 39종이었고 정성조사에

서만 확인된 종은 4종이었다. Ac에서는 총 34종이 확인되었으며, 정량조사에서는 31

종이 확인되었고 정성조사에서만 출현한 종은 3종이었다. G에서는 총 33종이 출현하

고, 이중 29종은 정량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4종은 정성조사에서만 확인되었

다. H에서 출현한 총 종수는 27종이었으며, 정량조사에서 출현한 종은 총 26종이었고 

정성조사에서만 출현한 종은 1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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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청정수계지표종 및 오염수계지표종의 출현현황

조사

정점

총출현

종수

총개체수

현존량

청정수계지표종 오염수계지표종
비율

종수비율 개체수비율

출현

종수

개체수

현존량

출현

종수

개체수

현존량
청정 오염 청정 오염

D 15 633.84 1 5.56 9 628.28 0.07 0.60 0.01 0.99 

E 14 328.04 0 0.00 8 255.76 0.00 0.57 0.00 0.78 

F 17 1818.12 0 0.00 9 1784.76 0.00 0.53 0.00 0.98 

C1 13 700.56 2 478.16 6 161.24 0.15 0.46 0.68 0.23 

C2 33 5493.28 4 305.80 8 4131.08 0.12 0.24 0.06 0.75 

Cc 28 783.96 9 261.32 7 88.96 0.32 0.25 0.33 0.11 

B1 32 1228.76 12 394.76 6 189.04 0.38 0.19 0.32 0.15 

B2 38 7272.48 6 834.00 12 4386.84 0.16 0.32 0.11 0.60 

A1 31 928.52 7 394.76 5 61.16 0.23 0.16 0.43 0.07 

A2 43 14011.20 6 3964.28 9 7328.08 0.14 0.21 0.28 0.52 

Ac 34 2907.88 8 467.04 9 822.88 0.24 0.26 0.16 0.28 

G 33 3502.80 6 266.88 7 2930.12 0.18 0.21 0.08 0.84 

H 27 1006.36 1 5.56 10 806.20 0.04 0.37 0.01 0.80 

* 진하게 표시된 문자는 골프장 배출수에 의해 향을 받는 조사정점을 나타낸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종을 살펴보면, 청정하천에서 출현하는 편형동물류, 옆새우류, 

가재류, 강도래류, 먹파리류 등이 출현하 다. 출현종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다양한 

지표종군이 출현한 정점은 B1이었다(12종). 다음으로 Cc에서 9종이 출현하 으며, A1

에서 8종이 출현하 다. D, C1, C2 그리고 H의 경우에는 4종 이하가 출현하 고 E과 

F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이 결과만을 두고 볼 때, E과 F은 청정계류로서의 특

성이 거의 사라진 곳이라 할 수 있겠다. F의 경우에는 riffle-pool sequence 등의 특성

은 자연하천과 유사하 지만 조사당시 유기물이 매우 많았으며 부분적으로 하상이 

벽돌색으로 변해있는 등 다양한 오염원에 의한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적 환경과 연관지어 볼 때, E은 하상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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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정착하기 어려운 상태 다. 육안적으로 수질상태는 양호하 으므로 이 경우에

는 물리적 환경의 손상이 생물의 서식에 큰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에 있어 화학적 수질요인 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인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각 정점에서 청정하천의 지표종 외에 오염, 특히 유기물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도 

출현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서로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

지며, 간혹 유기물 오염내성종이 청정하천에서 출현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정하천지

표종이 유기물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된 하천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조

사결과를 토대로 전체종수 및 개체수에 대한 이 두 부류의 구성비율을 살펴보았다(그

림 2-4). 종수를 근거로 하여 두 부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크게 3개의 군으로 구분

되었다. 상대적으로 유기물오염내성종은 다양하나 청정하천지표종은 빈약한 정점으

로 E, F, D, C1, 그리고 H이 한 그룹을 형성하 고(그룹1), 유기물오염내성종은 빈약

하나 청정하천지표종은 다양하게 출현한 B1, Cc, A1, 그리고 Ac이 한 그룹을 이루었

다(그룹2). 나머지 정점들은 유기물내성종과 청정하천지표종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게 

출현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그룹3). 그러나 이 그룹의 경우, 대체로 정점이 그룹2와 

그룹3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청정하천지표종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룹 1에 속한 정점 C1은 그룹 2에 속한 두 정점(C2와 A2)보다 청정

하천지표종의 비율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유기물내성종이 풍부하여 그룹 1에 속하

다. 여기에는 조사 당시 확인된 골프장 유출수가 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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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청정하천지표종과 유기물오염내성종의 군집내 비율을 근거로 한 

정점간 그룹화 

2개 이상의 정점을 조사한 골프장 C, 골프장 B 그리고 골프장 A에서 각 정점별 출

현종수를 살펴보면, 상류에 위치한 정점(C1, B1, 그리고 A1)보다 하류에 위치한 정점

(C2, B2, 그리고 A2)에서 더 많은 종이 출현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청정

하천지표종 및 오염하천내성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골프장 C를 제외한 두 곳에

서는 상류에 위치한 지점일수록 청정하천지표종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골프장 C의 경우는 하류의 정점이 종수나 지표종의 비율이 상류의 정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골프장 C의 상류 정점인 C1의 경우에는 청정하천의 지표인 강도래류

(Nemoura KUa)와 먹파리류(Simulium sp.)가 출현하 으나, 출현종수는 총 13종으로 

조사정점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다. 따라서 비록 청정하천의 지표종이 출현하 으

나 전반적인 종다양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다양한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한 

미소서식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이 정점에

서 이들과 함께 유기물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각다귀류를 비롯한 파리류가 다양하

게 출현하 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C1과 거의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나 수

계가 다른 Cc에서는 청정하천의 지표종이 8종이 출현하 고 총종수도 28종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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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저수로폭, 하상구조 및 유속 등 물리적 요인으로 판단하

기에 Cc가 C1보다 뛰어난 환경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C1에는 골프

장으로부터 유출수가 흘러드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유출수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에 부적절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류정점, 하류정점 및 대조정점을 두어 조사한 골프장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판단

할 때, 대체로 하류의 정점에서 유기물오염 내성종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

된다. 골프장을 거쳐 배출되는 배출수에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류정점에는 부착조류가 다량으로 존재한다는 것

을 확인하 는데, 이것 역시 인이나 질소 등의 유기물질이 수계 내에 풍부함을 간접

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유기물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점차 

유기물에 대한 내성이 약한 종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내성이 

강한 종들과 약한 종들이 공존하는 관계로 상류에 비해 많은 종수가 나타나지만 서서

히 내성이 강한 종들만이 생존하는 수계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현재보

다 매우 낮은 종다양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골프장 C의 상류정점 C1은 이미 골프장 

유출수에 의한 향으로 조사정점 중 가장 낮은 종수를 보 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

한 Cc의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동물상을 보이므로 C1에 대한 골프장 유출수의 향

을 제거한다면, Cc와 동수계의 상류로부터의 생물상의 이입이 발생하여 C1의 동물상

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Cc의 동물상과 유사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2) 정점별 우점종 및 우점도

출현종의 생태적 기능을 파악한 상태에서 각 정점의 우점종 및 우점도를 산출하면 

그 정점의 수환경이 갖는 미소서식처의 다양성 및 건전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조사

의 대상 정점들의 우점종은 유기물 오염에 내성이 있는 종에서 청정하천의 지표종까

지 각 정점에 따라 다양하 으며, 우점도지수는 0.29에서 0.87의 범위를 보 다. 가장 

높은 우점도를 보인 곳은 F로서 0.87의 수치를 보 고 다음으로 D이 0.76, C1과 G이 

0.71, H이 0.62, C2가 0.58, A1이 0.54, Cc가 0.52, E과 A2가 0.50, B1이 0.46, Ac가 0.35, 

그리고 B2가 0.29로서 가장 낮은 우점도를 보 다(표 2-7). 전반적으로 골프장 배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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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받는 정점들에서는 유기물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이 우점하는 양상을 보

으며, 이는 골프장 배출수에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

다. 유기물 오염의 경우, 다른 무기물이나 화학적 오염에 비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지는 않지만 서서히 생태계 내의 생물군집의 다양성을 단순화하여 유기물 내성종의 

우점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생태계의 건전성을 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생태계의 교란에 대한 저항력이다. 이는 그 생태계의 생물적 요소 즉, 

생물군집에 의해 뚜렷이 표현되는데, 생물상이 단순화된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교란

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각 조사정점들의 교란에 대한 저항

력 향상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의 향상을 위해서 수계에 대한 유기물오염원을 밝히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다.

우점종 및 우점도의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수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점

은 B1이었다. 본 정점의 제1우점종은 두눈하루살이(Ecdyonurus kibunensis)로서 전형

적인 계류형 하루살이류이며 제2우점종은 옆새우류로서 청정하천의 지표로 알려진 

종이다. 본 정점에서의 우점종과 우점도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측결과와도 부합한

다. 정점 B1은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인위적 교란을 받을 것으로 여겨졌지

만, 실제로는 골프장 측에서 보존을 잘하고 있거나 또는 수자원을 적절한 용도 이외

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 으며 갤러리들의 접근이 통제되는 곳이었

다.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도 수계를 주변으로 교목류가 풍부하고 이들로 인한 

canopy형성 및 외부유입성 물질의 유입 등 산간계류 상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

었다. 이외에 청정하천의 지표인 옆새우류 및 강도래류 등이 출현한 정점은 C1, Cc, 

A1, 그리고 A2 등이었다. C1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골프장 유출수로부터 직접적

인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강도래류가 제1우점종으로 밝혀졌다. 이는 꼬마

강도래류의 생활사의 특성에 의한 결과라 사료된다. 민강도래류의 일부는 특이하게 

겨울철에 성충으로 우화하여 재생산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곤충의 알은 무엇보다

도 온도에 의해 생리적 발달 정도가 좌우되는데, 이는 민강도래류의 경우도 적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알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해동기를 전후하여 수온이 높아지

는 때이며, 이 시기에 나타나는 수온의 변화는 부화를 위한 Key가 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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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민강도래류의 경우, 그 크기에 매우 작은 어린 유충이었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겨울철에 우화하는 종류로 판단된다. 이들을 포함한 강도래류는 저항성과 회복성이 

모두 약한 종류이므로 장마기를 거치면서 하류로 drift 되어 장마가 지난 이후에는 본 

정점에서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2002년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

난다. 강도래류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성충으로 우화한 후 상류로 이동하여 

재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정점의 경우, 매년 초봄에 발생하는 민강도

래류 유충의 유입, 하류로의 drift, 그리고 성충의 이동 및 산란 등의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민강도래류가 제1우점종으로 출현하 지만 제2우점종은 깔따

구류로 나타났고 우점도지수가 0.71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총 출

현종수가 조사정점 중 가장 적은 13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정하천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모두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인근에 위치한 정점 

Cc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Cc에서 제1우점종은 옆새우류 으며 제2우점종은 

유기물오염에 대한 내성이 약하고 제한된 미소서식처를 갖는 깜장하루살이

(Nigrobaetis atrebatinus) 다. 이와 함께 우점도 역시 0.58로 C1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

은 수치를 보여 한정된 몇몇 종에만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정점

은 매우 근접하여 있어 개체군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거에는 C1도 

Cc와 유사한 생물상을 보 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두 정점간

의 가장 큰 수환경 차이는 유출수 흔적의 유무 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판단컨대, 

C1의 높은 우점도 및 낮은 출현종수 그리고 유기물오염내성종의 우점화현상 등은 골

프장 유출수와 깊은 연관을 가질 것이라 사료된다. A1과 A2는 동일한 수계에 위치하

는 정점들로 상하류간의 연관성을 어느정도는 유지하면서도 인위적 향에 의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 상류 정점인 A1에서는 옆새우류와 깜장하루살이가 각각 제1우점종

과 제2우점종으로 나타났고 하류 정점인 A2에서는 유기물오염 내성종인 깔따구류와 

청정하천 지표종인 강도래류가 각각 제1우점종과 제2우점종으로 나타났다. 본 정점

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A1은 골프장 내 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A2는 골프장 

배출구에서 하류쪽으로 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류 정점에서 상

류 정점에서는 우점하지 않던 깔따구류가 제1우점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상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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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골프장 배출구를 통하여 하류정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기물 오염원의 유입

이 발생하 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결과이다. A2에서 강도래류가 출현하 다는 점과 

우점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은 본 정점이 현재까지는 계류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따라서 유기물 유입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유기물의 

유입량을 감소할 수 있다면 수환경은 더욱 호전될 것이라 사료된다. 

<표 2-7> 각 정점에서의 우점종과 우점도지수 

정점 제1우점종 제2우점종
우점도

지수

D Limnodrilus gotoi Chironominae sp.1 0.76

E Chironominae sp.6 Chironominae sp.1 0.50

F Baetis fuscatus Tanypodinae sp. 0.87

C1 Nemoura KUa Chironominae sp.1 0.71

C2 Chironominae sp.1 Tanypodinae sp. 0.58

Cc Gammarus sp. Nigrobaetis bacillus 0.52

B1 Ecdyonurus kibunensis Gammarus sp. 0.46

B2 Antocha KUa Chironominae sp.1 0.29

A1 Gammarus sp. Nigrobaetis bacillus 0.547

A2 Chironominae sp.1 Nemoura KUb 0.50

Ac Nigrobaetis bacillus Chironominae sp.1 0.35

G Limnodrilus gotoi Tanypodinae sp. 0.71

H Baetis fuscatus Hydropsyche kozhantschikovi 0.62

우점도만을 고려할 때, 정점 B2를 비롯하여 Ac, B1, E 그리고 A2 등이 0.50 이하의 

수치를 보여 우점종군의 비율이 각 정점의 총 개체수현존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점도는 낮을수록 우점종이 아닌 종의 개체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이 정점들에서 미소서식처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정점의 우점종이 어떠한 종류인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할 경우 다소 상반되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우점도 0.50 이하인 5개 정

점 중 E 및 A2에서 우점종으로 밝혀진 종은 깔따구류 및 각다귀류로서 유기물오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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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이 강한 종들이 이들 정점에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점도가 높은 편

은 아니지만, 이러한 종류가 우점종이라는 사실은 점차 또는 이미 유기물오염에 내성

이 약한 종들은 살아가기 어려운 수환경으로 전환되는 중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

된다. 정점 E과 A2에서 우점도가 낮게 산출된 것은 두 가지의 원인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출현종수가 적을 경우, 우점종과 다른 종의 개체수현존량의 차이가 적더

라도 상대적으로 우점도가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승요인은 조사정점

의 전반적인 개체수현존량이 매우 적고 출현종 간의 개체수현존량 차이가 적다면 저

감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점 E에서 잘 나타났다. E의 경우 본 조사정점 중 두번

째로 낮은 출현종수(14종)를 보여 높은 우점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사정점 

중 가장 낮은 개체수현존량(328개체/㎡)을 보 다. 또한 각 종의 개체수현존량의 변

동계수를 살펴보면 본 정점이 0.92로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는데, 이는 출현종 간의 

개체수현존량의 차이가 본 정점에서 가장 적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에 본 정점에 있어서 낮은 우점도가 수환경의 건전성을 시사한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우점종의 성향과 개체수현존량을 볼 때, 본 정점은 저서

성 대형무척추동물상이 매우 제한된 종들이 낮은 수준의 풍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약한 교란에도 큰 향을 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정점 A2의 경우에

는 조사정점 중 가장 많은 출현종수(43종)와 풍부한 개체수현존량(14011.2개체/㎡)을 

보여 위의 경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정점의 경우에는 제 1우점종이 깔따구

류 그리고 제2우점종이 청정하천의 지표인 강도래류(Nemoura KUb)로 파악되어 단순

한 유기물오염 내성종만이 번성하는 곳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들 두 종외에도 

몇몇 종이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여주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개똥하루살이(Baetis 

fuscatus), 깔따구류 그리고 각다귀류 등의 유기물오염 내성종임을 알 수 있었다(표 3). 

따라서 제1우점종과 제2우점종이 차지하는 개체수비율이 비교적 높은 개체수현존량

을 보인 유기물오염 내성종들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국 강도래류

가 제2우점종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출현종을 오염과 관련된 부류로 구분해 보면, 본 

정점은 유기물오염 내성종들이 풍부한 정점으로 파악된다. 본 정점은 조사 당시까지

는 풍부한 오염내성종들과 몇몇 청정하천 지표종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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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반적인 수환경 및 생물상의 변화과정을 생각해 볼 때 서서히 유기물 오염이 진

행되는 하천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정점을 중심으로 수계에 유입되

는 유기물량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없다면 점차 유기물 오염이 심화되어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상이 단순해지고 유기물오염 내성종의 풍부도가 증가하여 우점도가 상승

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유속이 빠른 청정하천에서 흔히 출현하는 각날도래류 및 

먹파리류가 출현하 다는 점에서 본 정점의 물리적 환경은 여전히 자연성을 많이 포

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정점의 경우 유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수환

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계로 유입되는 유기물 및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수환경의 개선이 다른 정점들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3) 군집지수분석

우점도 이외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분석에 흔히 이용되는 군집지수로 종다

양도지수, 풍부도지수, 및 균등도지수 등이 있다. 이들은 생물군집의 다양성의 척도로

서 개발된 것으로 서로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종다양

도지수는 1.31에서 3.68까지의 범위를 보 다(표 2-8). 일반적으로 종다양도가 다소 낮

은 것으로 판단되는 종다양도 2.00 이하인 정점은 총 2개 지점으로 정점 D과 F이 포

함되었다. 종다양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3.00의 범위에 속하는 정점은 총 

4개 정점으로 C1, C2, G, 그리고 H이 해당되었다. 나머지 7개 정점들은 모두 종다양

도지수가 3.00 이상의 수치를 보여 종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도지수는 1.27에서 4.88까지의 범위를 보 다. 대부분의 정점이 4.00 이상의 수치

를 보여 풍부한 종과 개체수현존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풍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점은 D과 F로서 두 정점 모두 2.00이하의 수치를 기록하 다. 균

등도지수는 0.53에서 1.23까지의 범위를 보 다. 각 종의 개체수현존량에 있어 가장 

불균형을 보인 정점은 F로서 0.53의 낮은 수치를 보 다. E, Cc, B1, B2, 그리고 Ac 

등은 1.00 이상의 균등도를 보여 다른 정점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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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각 조사정점에서 도출된 군집지수 

정점
종다양도

Shannon's H'

풍부도

Margalef's R1

균등도

Pielou's J'

D 1.94 1.27 1.00

E 3.05 2.73 1.23

F 1.31 1.90 0.53

C1 2.13 2.48 0.85

C2 2.98 4.21 0.88

Cc 3.11 4.04 1.02

B1 3.41 4.08 1.09

B2 3.68 4.18 1.07

A1 3.13 4.88 0.96

A2 3.40 4.85 0.93

Ac 3.65 4.79 1.06

G 2.36 4.19 0.71

H 2.54 2.69 0.94

이 세가지 지수를 종합하여 각 정점을 살펴보면, 정점 F이 종다양도와 균등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정점의 출현종수가 적은 편(17종)이

며, 다양도는 높은 편이었다는 전술한 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D은 풍부도의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는데, 이는 총출현종수는 15종이지만 정량채집을 통하여 출현

한 종이 7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실지 이류와 깔따구류 두 종이 매우 높은 개체수

현존량을 보 다는 점에 큰 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각 군집지수의 최고치는 

각각 다른 정점에서 나타났다. 종다양도는 B2에서 3.68로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풍부

도는 A1에서 4.88로, 그리고 균등도지수는 E에서 1.23의 수치로 최고치를 보 다. 이

는 이미 전술한 분석내용(본 정점에서 출현한 소수의 출현종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개

체수현존량을 보이며, 각 종간에 개체수현존량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과 잘 부합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4) 생물지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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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지수(ESB)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갖는 수환경에 대한 반응을 수치화하여 

도출하는 지수로서 정성자료만으로도 해당 수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생물지수분석을 조사정점들에 대해 실시한 결과, 18에서 135의 범위를 보 고 몇몇 

정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점에서 양호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뛰어난 수환경을 보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곳은 A2로서 135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수치는 환경상태가 매우 양호한 최우선보호수역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환경상태가 매우 양호한 최우선보호수역으로 판정된 곳은 총 7개 정점으로 A2를 비

롯하여 C2, Cc, B2, A1, Ac, 그리고 G 등이었다. 양호한 환경상태를 보유한 우선보호

수역으로 판정된 곳은 총 2개 정점으로 B1과 H이었다. 환경상태가 다소 불량한 개선

수역은 D, F, 그리고 C1 등 3개 정점이었고, E은 환경상태가 불량한 우선개선수역으

로 판정되었다. 생물지수분석의 결과와 위에서 기술한 분석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생물지수분석에 의해 E이 우선개선수역으로 판정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본 정점에서 전 정점 중 최소 출현종수를 보 다는 점에 큰 향을 받은 결과이다. 

ESB는 각 종의 환경질에 대한 등급치를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출현종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본 정점의 경우에 출현종수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은 하상구조 다. 전

술한 바와 같이 하상이 시멘트로 포장됨으로써 1) 하상이 인위적으로 동질화하여 자

연상태에서 보이는 하상구조의 이질성이 사라졌고 2) 하상구조의 Texture가 비정상

적으로 상승하여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직접적으로 흐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3)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주요 서식공간이 저질입자간의 공극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

래하 다. 아무리 수질 및 전반적인 수환경이 양호한 상태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생존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본 정점에서 

생물이 출현한 곳은 시멘트 포장이 훼손되어 그 아래의 자연적인 하상구조가 드러난 

곳뿐이었다. 

한국생물지수(KBI)를 이용하여 수환경을 평가해 보면, 정점에 따라 1.02(E)에서 

2.87(Cc)까지의 범위를 보 다. 한국생물지수는 ESB 생물지수와는 달리 0-4의 한정된 

범위를 갖는 지수이다. 이와 함께 출현종수에 따른 지수치의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

아 ESB 생물지수에 비해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생물지수는 지수치가 0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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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수록 수환경이 청정함을 나타내고 증가함에 따라 오염도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

러한 기준에서 본 조사 정점들은 비교적 청정한 수환경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D과 E을 제외한 모든 정점들이 산출된 지수치 중앙값인 1.95보다 낮았고 이는 최소한 

2급수 이상의 청정한 수환경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우점도지수 및 기타 군집지수는 정량자료를 근거로 하며 군집의 구성원인 종은 모

두 동질적인 자료로서 취급한다. 따라서 군집지수는 오로지 총출현종수 및 각 종의 

개체수 등의 수치를 근거로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지수는 각 종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각 종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이 정점 E에 대한 군집

지수와 생물지수간의 상이한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E은 물리적 환경 및 

생물현황(소수의 출현종, 낮은 개체수현존량 등)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벗어나는 

예외적인 정점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생물지수가 군집지수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정점의 경우는 생물지수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표 2-9> 각 조사정점의 산출한 생물지수 및 이를 이용한 환경평가

정점
생물지수

(ESB)
환경상태 지역구분

한국생물지수

(KBI)

D 35 다소불량 개선수역 2.18

E 18 불량 우선개선수역 2.87

F 39 다소불량 개선수역 1.80

C1 37 다소불량 개선수역 1.56

C2 100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1.52

Cc 93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1.02

B1 75 양호 우선보호수역 1.12

B2 102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1.57

A1 104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1.14

A2 135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1.35

Ac 102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1.45

G 94 매우양호 최우선보호수역 1.42

H 67 양호 우선보호수역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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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도에 따른 부착조류량의 변화

고도에 따른 각 정점의 위치와 부착조류량을 분석한 결과, 고도가 높은 정점에서 

부착조류의 양이 적은 반면 고도가 낮은 정점에서 부착조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고도를 기준으로 각 정점을 구분하면 크게 3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C1, Cc, 

A1, B1, 그리고 C2 등은 고도 200m 이상에 위치한 정점이었으며, Ac, A2, B2, 그리고 

G 등은 고도 100-200m의 범위를 보 으며, 마지막으로 H, F, D, 그리고 E 등은 고도 

100m 이하에 위치한 정점이었다. 이들 지점에서 부착조류량을 단순화하여 비교하면 

높은 고도에 위치한 5개 정점 중 1개 정점(A1)에서만 부착조류가 약간 출현하 고, 

나머지 정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저고도의 정점들에서는 4개 정점 모두 부

착조류가 출현하 고 그 중 3개 정점에선 상당히 많은 양의 부착조류가 관찰되었다. 

중간 고도에 속하는 정점들에서는 부착조류가 나타나지 않는 정점이 한 군데(Ac)가 

있었고 나머지 정점에서는 많은 양의 부착조류가 관찰되었다. 정점의 고도에 따른 위

치에 따라 부착조류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들 

정점들이 모두 동일한 수계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양상은 매우 자연스러

운 양상이라 하겠다. 자연하천에서도 하류로 진행함에 따라 생물에 의해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유기물의 양은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자연하천에서 관찰되는 중․하류에서

의 부착조류량의 증가는 이를 대변하는 결과인데, 본 조사정점간의 관계에서도 이러

한 양상이 보인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정량적으로 조사․분

석한다면 각 정점에 대한 유기물오염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성이 높은 하천을 대조구로 선정하여 부착조류량의 고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본 조사정점을 대상으로 부착조류에 대한 정량조사를 실시한다면, 유사한 고도에서 

자연하천과 각 조사정점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정 한 결

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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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각 정점의 고도 및 부착조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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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조사정점의 수환경 자연성 평가

앞선 그림 2에서 청정하천지표종과 오염내성종의 군집 내 종수 비율을 이용하여 

조사정점들이 크게 3가지의 그룹으로 구분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로써 각 그룹에 

속한 정점의 수환경과 군집특성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보다 세 한 분

석을 통하여 각 정점의 자연성 평가 및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량조

사에서 출현한 종수 및 개체수, 생물지수, 종다양도지수, 우점도지수, 풍부도지수, 균

등도지수, 그리고 자연하천의 지표인 EPT 그룹(하루살이, 강도래 그리고 날도래)의 

군집에서의 출현종수 및 개체수현존량 비율 등을 기초 자료로 각 지점간의 상관계수

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점간의 유사성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의 명확성을 위하

여 자연하천의 기준으로서 강원도에 위치하는 방태천을 선정하 고 인위적 향을 

많이 받는 하천의 기준으로 경기도에 위치하는 경안천을 각각 대조구로 이용하여 각 

정점에서의 자료와 함께 분석하 다. 골프장 인근 지역은 이미 인위적인 향을 다소 

받는 지역이므로 대표적인 청정하천인 방태천의 상류를 기준으로 하면 비교가 어려

우므로 방태천 대조구 자료는  비교적 마을 등이 위치한 정점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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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경안천의 경우도 하류 정점의 결과가 본 조사의 결과에 비해 너무 많은 차

이를 보이는 바 상류 정점의 자료를 대조구 자료로서 활용하 다. 

 

<그림 2-6> 상관계수를 이용한 각 정점의 그룹화(unPLT: 청정하천대조구, PLT: 

오염하천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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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를 분석하여 집괴분석을 시행한 결과, 본 조사의 정점은 하천의 자연성에 따

라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되었다(그림 2-6). 제1그룹은 청정하천 대조구인 방태천 

정점, 정점 Ac, B1, Cc, 그리고 A1 등으로 형성되었다. 방태천 대조구와 그룹을 이룬 

이들 정점들은 개체수현존량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체 정점의 평균(3124.3개체/㎡)에 

미치지 못하 으나, 출현종수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전체 정점평균(22종)보다 많은 종

수를 보 다. 생물지수에 있어서도 정점 B1을 제외한 나머지 정점들이 전체 정점 평

균(77)보다 높은 수치를 보 다. 다양도지수, 풍부도지수 그리고 균등도지수에 있어서

도 전체 정점 평균(다양도지수:2.83, 풍부도지수:3.56, 균등도지수: 0.94)보다 높은 수치

를 보여 전반적인 생물상이 안정된 상태임을 보 다. 자연하천의 지표군인 EPT그룹 

역시 종수 및 개체수현존량 모두 전체 정점 평균(종수: 45.2%, 개체수: 45.8%)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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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 다. 모든 정점이 두 가지의 비율에 있어 50%이상을 보여 생물군집 구성으로 

수환경의 자연성을 평가함에 있어 높은 자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정점

들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난 종들은 옆새우류, 하루살이류, 및 깔따구류 다. 하지만 깔

따구류는 Ac에서 제2우점종으로 나타났을 뿐이며, 본 정점의 제1우점종 및 타 정점의 

우점종들은 모두 옆새우류 또는 하루살이류 다. 우점종으로 나타난 하루살이류는 

전형적인 계류형이거나 제한된 미소서식처에서 출현하는 종으로 이들의 출현은 본 

정점들에서 청정 계류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보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룹 내 정점들 간의 자연성의 평가는 보다 장기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방태천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Ac, B1, Cc, 그리고 A1의 순으로 자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0).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 한 평가는 정점들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그룹은 인위적 교란을 받는 하천 대조구인 경안천 정점, D, F, C1, H 그리고 E이 

형성하 다. 이들 정점은 무엇보다도 전체 정점의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출현종수(정

량자료:12-17종, 정성 및 정성자료:13-27종)가 특징적이었다. 개체수현존량 역시 평균

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 다. 생물지수의 경우는 18-67의 넓은 범위를 보 는데, 이는 

전체 정점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 다. 종다양도 역시 정점 평균을 넘지 못하

으며, 최고 높은 수치를 보인 정점(H)이 2.54에 불과하 다. 종풍부도 역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전반적으로 보 으나, 균등도에 있어서는 F(0.53)과 C1(0.85)을 제외

한 나머지 정점들은 평균 이상의 수치(0.94-1.23)를 보 다. 그러나 이는 대조구인 경

안천의 균등도지수(1.09)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우점종의 경우는 정

점 H에서 제2우점종으로 출현한 줄날도래류(Hydropsyche koshzntschikovi)와 C1에서 

제1우점종으로 출현한 강도래류(Nemoura KUa)를 제외하면 모두 유기물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실지 이류, 개똥하루살이, 각다귀류, 그리고 깔따구류 다. 우점도지수

는 0.50-0.87의 범위로서 정점 E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

여 특정종에 의한 우점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PT 그룹의 비율을 살펴보면, 

출현종수의 측면에서는 정점 H(46.7%)을 제외한 모든 정점들이 평균을 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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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 다. 그러나 개체수 측면에서는 EPT 그룹이 전혀 출현하지 않은 정점 E과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 D(28.6%)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정점에서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64.3-78.9%)를 보 다. 그러나 이는 하루살이류 중 유기물 오염에 대한 내

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는 개똥하루살이가 풍부하게 출현하 기 때문으로 자연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때, 

이 그룹에 해당하는 정점들은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유기물오염에 노출되

었거나 또는 물리적 교란에 의한 미소서식처의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그룹 내에서 각 정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순위를 부여한다면, 그나마 E가 비교적 안

정된 생물군집과 수환경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H, C1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구인 경안천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D 또는 F 중 한 정점이 

조사정점 중에서 최악의 상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3그룹은 C2, B2, A2, 그리고 G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자연하천 대조구 및 오염하

천 대조구와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그룹이었다. 이들 정점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출현종수(정량자료: 28-39종, 정량 및 정성자료: 33-43종)와 매우 높은 개체수현존량

(3502.8-14011.2개체/㎡)을 보 다. 생물지수 역시 94-135의 범위를 보여 다른 그룹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 다. 그러나 종다양도 지수의 경우에는 2.36-3.68의 범위로 

제1그룹에 비해 편차가 크고 평균적으로도 낮은 수치를 보 다. 종풍부도는 그룹 내 

모든 정점이 4.00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각 정점에서 대부분 종들이 풍부

한 개체수현존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균등도지수는 B2(1.07)를 제외한 모든 지점

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우점도지수는 0.29-0.71의 범위를 보여 정점간 

편차가 매우 심하 으며, 전반적으로 B2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전체 정점 평균에 

유사하거나 높은 수치를 보 다. 우점종은 정점 A2에서 제2우점종으로 나타난 강도

래류(Nemoura KUb)를 제외하면 실지 이류 그리고 깔따구류 등 모두 유기물오염 내

성종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그룹에 속한 정점들이 높은 출현종수와 개체수

현존량을 보이고 종풍부도 역시 높게 나타났지만, 자연성을 유지하는 수계라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 EPT 그룹의 종수 및 개체수비율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 다. 종수

의 경우는 정점 B2만이 평균치보다 동일하게 나타났고(45.2%) 나머지 정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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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3.3%의 범위를 보여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러나 개체수현존량의 경우는 

12.5-44.6의 범위로 전체 정점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양한 EPT 그룹

에 속한 종이 출현하지만 그 개체수현존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점을 잘 보여준

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오염의 발생초기에는 출현종수의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개체수현존량에 있어서의 구성비율이 서서히 유기물오염 내성종이 

풍부해지고 EPT 그룹은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

나 더욱 심화될 경우에 비로소 유기물오염에 대한 내성이 약한 종이 서서히 그 지역

에서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특정 종의 우점율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종국에는 

매우 낮은 출현종수와 매우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유기물오염에 

따른 생물상 변화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본 그룹의 정점들이 점차 유기물오염이 

진행되어가는 수환경임을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 사료된다. 본 그룹의 경우는 어떠한 

대조구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에 근거한 세부순위 결정은 다소 어렵다. 다만 출현종

수 및 개체수현존량 그리고 군집지수를 근거로 판단컨대, 유기물오염이 가장 심한 곳

은 정점 G로 사료되며, A2가 가장 양호한 자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

로 B2 그리고 C2의 순으로 자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0> 조사정점의 자연성 순위

오염여부 및 자연성 해당그룹
그룹내

정점별 순위*

유기물오염없음 

자연성 높음
그룹 1

Ac

B1

Cc

A1

유기물오염 진행 중 

자연성 감소 중
그룹 3

E

H

C1

D 또는 F

유기물오염 심함 

자연성 낮음
그룹 2

A2

B2

C2

G

* 각 그룹 내에서 자연성이 높은 정점 순으로 배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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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각 그룹 내에서의 세부적인 순위를 판단해 보았다(표 2-10). 각 그룹 간에

는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므로 비교적 순위결정이 용이하 다. 가장 자연성이 높은 

그룹은 제 1그룹으로 출현종수 및 개체수현존량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

반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유기

물오염이 초기이거나 또는 서서히 심화되는 중으로 판단되는 제 2그룹이 그나마 제 

3그룹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제 2그룹과 같은 경우는 유기물

유입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최소한 현 상황의 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연성을 높

은 수준까지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골프장 운 시 방류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수계의 생태계를 조사해 본 결과 2002년

과 2003년 모두 방류수 주변의 수질(유기물이 저서에 축척됨)을 청정상태에서 오염된 

상태로 악화시키고, 거기에 서식하는 저서성무척추동물의 종 구성과 우점종, 다양도, 

서식지 등에 누적적인 향을 미쳐 저서생물에 대한 생태환경을 부정적으로 변질시

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계곡의 수계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개발할 경우 

하류의 수질뿐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

정지역의 경우 그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골프장의 

상류 수림 basin과 하류(최종방류구)에서 비료성분 조사를 통하여 골프장에 처리된 

질소와 인의 32%가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의 경우 수계에 부 양화를 

유도하므로 시비와 유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Kunimatsu et al., 1999).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골프장의 입지선정시 육수생태계가 양호하게 형성된 

청정수계를 포함하는 지역은 골프장의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청정지역이 

아닌 수계를 포함할 경우라도 수역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연결

하여 조성하고 인접 산림과의 생태계 연결성과 수계 내의 수량 확보를 위해 산림과 

접한 지역은 보존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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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분석 

가. 수질조사지점 및 분석방법

조사지점은 저서성무척추동물의 조사지점과 동일하며, 조사방법은 수질조사의 기

본항목(BOD, COD, TN, TP, SS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량의 시료를 플라스틱

병에 채취하 으며 시료의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2000)을 따랐다. 

<그림 2-7> 골프장 F의 방류구 

조사지점

  <그림 2-8> 골프장 C의 방류구 

조사지점

 

(대부분 골프장 방류구의 유기물 퇴적이 그림과 유사함)

<그림 2-7, 2-8>의 하천들은 골프장 방류구 조사지점으로 원래 상류의 계류로서 청

정지역이었으나 골프장에서 유출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계류의 하상이 유기물로 덮이

거나(좌), 화학적으로 변화된 유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생물 서식공간을 

훼손하고 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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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조사분석결과 

  <표 2-11> 현장수질측정 및 실험실 분석결과

      항목

시료
pH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골프장 D 8.0 2.0 3.6 7.2 6.163 0.029

골프장 E 8.1 1.3 4.5 2.4 3.590 0.614

골프장 F 7.9 1.6 3.5 2.4 1.008 0.024

골프장 Cc 7.5 0.6 0.8 0.8 1.426 0.005

골프장 C1 7.1 0.7
5.2*

(3.0)**
22.0 3.029 0.005

골프장 C2 7.8 0.6 1.5 0.8 2.798 0.010

골프장 B1 7.6 0.9 1.5 0.8 1.541 0.005

골프장 B2 7.6 0.7 1.7 2.4 2.832 0.091

골프장 A1 7.7 2.9 3.1 9.2 4.963 0.106

골프장 A2 7.9 1.3 2.2 1.6 2.515 0.034

골프장 Ac 8.0 0.8 2.9 2.4 2.501 0.010

골프장 G 7.3 0.7 2.0 2.4 0.600 0.038

골프장 H 8.0 2.5 4.5 8.8 1.661 0.043

주) * : 당초 채수된 COD분석용 시료 대상 분석결과  

   ** : T-N/T-P 분석용 시료 대상 분석결과

   Goal of total P: < 0.02mg/l- most freshwater is between o.o1 and 0.05mg/l

   Goal of total N: typical range s for total nitrogen in waters is from 0.3 to 2 mg/l

다. 저서성무척추동물 조사결과와 연계성

전반적으로 골프장 배출수의 향을 받는 정점들에서는 유기물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이 우점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골프장 배출수에 서서히 

적응된 생물군집이 우점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유기물에 의해 교란으로 서식

지가 변화되고 종 다양성이 감소되어 생태계의 건전성을 잃게되는데 이러한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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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조사정점에서 수행한 이화학적 수질자료에 의하면 모든 조사정점의 BOD가 

3pp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질등급은 1급 또는 2급으로 상수

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그리고 수 용수 이상의 양호한 수질로서 판정된다. 그리고 

총 13개 정점 중 7개 정점(C1, C2, Cc, B1, B2, Ac, 그리고 G)의 BOD가 1ppm 이하로 

1등급의 수질을 보 다(표 2-11). 이는 상수원수 1급으로 자연환경보전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질분석의 결과는 ESB와 KBI에 의한 수환경분석이 BOD에 의한 

수질등급과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ESB를 근거로 하 을 때, 본 조

사정점들의 대부분이 양호한 수환경임을 보여주었고 KBI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환경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수치에 근거한 세부

적인 순위를 따져 볼 때에는 생물지수에 의한 순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 다. 이는 생

물지수 산출의 기본자료인 생물의 출현여부가 BOD에 의해 측정되는 오염원뿐만 아

니라 부유물질량, 총인량, 그리고 총질소량 등에도 향을 받기 때문이다. BOD를 포

함하여 열거한 4가지 측정항목을 고려할 때, 각 항목에 대해 명확히 큰 값을 나타내는 

정점들이 있었다. 먼저 BOD는 A1에서 최고치(2.9)를 보 고, 부유물질량은 C1(22)에

서, 총질소량은 D(6.16)에서 그리고 총인량은 E(0.614)에서 최고치를 보 다. 이들 정

점은 생물지수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불량한 수환경을 이루고 있는 지점들로 판정된 

곳들이다. 단, BOD에서 가장 큰 수치를 보인 A1은 다소 의외 다. 그러나 그 수치가 

수질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이 결과만으로 열악한 수환경으로 판정하기

는 무리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생물지수는 이화학적 

수질측정 자료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수질측정 시에는 한 정점

의 수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위에 설명한 4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에 산도, 

알칼리도,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그리고 탁도 등 많은 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항목마다 수환경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제

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정점의 수질을 판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이에 반해 생물지수는 수환경의 생물군집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보다 명료한 결

과 및 판정기준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이화학적 수질측정의 결과와도 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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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수환경에 대한 평가는 생물군집을 1차적으로 대상

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 이화학적 수질측정 및 물리적 환경측정을 통하여 

생물군집을 통한 분석의 결과를 보충 또는 보강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3. 식생현황조사 

가. 조사지점

조사시기는 종의 출현이 가장 왕성한 7-9월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조사대상지는 

약 10년과 30년 이상 운 중인 골프장과 조성 후 1년 이내 골프장 등 3곳을 선정하

고,  주변 식생과의 연계성,  존치면적이 다른 원형보존지역에서 식생의 현황을 조사

하 다. 대조구는 조사지역과 근접하며 골프장 경계 밖의 자연 보존된 지역에서 선정

하 다. 원형보존지역의 면적은 골프장 토지이용계획도와 구적계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표 2-12).

나. 조사방법

각 조사지점별로 10m x 10m 방형구를 선정하고, 군락, 층 구조별 피도와 군도, 교

목층의 흉고직경, 종의 구성, 인위적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하 다. 러프와 경계의 가장

자리에 침입한 종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형구(1 x 1㎡, 5 x 5㎡등)를 사용하

다. 조사방법은 기존의 식생조사방법(Braun-Blanquet, 1964)을 적용하 다. 획득된 

자료의 분석은 indirect quadrat ordination 방법(Kent & Coker, 1992)을 사용하 다.

기타 필요할 경우 자료분석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재 건설중이거나 운 중인 골

프장을 대상으로 식생에 미치는 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조사방법으로는 평가

서 내용 및 검토의견을 조사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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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육상 식물상 조사지 개황

골프장A: 

약 10년 운 중

(주변의 생태계가 양호함)

골프장B: 

조성 후 

1년 이내 

골프장C: 

약 30년 이상 운 중 
(주변이 도로로 단절, 
인위적 간섭 있음)

대조구
골프장 경계에서 약 100m 
이격된 사면

자연보전지역에 
위치

골프장 경계 외 지역

골프장 경계와 
인접한 원형보존지역

골프장 경계에서 약 20m 
이격된 사면

골프장과 
약 20m 이격

면적이 큰 보존지역
(56,000 m

2
)

골프장 내의 고립된 
원형보존지역

골프장 내 섬처럼 고립된 
보전지의 사면

-
면적이 작은 지역
(4,000 m2)

코스와 보존지역의 
가장자리

러프 주변의 사면지역
러프와 보존지역
의 연결지역

-

다. 식생현황조사결과 및 분석

<그림 2-9> 골프장별, 조사지점별 식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

는 indirect quadrat ordination (A, B, C는 골프장, 아라비아 숫

자는 각 골프장 원형보존지역의 조사지점을 나타냄)

A1

A2

A3

A4

B1

B2

B3

C1
C2

C3

Axis 1

Ax
i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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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의 분석에 의하면 B3와 A4의 경우 골프장의 러프와 경계부 가장자리의 

침입종을 조사한 결과로서 산림의 식생과 다른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외부로부

터 침입한 양지성 종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조사지역이 다르므로 종의 다양성과 출현

종에 차이가 있다.  B3가 A4보다 종의 출현이 많았다. 골프장의 잔디와 보존지역 사

이에는 외래종들이 침입하여 번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가 요구된다.

A 골프장의 경우 A1은 골프장 경계 밖의 원형보존지역의 식생을 나타내며, A2와 

A3는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의 식생을 나타낸다.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의 식생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나 골프장 밖의 식생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실제 A1의 경우 경사

도가 40도 정도 되는 급경사지이므로 토양의 유기물이 풍부할 지라도 하층 초본류의 

발달이 A2와 A3보다 적었다. A1의 경우 교목층의 수목종이 A2와 A3보다 다양하고 

대경목이며 아교목층과 관목층이 발달하 다. A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주변의 식생이 

양호하고 A2는 주변의 생태계와 약 20m 이격되어 있고 A3의 경우는 골프장 중앙에 

위치하지만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 내부의 식생이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식생의 패

턴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을 설치할 경우 patch 

형태의 보존지역은 서로 연결시켜 주고 주변의 식생과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 골프장 내에 설치할 경우는 서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래의 식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생태계를 고려한 골프장일 것이다. 

B골프장의 경우 원형보존지역 B1과 B2가 가까운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식생

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골프장이 건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이 식생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식생은 원형보존지역이 소나무군락이며  주

변의 식생도 소나무군락이 대부분이었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침입 종들이 골프

장 경계에서 번식하 다. 하층식생은 참나무류를 우점으로 하는 활엽수들이 발달하

고 있어 천이가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소나무림 내 2곳의 방형구 조사에서 목

본류 20종, 초본류 21종이 발견되었으며 경계지역에서는 목본류 10종과 초본류 27종

이 조사되었다. 소나무군락의 식생은 조사지점에 관계없이 출현한 종의 분포가 비슷

하 다.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은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골프장 경계 밖에서 조

사된 식생과 종의 구성이 비슷하 다. 식생이 교란되지 않고 자연상태를 유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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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도 안정되어 동물의 서식공간이 확보되어 골프장 내에 야생동물이 충분히 서

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1(56,000㎡)과 C2(4,200㎡)는 면적이 다른 원형보존지역의 조사지점이지만 조사지

역이 수림의 사면으로 식생의 패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C 골프장의 경우 원

형보존지역의 면적에 따라 식생의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조사지역이 오래

된 골프장이며 비슷한 서식환경에서 비슷한 식생이 형성된 것 때문일 수 있다. 반면 

조사지역 C3의 경우 C2와 같은 원형보존지역이지만 골짜기의 습한 지역의 식생으로 

상기 두 지역과 다르게 활엽수림이 발달하고 있으며 초본류의 종 분포와 피도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식생의 상관은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의 면적과 관계가 있는 것

보다 식생이 분포하는 서식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식생을 

보이는 것은 종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는 원형보존지역을 충분히 확보한 때

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시 원형보존지역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하

여 주변의 생태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동물상 현황조사

가. 조사지점

동물상의 분류군별(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 현황조사를 8월 

22-23일에 골프장 B의 내․외지역과 원형보존지역에서 실시하 다. 골프장 B의 경우 

가능한 식물상을 조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 으나 동물은 이동성이 있으므로 

골프장 주변을 포함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골프장 A와 C의 경우 식물

상의 조사지점과 유사한 지역에서 곤충상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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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방법

포유류는 배설물, 흔적, 족흔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 으며 문헌조사결과와 탐

문조사결과를 참조하 다. 조류는 울음소리, 둥지, 목견, 쌍안경을 사용하여 조사하

고, 양서․파충류와 어류는 계곡의 계류, 물이 고인 지역 등 이들의 출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족대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곤충류 외에 여타 

동물상 분류군의 조사는 골프장B에서만 실시하 다.

곤충류는 Sweeping, 털어잡기, Cup-trap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 으며 조사시

기는 8월 22-23일, 9월 5일, 9월 25-26일에 실시하 다. 골프장 B지역에 대해서는 조성

된 골프코스와 코스가 조성되기 전 폐경지에서 sweeping과 털어잡기로 채집하 으

며 각 지역별로 채집된 곤충상을 비교하 다. 골프장 내․외의 원형보존지역에 서식

하는 곤충상의 일정 분류군 조사를 위해  Cup-trap을 사용하 다. 사용된 컵은 직경 

8cm, 높이 11㎝인 종이컵이었으며 유인물은 썩흰 오징어와 번데기 다. 조사지점 당 

10개의 컵을 2-3m 간격으로 지표면과 평행하게 묻어서 설치하 다. Cup-trap의 유인 

시간은 골프장 A가 10시간, 골프장B가 17시간이었다. 동정이 안된 종은 sp로 처리하

다. 골프장 내․외에서 조사된 종들의 종수와 개체수를 토대로 다양도지수, 균등도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채집시간, 채집시기가 제한적이고 계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종수가 적게 나오고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곤충상을 반 할 수 없으나 

골프장의 생태계 현황 및 향을 비교적으로 분석하는데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

다. 

다. 골프장 B의 동물상 조사결과 및 생태계 모형

포유류의 경우 현지조사결과와 문헌 및 탐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멧돼지, 고라니, 족

제비, 두더지,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집쥐, 등줄쥐, 생쥐 등 10여종이 서식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조류의 경우 7목, 12과 17종 65개체가 현지에서 확인되었으며, 종 다양성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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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등한보편성은 3.0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주요 종은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

앙과 323호인 붉은배새매가 확인되었다, 원앙은 골프장 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번식할 

것으로 사료되며 붉은배새매는 이동 중인 개체가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내에

서는 깝작도요 및 좀도요 등의 도요류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이동 중에 골프장 내의 

습지(연못)에 잠시 기착하여 수서곤충 등을 취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백로류 또한 습

지에 서식하는 올챙이 및 수서곤충을 취식하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기간은 조류의 활동이 간장 뜸한 시기여서 많은 조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골프장 내에 원형보존지구와 습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조류가 

서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프장 내의 원형보존지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내 습지의 수질관리 및 조류의 먹이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본 조사에서 발견된 양서류는 총 1목 3과 5종이며, 파충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무당개구리와 산개구리를 제외하면 모두 저지대에서 주로 서

식하는 종으로 고산지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종들이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저지대가 훼손됨에 따라 저지대에서 서식하는 종이 고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

다. 현재 골프장 내 남겨진 원형보존지역과 코스의 일부 지역에서 상기의 종들이 관

찰되기는 하나 계곡수의 부족과 골프코스에 의한 단절로 현재 발견된 종은 대체서식

지나 현지의 서식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골프장 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차원에서 골프코스를 따라 조성된 기존의 하천은 수계를 이용하는 동물의 서식

을 위해 중요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사용

된 화학물질(농약, 비료 등)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계의 

먹이사슬이 회복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내 pond와 수계에는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경계 밖의 하천

은 평상시 건천이며 종개과의 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상곤충상의 경우 골프장내에서는 제한된 종만이 발견되었고, 기존에 갈대가 서

식하던 지역과 골프장 외부의 폐논경지에는 다양한 종들이 발견되었다(표2-13). 따라

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폐논경지와 묵밭에 서식하던 곤충들의 서식지가 사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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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래 골프코스 조성 이전의 서식지가 1번으로서 종이 116종 채집

되었으나 골프장이 조성되므로 인하여 종 풍부도가 급격히 감소하 다. 골프코스의 

경우 잔디로 조성된 그린과 페어웨이는 90% 이상이 감소하 고 pond의 경우 77%가 

감소하 다. 골프코스 내 법면녹화지역과 원형보존지역도 45%와 38% 감소로 각각 

향을 받았다.  반면, 골프장내 증가하는 종은 포식성인 잠자리목으로 pond의 조성

으로 인한 유충의 서식공간의 증가로 인한 향으로, 주로 유충시기가 정수성인 잠자

리류의 개체는 증가하 으나, 계류성 잠자리류와 수생식물의 줄기에 알을 산란하는 

실잠자리류는 감소하거나, 출현하지 않는다.  

<표 2-13> 골프장B의 서로 다른 서식지에서 조사된 곤충상의 종 풍부도*

서식지 1 2
3

4 5
a b c

종 수

(%)

116

(100)

72

(62)

6

(5)

10

(9)

21

(23)

55

(47)

87

(75)

* 1. 사업지구와 인접한 폐경작지(논)-코스가 조성되기 전 상태 

  2. 사업지구내 원형보전지(갈대군락)  

  3. 골프코스[a: Green b: Rough, c: Pond] 

  4. 골프장 내 초화단지(사면법면)

  5. 사업지구와 북측으로 약 1km 이격된 폐경작지(밭)

<그림 2-10>은 본 골프장 지역에서 발견된 동물상의 종수를 토대로 생태계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측한 모형이다. 본 모형은 조사방법, 시기, 횟수 등

에서 제한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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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y plants(24)Herbaceous plants (39)

Amphibians (5)

Terrestrial insects (127)

Mammals(10) Birds(17)

<그림 2-10>  골프 코스 B에서의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개념적 모델

(괄호안의 수는 분류군별 종수를 의미하며 점선으로 된 화살표는 부분적인 상호 경쟁관계 나

타낸다. 실선에 있어 가는 선은 약한, 굵은 선은 강한 포식-피식의 관계를 의미함)

그림은 골프장B에서 조사된 각 분류군별 종수를 토대로 먹이사슬의 상호관련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골프코스에 초본류가 많이 분포하므로 식이곤충의 종이 다양하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곤충을 선호하는 양서류와 조류들의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원래 초본류들이 많은 지역(묵밭, 습지 등)에 서식하는 

곤충류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원래 골프장 지역에 서식하

던 종들을 수변부나 여유공간에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코스에서 곤충 종

수가 적게 발견되는 것은 먹이식물인 식초의 단편화(잔디류)와 잔디 깎기로 인한 곤

충의 활동공간(먹이활동, 은신처, 산란지 등)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식식성(메뚜기

목, 나비목, 파리목, 매미목 등) 곤충류의 감소원인으로 인한 포식성곤충(잠바리목, 딱

정벌레목, 벌목, 파리매과, 사마귀목), 1차 기생성곤충(고치벌과, 맵시벌과, 기생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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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 2차기생성곤충(좀벌과)의 연차적 감소원인의 결과이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 

곤충 종을 먹이로 하던 양서류와 조류들도 함께 사라져 종의 구성이나 다양성이 감소

하게 될 것이다. 

 골프코스에서는 비행성 포식곤충인 잠자리목의 역권으로 이용되며, 초화류 식

재지역은 흡 성 곤충의 먹이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초화류가 대부

분 외래종으로 유충의 먹이식물은 빈약한 편으로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골프코스를 제외한 지역은 자연수종의 초화류와 목본류의 적절한 식재방안, 

훼손된 서식지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사라진 종들은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주시켜 복

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곤충과 양서․파충류들은 수계를 중심으로 서식지를 형성하

고 있으므로 골프장 입지 선정시 수계와 산림이 자연상태로 연계되도록 하고 코스 

설계시 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수지역에 산란하는 잠자리류(동종 포식성으로 다른 종의 먹이가 없어도 번

식가능함)는 증가하는 반면, 계류성 잠자리류와 수생식물의 줄기에 산란하는 실잠자

리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골프장 pond 조성에 있어 적절한 방안이 요구

된다.

라. Cup-trap 방법을 사용한 곤충상의 조사결과

골프장 원형보존지역의 육상곤충상을 생태계의 지표로 선정하여 야간에 Cup-trap

을 이용하여 육식성의 곤충을 채집하 다. 두 곳의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에서 채집된 종수는 4-9종이 으며 먼지벌레과가 대부분이었다(표 2-14). 현지조사시

기가 9월 말로 인한 계절적인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연구․발표된 

사례중 딱정벌레목 군집에 관한 조사에서 9월은 멋쟁이딱정벌레는 증가하나 모든 종

의 개체수와 종수는 7월 이후 급격히 감소해 연중 9월 이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김 

과 김, 2000). 길쭉먼지벌레과는 9월에 저고도에서의 출현개체수가 많으며, 6월과 8월

에 비해 개체수는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Park et. al., 1996). 봉래산의 갑충

류에 대한 조사에서 6월 19종 312개체, 9월 15종 252개체, 10월 7종 38개체로 8월 이후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 분석56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문과 도, 2000). 봉래산의 경우 9월은 딱정벌레과 3종 113개

체, 먼지벌레과 3종 9개체로 딱정벌레과의 개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골프장 C의 경우 골프장 A보다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먼지벌레과의 출현개체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골프장 A는 먼지벌레과의 출현

개체수는 낮으나, 딱정벌레과의 출현을 보이고 있어 고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골프장 A는 골프장 내부지역의 산림에서는 딱정벌레과의 출현이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딱정벌레목은 시기별, 고도별 출현종수와 개체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

후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골프장으로 인한 지표성 딱정벌레목의 종다양성 감

소현상 여부에 대한 적절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A의 경우 종수와 개체수가 원형보존지역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면

적이 더 큰 1, 3번에서 2번보다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채집되었다. 이것은 먼지벌

레의 이동 특성상 골프코스로 단절된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 외부의 향을 쉽게 받았

기 때문에 2번 지역에서 개체수가 더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도 지수는 골

프장 외부 지역이 내부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균등도 지수는 종의 개체수

가 고르게 분포된 2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골프장 C의 경우 2곳의 조사지역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원형보존지역이

며 면적이 큰 b 지역에서 더 많은 종수가 채집되었으나, 개체수는 양쪽이 비슷하 다.  

즉 종수는 면적에 어느 정도 향을 받지만, 먼지벌레가 대부분인 개체수는 큰 향

을 받지 않았다. 먼지벌레의 경우 원형보존지역이 이동을 단절하지 않으며 서식공간

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도

지수와 균등도 지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동물상 먹이사슬의 하위구조인 곤충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원

형보존지역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외

부의 생태계와 연계성이 필요하고 골프장 내에 보존지역을 조성할 경우 충분히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골프장 조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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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Species composition of terrestrial insects captured by a cup-trap 

method in native sites on golf courses*

Texa Korean name

Golf course 

A

Golf 

course C

1 2 3 a b

Orthotera 메뚜기目

Rhaphidophoridae 꼽등이科

Diestrammena apicalis Brunner 꼽등이 2 2 - - 2

Hemiptera 노린재目

Cydnidae 땅노린재科

Macroscytus japonensis Scott 땅노린재 - - 3 3 25

Coleoptera 딱정벌레目

Carabidae 딱정벌레科

Carabus sterbbergi sternbergi Roeschke 우리딱정벌레 1 - - - -

Carabidae larva 딱정벌레유충 1 - - - -

Harpalidae 먼지벌레科

Pterostichus sp.1 길쭉먼지벌레 sp.1 1 - - - -

Pterostichus sp.2 길쭉먼지벌레 sp.2 3 - - - -

Synuchus (Synuchus) congruus (Morawitz) 애칠납작먼지벌레 16 27 78 209 185

Synuchus (Synuchus) cycloderus (Bates) 붉은칠납작먼지벌레 78 43 13 58 53

Synuchus (Synuchus) melantho (Bates) 검정칠납작먼지벌레 16 15 40 57 28

Dolichus halensis (Schaller) 등빨간먼지벌레 - - 1 - -

Pheropsophus jessoensis Morawitz 폭탄먼지벌레 4 - - - -

Harpalidae sp.1 먼지벌레과 sp.1 - - 1 - -

Harpalidae sp.2 먼지벌레과 sp.2 - - - - 1

Harpalidae sp.3 먼지벌레과 sp.3 - - - - 1

Total species number(S) 9 4 6 4 7

Total individual number(ΣN) 138 87 136 327 295

Diversity index[-Σ(ni/N)․ln(ni/N)] 1.18 1.09 1.06 0.94 1.10

Evenness index(H'/lnS) 0.54 0.78 0.59 0.68 0.56

* 본 조사는 9월 25-26일에 실시되었다. 사용된 컵은 직경 8cm, 높이 11㎝인 종이컵이었으며 유인물은 

썩은 오징어와 번데기 다. 조사지점 당 10개의 컵을 2-3m 간격으로 지표면과 평행하게 묻어서 설치하

다. 채집시간은 야간이었으며 골프장 A가 10시간, 골프장B가 17시간이었다. 동정이 안된 종은 sp로 

처리하 다.

* 10개의 컵 중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훼손된 경우는 평균을 산출 10개 컵에 해당하는 개체수로 환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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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개지의 훼손정도 및 복구현황

가. 조사지점 및 방법

골프장 내 절개지는 도로나 코스를 조성하면서 발생한다. 10-20년 운 중인 산지에 

조성된 골프장은 대부분 가파른 절개지 경사면(30-50°)에 식생토 공법을 적용하여 

초본류로 녹화를 하 다(그림 2-11). 경사도는 Clinometer로 측정하 으며 복원녹화

의 상태와 천이의 정도 등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조사하 다(식생의 상태, 천이의 진

행 여부, 공법의 현재 상태 등).

나. 절개지의 훼손정도 및 복구현황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토사면에 식생토공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많

다. 경사도는 대부분 40도 이상으로 비탈면의 경사가 급한지역과 암반이 돌출된 지역

에는 특히 녹생토공법을 많이 적용하 다. 그러나 10-20년이 지난 지금 주변의 식생

으로 천이되어야 할 사면은 기존에 설치된 녹생토가 부서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침입

한 초본류와 시공한 초본류들이 우점하여 자라고 있다. 망초류, 달맞이꽃, 덩굴식물, 

사초과와 벼과 식물, 선구종인 콩과식물 등이 여름철에는 녹화된 상태이나 목본류가 

서식하지 않아 겨울철에는 나지로 바뀌어 주변의 식생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었다. 주변 식생과 조화된 골프장을 조성하고 비탈면에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의 확

보를 위해 골프장 조성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토면에 대해서는 주변의 식생으로 천

이 되도록(목본류가 침입하여 생육하도록)토양기반을 조성해 주는 자연표토공법이나 

생태복원녹화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11>은 골프장 주변의 식생으로 천이되지 못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경관상 바람직하지 못한 복원의 경우이다. 비탈면에 초본류가 자라고 있으나 종 다양

성과 생육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조류 등 동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환경과 조화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식물의 천이가 가능하도록 비탈면에 토양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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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하는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11> 10년 이상된 골프장의 절개지(절토고 약 70m)에 녹화된 모습

(중간의 회색부분은 녹생토가 파손되어 식생의 생육이 불가능하며, 초본류가 피복된 부분은 주변의 식

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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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

1.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향 

 

현재 대부분의 운 중인 골프장은 집수역을 포함한 수계 위에 건설되었으며 기존

의 자연형 수계는 골프장 조성으로 사라졌다. 기존의 수계 대신에 우수배제를 위한 

관로가 설치되며 골프장 잔디 위로 떨어지는 모든 빗물은 지하 관거 또는 맹암거를 

통하여 pond로 유입된다. 따라서 골프장 하류로 흐르는 하천의 물은 골프장의 pond

나 골프장의 잔디를 경유하여 배수되므로 하류 하천의 수질과 수량이 골프장의 운

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다.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하류의 하천생태계에 더 향을 줄 것이다. 제2장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저

서성무척추동물의 종 구성, 우점종, 서식환경이 원래 수계의 생태계와 아주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가. 개체수현존량의 변화

각 분류군 별로 조사시기에 따라서 개체수현존량이 다소 차이를 보 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분류군은 파리목으로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

다.  대부분의 파리류가 유기물에 대한 내성이 강하므로 파리류의 전반적인 증가는 

각 정점에서의 유기물의 유입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상․하류 및 대조구를 두어 조사한 골프장 C, 골프장 B, 그리고 골프장 A에서의 

조사정점 별 개체수현존량을 살펴보면, 상류에 위치한 지점보다 하류에 위치한 지점

에서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t-test 쌍체비교 단측검정, t 2, 0.05 = 

3.09, p<0.05).  골프장의 배출구 하류의 출현종들은 유기물 중 특히 FPOM을 처리할 

수 있는 수서곤충류(Baetis fuscatus, Tipula spp., Chironominae spp., Hydropsyche spp. 

등)가 많았으나, 상류에서는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제3장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 61

나. 청정수계지표종과 오염수계지표종의 변화

청정수계지표종이 우점하여 출현하는 정점들은 골프장의 상류나 골프장의 배출수

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며, 오염수계지표종이 우점하여 출현하는 정점들

은 골프장의 배출수에 의해 향을 받는 곳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구분되어 

그룹이 가능하 다. 이것은 골프장의 유출수/배출수에 의한 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서식지의 변화

상류정점, 하류정점 및 대조정점을 두어 조사한 골프장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판단

할 때, 대체로 하류의 정점에서 유기물오염 내성종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대조구에 비해서 골프장의 유출수/배출수에 의해서 향을 받는 수계는 청정수

계의 특징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골프장을 거쳐 배출되는 배출수에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류정점에는 

부착조류가 다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는데, 이것 역시 인이나 질소 등의 유

기물질이 수계 내에 풍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유기물질의 유

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변화되어 점차 유기물에 대한 내

성이 약한 종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내성이 강한 종들과 약한 

종들이 공존하는 관계로 상류에 비해 많은 종수가 나타나지만 서서히 내성이 강한 

종들만이 생존하는 수계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현재보다 매우 낮은 종

다양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 우점종과 우점도의 변화

전반적으로 골프장 배출수의 향을 받는 정점들에서는 유기물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이 우점하는 양상을 보 으며, 이는 골프장 배출수에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유기물 오염의 경우, 서서히 생태계 내의 생물군집의 

다양성을 단순화하여 유기물 내성종의 우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조사정점간의 가장 큰 수환경 차이는 유출수 흔적의 유무 다.  C1의 높은 우점도 

및 낮은 출현종수 그리고 유기물오염내성종의 우점화현상 등은 골프장 유출수와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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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관을 가질 것이라 사료된다. A1과 A2는 동일한 수계에 위치하는 정점들로 상하

류간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도 인위적 향에 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류 정점인 A1에서는 옆새우류와 깜장하루살이가 각각 제1우점종과 제2우점종으로 

나타났고 하류 정점인 A2에서는 유기물오염 내성종인 깔따구류와 청정하천 지표종

인 강도래류가 각각 제1우점종과 제2우점종으로 나타났다.

마. 조사정점의 자연성 변화

골프장의 상류나 대조구는 자연성이 높은 반면, 배출수에 향을 받는 조사정점들

의 자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배출수의 향으로 오염수계 

대조구와 같이 이미 유기물에 심하게 오염된 정점들이거나, 점차 유기물오염이 진행

되어가는 수환경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유기물오

염에 대한 내성이 약한 종이 서서히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특정 

종의 우점율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종국에는 매우 낮은 출현종수와 매우 높은 개체수

현존량을 보이게 된다.

상기의 여러 부적절한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하천생태계는 골프장 배출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향을 받아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될 정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류의 청정수계가 골프장을 통과하

면서 비료 등 유기물에 의해 오염된 pond의 물이 최종방류구에서 처리 없이 하류 수

계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계에는 유기물을 좋아하거나 내성인 종들이 다양하

게, 높은 도로 서식하며 종국에는 원래의 서식환경과는 전혀 다른 서식지로 변화된

다. 

골프장 내 pond에는 지속적으로 비료성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햇빛과 25도 

이상 고온, 그리고 적정량의 인이 존재할 경우 식물생장을 촉진한다. 대부분의 골프장

의 경우 코스 잔디에서 배수된 지표수가 pond로 직접 유입될 경우 양분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는 수생식물과 조류의 생장을 과도하게 촉진시킨다. 특히 잔디에 시비된 

질소와 인등 양분이 pond나 수계로 유입될 경우 조류의 생장을 촉진시켜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하며 녹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시각적으로도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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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산소를 고갈시켜 다른 담수생물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 <표 3-1>은 비료의 지

속적인 사용이 생태계 전반에 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1> 비료사용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가능한 향들

항목 향의 내용

식생 지역 고유식물 종들은 고농도의 유기물에 민감할 수 있음

야생동물 서식지 및 수환경이 고농도의 유기물에 의해 쇠퇴할 수 있음

토양 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음

수생태계 유기물이 침출과 run-off에 의해 수계에 축적됨

자료) Australian Golf Union. 1998. Environmental strategy for Australian golf courses. 

2.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향 

 

골프장 건설이 주로 산지에서 시행되므로 지형의 개변이 많다. 그에 따라 육상식물

상 및 동물상 등 원래의 생태계가 사라진다. 골프장 내에 원형보존지역이 없을 경우 

인위적인 잔디 조성과 관리로 인하여 골프장에 의한 생태계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골프장 경계부에는 전에 없던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가 발생하여 식물 및 동물군

의 분포에 변화를 초래하며 침입 식물종들이 생육하여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 능선으로 연결된 산지에 집하여 분포할 경우 생태계의 단절 및 파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생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육상동물의 은신처가 부족하여 

동물의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종들만이 번식하여 골프장 내외의 생태계(종 분

포, 먹이사슬 등)에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골프장 조성 및 운 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수림의 제거로 인한 향

골프장이 산지에 입지할 경우 골프장의 조성을 위해 먼저 수림을 

제거(clear-cut)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뿌리까지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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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잔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배수 시스템을 포함한 토양을 조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토양의 양분이 제거되고 투수성이 좋은 모래로 

대치된다. 때문에 골프장의 토양은 인위적인 control하에 놓이게 된다. 식물이 그러한 

환경에서 생육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양분(비료 등)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골프장 초기에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와 같이 골프장은 

식생의 기반을 제거하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잔디를 일률적으로 조성하므로 

기존의 생물다양성이 단일 식재를 통하여 사라진다. 수림의 제거에 의한 장기적인 

향은 양분의 손실, 생물다양성의 저하, 야생생물 서식지 의 변환, 장령림의 

구적인 훼손등을 들 수 있으며, 단기적인 향으로는 침식, 수계의 수리적 변화, 

적절치 못한 수림의 재생, 수림이 제거된 지역의 훼손된 경관 등이 있다. 

아울러  골프장 조성에 따라 생태계의 연결성이 교란되거나, 단편화 현상, 공동화 

현상, edge effect 등이 발생할 경우 생태계에 건전하지 못한 향을 주게 된다. 

edge에는 경쟁력이 강한 양지성 침입종 또는 외래종들이 우점하여 기존의 

고유종들의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골프코스의 잔디에 침입하여 코스의 

quality를 떨어뜨리거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나. 곤충상 서식지의 변동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곤충들이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식물들이 서식환경에서 사

라진다. 일부 남겨진 종들만 서식하여 종의 풍부도와 다양도가 낮아진다. 특히 골프장 

내 잔디밭과 사면에는 원래의 서식지가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역에 곤충들이 급격히 

급감하고 환경 스트레스(농약의 사용, 서식지 훼손, 인위적인 간섭 등)에 내성인 종들

만이 서식하여 서식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다. 만일 중요한 종의 서식지가 골프장예

정부지에 존재할 경우 원형보존지역으로 존치하던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대책

이 필요하므로 서식지에 대한 향의 분석은 반드시 요구된다.

골프장내․외, 원형보존지역의 면적에 따라 곤충의 종수에 변동이 있었다. 골프장 

경계 밖에서 채집된 곤충 종수가 내부의 종수 보다 많았다(유의성의 정도는 확인 못

함). 원형보존지역의 면적이 클수록 종의 많은 경향을 보 으나 개체수에는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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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제한된 방법으로 시행되었지만 원형보존지역의 서식환경(면적, 모양, 외부와 

연계성, 분포 식생 등)에 따라 동물의 서식생태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기타 동물상 개체군의 변화 

현재 골프장 내외에는 곤충류를 제외한 동물들의 개체군이 감소되고 이동이 단절

되고 있으며 골프장 내에는 의무적인 원형보존면적 확보, 차폐효과, 훼손수목의 등 

다양한 식으로 원형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내에 설정한 원형보존

지역이 좁거나 차폐나 녹화를 목적으로 작은 면적을 확보할 경우 생태계의 서식지 

유지 및 연결성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 면적이 작을 경우(예를 들면 한 골프코스에서 

다음 골프코스가 보이던가, 소리가 통과하여 그대로 들릴 경우 면적이 작다고 볼 수 

있음)골프장 이용 및 관리에 따라 인위적인 간섭이 심하여 종의 분포, 번식, 이동, 은

신, 공간, 재생 등의 중요한 생태계의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

한 경우 서식지의 훼손이나 변환이 발생하여 기존에 서식하던 종들의 서식지는 사라

지고 변화에 적응한 종들만 도가 늘어나는 등 종의 풍부도와 종의 다양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라. 대절토 사면 발생

골프장이 산지에 입지할 경우 시설지구와 도로 등 절토를 유발하는 공사로 인해 

대절토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절토 발생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공

사가 진행될 경우 능선의 대절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골프장은 안전

과 경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발생한 대절토 사면에 대한 복원녹화의 결과는 그다

지 양호하지 않다. 10년 이상된 대부분의 골프장은 대절토 사면에 녹생토 공법을 적

용하여 아직도 처음 복원할 당시 초본류가 자라고 있던가, 아니면 침입된 초본류(망

초, 달맞이꽃, 덩굴성 초본류, 새 등 사초과 식물 등)만 사면에서 서식하고 있다. 이는 

다른 목본류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형에 적

절한 생태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이동이나 조

류의 서식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식공간이 되지 못하며 경관적으로도 바람직하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 분석66

지 못하다.

마. 야간경기의 향

골프장에 야간경기를 위해 조명을 사용하는 골프장에는 야행성 동물이 접근을 기

피할 것이며 불빛을 보고 모여든 많은 곤충 등 야간에 활동하는 생물들의 종이 감소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형보존지역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시도할지라

도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야간경기시 사용하는 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금번 연구결과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조명을 선호하는 곤충의 채집 숫자가 적은 반면 먼지벌레 등 야행성의 곤충들이 

많이 채집된 것을 통해 그 향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조명의 향을 지

속적으로 받을 경우 골프장 내외에 분포하는 곤충의 종 구성은 단순해 질 수 있고 

곤충의 predator들도 향을 받아 단순해 질 수 있다. 대부분의 포유들은 야행성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대이지만 조명의 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서식환경이 바뀌고 

stress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골프장 주변에는 포유류의 

흔적과 배설물들이 적다. 다만 다람쥐, 청설모 등 stress성 환경에 적응된 종류들만 관

찰될 뿐이다. 조명에 의해 골프장 주변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향을 받을 경

우 생태계의 구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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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저감

1.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저감

 

골프장의 운 시 악화된 하천의 수질과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저감하기 위

해서는 골프장의 입지 단계부터 청정지역의 수계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골

프장 운 시 아래의 저감방안들이 골프장 설계와 공사, 그리고 운 시 대책수립에 도

움을 주고 향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장 

운 자의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대책을 수립하

더라도 골프장마다 운 기간에 관계없이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향 정도

가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가. 기존 수계의 자연성과 연결성을 보전

수계를 포함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더라도 기존 수계의 자연성은 유지하고 상류부터 

하류까지 생태계가 연결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수역에는 각종 생물(식물, 어

류, 저서생물, 플랑크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수역 한쪽의 산림은 수계와 연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포유류, 조류, 양서․파

충류, 곤충류 등도 서식하기 위해서는 섭취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며 채식을 위해서 

수변의 공간이 필요한 종들이 상당히 많다.

나. 수계를 따라 buffer zone 설치

습지와 수계는 비료관리가 잘못되면 악 향을 받기 쉽다. 생태계에 과도한 질소와 

인이 유입될 경우 부 양화와 과도하게 수생식물(개구리밥 등)이 번식할 경우 산소를 

줄여서 생태계를 훼손시킨다. 비료의 과다한 사용은 수계에 향뿐 아니라 다른 생태

환경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표 3-1). 골프장 운 시 수계로 비료와 농약 등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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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계의 주변에는 buffer zone을 설치하거나 수역 주변

에는 잔디를 덜 깎는 지역을 설정하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화학물질

을 살포할 경우 수계 주변에서는 최소한의 량을 국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처리하는 

방법도 병행한다(그림 4-1). 이러한 경우 비료의 성분이 천천히 분비되는 종류를 사용

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다. 초기 우수 저류지를 설치

본 조사를 통하여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저류지의 부 양화와 골프장 하류 하상에 

유기물의 축적인데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기물 성분(N, P 등)이 수계로 유출되지 않

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기 우수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함유

하고 있으므로 초기 우수 저류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방법은 저류된 

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주변 잔디에 관수하고, 사용한 후 저류지는 깨끗하게 청소

하여 불필요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토양의 산성화를 주기적으로 검사

잔디의 생육은 토양의 pH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토양의 pH를 체크하

여 산성일 경우 pH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잔디의 생육이 나쁠 때 더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다.

마. 골프장 내와 최종방류구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골프장 내의 pond 등 수계와 최종 저류지, 최종방류구에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

정하여 부 양화와 부적절한 오염물질로 인해 수계의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저감

하여야 한다.  <표 4-1>은 수질관리를 위한 측정항목과 허용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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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수질관리를 위한 측정항목과 허용범위

측정항목 허용범위 비고

가시도와 

탁도

sechi disc로 측정할 경우 배경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유물질이 많거나 플랑크톤이 번성할 경

우 탁도가 증가하며 생산성과 온도를 낮

춘다.

질소

수체에 따라 범위가 다양하다. 

(담수에 있어서 TN의 일반적인 

범위는 0.3에서 2 mg/ℓ(ppm)

이다.)

질소는 담수의 생산성에 향을 주는 중

요한 요소이다. 유기물 축적의 원인이 된

다.

아질산염/

질산염

범위는 다양하나, 목표치는 

0.5mg/ℓ이다.

호수나 pond에서 측정되는 질소의 흔한 

형태이다

암모니아
일반적으로 낮다. 지표수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물의 pH

가 8 이상인 경우 생물에 독성이 있다.

TP

목표치는 0.02 mg/ℓ 이하이다. 

대부분의 담수에서 농도는 0.01

과 0.05 mg/ℓ 사이이다.

인은 생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식물생산을 제한하는 요소이고, 주로 외

부로부터 유입되므로 유입된 후 제거하는 

것보다 사전에 유입을 막는 것이 좋다.

Stream

Buffer zone

Less mowing zone

Area with less 
chemical application

<그림 4-1> 수계로 유입되는 화학물질(비료, 농약 등)의 저감 전략

(수계: 자연성 및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조성, buffer zone: 고유 식물을 식재하여 잘 자라

도록 유지 관리, 모든 골프코스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less mowing zone: 화학물질이 직접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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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적인 저감방법

균형잡힌 pond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골프코스 내 pond로 유입되는 화학물

질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래의 종합적인 저감방법(integrated pest 

management)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다.

- Vegetated buffers: 양분 흡수, 서서히 유출

- Emergent and floating plants: 부레옥잠, 갈대, 달뿌리풀, 부들 등

- Aerators: 샘, 폭포, 물에 공기를 불어넣음

- Filters: 물에 있는 조류와 찌꺼기를 제거

2.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저감 

 

가. 원형보존지역의 확보

동물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가장자리 효과인 동물분포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 가장

자리가 감소되도록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가장자리(산지의 식

생이 사라지고 잔디가 자랄 경우 침입종들이 가장자리를 차지한다. 침입종 중에는 생

태계에 위해성인 종들이 여러 종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관리대책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buffer zone 설치시 지역 고유종을 다양하게 식재하여 위해종이 

들어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골프장의 집을 피함

골프장이 집해서 분포할 경우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산지의 경우 

능선 녹지축의 단절에 의한 생태계(동물이동)의 단절과 오랜 시간 안정된 식생이 제

거되어 생태계 파편화 및 공동화 현상이 누적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미리 언급했

듯이 여러 골프장에서 유출된 유기물, 오염물질 등이 골프장 주변 하천의 생태계에 

집중적이고 누적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능선상에 입지를 삼가고 한 지역에 

집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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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형보존지역은 서로 연결하고 고립된 작은 면적은 지양

원형보존지역이 동식물상의 서식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작은 patch

라도 서로 연계되도록 조성하고 가능한 생태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사

람에 의한 간섭이 없고, 코스간 소음이 안 들려야 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골프장 내에 

생태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이동과 서식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페어웨이를 따라 원형보존지역을 확보하여 연계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내부의 서식처가 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아울러 골프장 내에 고사한 수목이나 쓰러진 나무를 존치하여 조류와 곤충

류 등의 서식지를 확보하고 생물상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주변식생과 조화된 절토사면의 복원

대절토 사면은 동물들의 서식공간으로 활용되기애 적절한 장소이다. 골프장 조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절토 사면은 생태계의 단절을 유발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이

나 조류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며 경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

므로, 주변 식생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토양기반을 조성해 주는 녹화공법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경암인 지역은 소단과 요철을 만들어 목본류가 침입하여 

자랄 수 있도록 토양기반을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절벽이 발생할 경우 매와 부엉이류

의 둥지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를 조성해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반면에 풍화암이나 

토양인 지역은 사면에 목본류가 천이되어 자랄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표토로 토양기

반을 조성해 주는 공법을 사용할 경우 주변의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식생으로 자연적

인 천이를 기대할 수 있다.

마. 야간경기 지양

야간경기를 자제하여 야간생물의 서식에 미치는 조명의 향(동물상의 종 다양성 

감소, 종의 풍부도 감소, 서식지 교란 등)을 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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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생태계를 고려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언 

1. 골프장의 입지 선정시 생태계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새로운 골프장 입지는 환경 관련 집단이 골프장에 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

이다. 관심이 큰 이유는 특히 자연식생의 손실, 야생동물 서식지의 훼손, 자연적으로 

유지되어 온 땅이 사라지는 것 등 때문이다. 어떤 입지들은 실제 독특하고 위약한 환

경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개발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경

우 생태계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더 적절한 입지가 있다. 새로운 골프입지로서 이미 

농경지의 부지가 개발된 지역, 매립지, 폐염전, 폐광산 등 훼손된 지역이 유용하다. 

이러한 곳에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환경적인 이득이 클 것이다. 고유 식물 군집을 식

재할 수 있고 습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야생동물을 그러한 훼손된 지

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 골프장과 같은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자가 지켜야

할 엄격한 환경적인 지침이 있다. 환경 향평가법과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골프장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향을 가능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고려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발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수록한 환경 향평가서를 준

비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골프장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항목과 입지단계에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설정이 입지별로 연구된 바 있다(환경부, 2003). 아래의 내용들

은 입지 선정시 사업자와 설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가. 생태계의 연결성을 단절하지 않는다. 

산지의 능선이나 계곡의 수계, 습지의 생태계를 단절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생물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는 것이므로(채식, 짝짓기, 물공급 등을 위한 이동로를 훼손함) 이

러한 우려가 있는 입지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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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피한다. 

식생이 양호한 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 지역, 은 생태

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인위적인 간섭에 민감한 상태이므로 잘 발달된 식생의 훼

손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도 훼손하여 향이 심각하므로 입지 선정시 제외한다.

다. 지형의 경사가 심한 곳은 생태계의 훼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실제 측량에 의해 20도 이상이 부지의 약 반정도 이상이며 식생이 

이차림 이상인 곳)은 육상생태계 뿐만 아니라 육수생태계에도 비가역적인 훼손을 유

발하므로 상류의 청정지역은 골프장 입지로 적절치 못하다. 특히 운 시 하류 수계에 

미치는 향이 오래 동안 지속되어 누적적인 향으로 인하여 육수생태계를 훼손하

므로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은 주변의 산림이나 녹지공간과 연결되도록 설계한

다. 

골프코스 조성시 원형보존지역이 생태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산

림이나 생태계에 가급적 연계될 필요가 있다. 골프장이 생태친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원형보존지역이 patch 형태로 고립되어 단절되

기보다는 녹지공간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산

지가 대부분이므로 지형과 생태계에 조화되도록 설계될 경우 골퍼들이 생태계를 즐

길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골프를 치는 장소이

므로(티, landing site, 그린) 이외의 지역은 생태서식지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원형보존지역을 코스 가까이 확보할 경우 골퍼들(특히 초보자들)

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마. 원형보존지역의 면적을 가능한 충분히 확보한다. 

종의 다양성, 동물의 이동, 서식공간의 확보, 먹이사슬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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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형보존지역의 면적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원형보존지역의 내부 

서식지는 외부의 인위적인 향이나 침입종, predator의 향을 덜 받도록 충분히 확

보한다. 원형보존지역의 연결성을 위해 계단식의 코스에서 코스의 사면을 따란 원형

보존지역을 확대한다. 불필요한 절토나 성토를 줄이고 원래의 토양과 식생을 보존할 

경우 자연 생태계의 회복 및 재생은 빠를 것이다. 

2. 골프장 설계시 생태계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새로운 골프장 건설은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포함한다. 그런 만큼 향후 골프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골프장”,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

는 골프장”으로 설계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창조적, 자연친화적인 골프코스

(naturalistic golf courses) 설계와 생태계 관리를 통하여 골프경기와 생태계 관심에 

대한 필요 양쪽을 충족시킬 수 있다.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의 훌륭한 설계자는 서식지, 

동물이동로, 완충지역, ecotone, 철새 휴식지, 새의 둥지 등의 생태계 요소들을 고려하

여 설계하므로 골퍼들의 흥미를 자아내며 코스의 난이도를 적절히 부여하여 보기, 파, 

버디, 이 을 생태친화적인 설계를 통하여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설계된 생태친

화적인 골프장은 사업지역의 자연 서식지의 70% 또는 그 이상을 보존할 수 있다

(Terman, 1997). 국내의 골프장 중에서도 원형보존림을 80% 까지 유지한 곳도 있다.

실제 골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티, landing site, 그리고 그린이기 때문이다. 골프

장 건설을 위해 생태적 측면에서 설계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아래와 같

다.

- 지역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지역 고유식물을 식재한다.

-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에 계층구조를 가진 식생 군집을 유지하

거나 식재한다.

- 코스내 원형보존지 또는 숲을 골프장 주변의 공원이나 녹지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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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동물이동통로 조성을 고려한다.

- 토량이동을 줄이기 위해 자연지형을 이용한다.

- 수역의 자연성을 유지한다.

- 생태계가 잘 유지된 수계와 식생이 다양하게 발달한 습지는 골프장 내 적절한 장

소에 포함하여 생태보전지역을 확보한다.

- 고유한 동․식물의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코스설계에 반 한다.

- 오염되고 산화된 토양을 조사하여 대책을 설계에 반 한다.

- 지역 기후에 적응된 잔디를 선택하여 이용한다.

- 지자체 및 환경단체의 지지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연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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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골프장 입지의 문제점

가. 운 중 하천(계곡)생태계에 향을 주는 골프장의 입지

<그림 5-1> 골프장 사업예정부지 공사 전(상)․후(하) 모습

화살표는 계곡을 중심으로 변화된 지형을 나타냄(이활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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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건설이 완료된 골프코스 설계이전과 이후의 지형변화를 전산 처리된 

Database를 응용하여 3차원적 구도로 출력한 DTM(Digital Terrain Model)이다(이활

희, 2003).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의 원래 지형인 능선과 골짜기가 토공으로 인하

여 평탄화 된다. 주목할 변화는 사업부지 중앙의 골짜기가 묻혀서 수계의 연결성이 

단절된 모습이다. 수로관과 pond를 통하여 집수역의 모든 물들이 집수되어 최종 저

류지에 모이지만 재해방지용과 재활용 저류지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성

토지역으로 유실된 변질된 물(놋 색깔의 물)이 저류지를 오염시시고, 저류지에서 유

기물에 의해 오염된 물이 하류 하천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향을 줄 수 있다(권 한 

등, 2002).

일반적으로 국내의 산지는 능선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급경사지가 많고 

깊은 골짜기를 따라 계류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림 5-1>에서와 같이 이러한 지형에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절․성토에 의해 지형이 변화되고, 계곡의 물길이 단절되거나 

복개되어 골프장 주변의 생태계는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지형에는 원형보존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생태환경을 고려한 골프장

을 조성하기가 실지로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형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토공으

로 인해 기존의 계곡하천은 복개되어 한 곳의 저류지로 우수, pond의 물, 오수처리수

가 집수되어 모든 오염물질이 흘러 들게 되고 이들은 하류 하천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와 설계단계에서 시공, 운 시 

발생할 수 있는 향을 사전에 신중히 고려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재

활용저류지와 재해방지용저류지를 구분 설치하여 하류 하천에 미치는 수리․수문, 

수질의 향을 저감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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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프장이 집한 지역 주변은 골프장 입지로 부적절 

<그림 5-2> 골프장 집지역을 보여 주는 위성사진

동고속

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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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집하여 분포하는 골프장이 수계에 인접하

여 분포하고 있다(그림 5-2). 북쪽에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한강으로 유입되고, 동쪽에 

남한강이 위치하며, 서쪽과 남쪽에 오산천, 진위천, 한천 안성천이 골프장과 연계되어 

있다. Landsat data가 오래 전 작성되어 최근에 조성된 골프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골

프장이 수계에 집할 경우 하천에 유기물이 축적되어 수계 생물상의 구조와 다양성

이 쇠퇴한다. 특히 골프장은 하천의 상류에 위치하므로 하류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

에 누적적인 향이 미친다. 오염내성 지표식물인 깔따구류의 개체수를 분석해 보았

을 때(권 한 등, 2002) 골프장에 의해 향을 받을 경우 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비

해 67배 이상의 오염도를 보이므로 골프장 3개가 한 하천을 공유할 경우 약 200배의 

오염을 유발하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 수치는 하천의 양호정도, 홀수와 관리정도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 골프장 규모에 비해 입지의 capacity가 적은 경우

골프장의 홀수에 비해 입지의 지형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용능력이 적은 경우 

골프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 아래의 <그림 5-3>에서처럼, 27홀 코스가 능선으로 

위요된 급경사 지역에 배치된 경우 입지의 모든 집수역이 골프장으로 조성되고 

그 결과 입지 내의 수계는 완전히 훼손되어 그 지역의 생태계는 회복력을 잃게 

된다. 또한 급경사지에 코스가 조성될 경우 지형의 개변이 심하여 식생과 동물의 

서식지는 사라지는 부적절한 환경적 훼손이 발생한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와 같

은 입지는 골프장 조성에 적절하지 않으나,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면 규모를 축

소하고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존하여 생태계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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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골프장 예정부지에 배치된 골프코스 시설물의 3차원 기복도

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골프장과 환경을 고려한 골프장의 입지 및 조성의 예

1) 산림에 집하여 분포하는 골프장

- 능선을 절단하여 생태계 연결성 

단절.

- 코스조성으로 인해 훼손된 수림

의 면적이 넓은데 비해 골프장 

내 녹지공간은 적음.

- 생태계의 공동화현상이 예상됨.

- 산림의 단편화현상을 초래함. 

- 수질에 누적적인 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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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수계에 집하여 분포하는 골프장

- 골프장이 담수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골프장이 집하여 분포할 경

우 주변 하천의 수질과 생태

계는 누적적인 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임.

3) 적절한 입지에 조성된 골프장

- 낮은 구릉성 산지에 골프장 조

성.

-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이 많

으며 최대한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주변 산지 및 생태계와 연계성

을 고려하여 조성됨.

-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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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골프장 인구의 증가로 골프장 건설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대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골프장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되어 운

중이거나 조성계획 중이므로 자연환경과 수질에 미치는 향이 누적적으로 증

가될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 골프장 입지에 가장 향을 주는 것이 경제성이므로 

입지로서 가장 적절한 곳이 산지이다. 산지는 도시근교보다 지가가 저렴하며 인위

적인 간섭이 적어 경관을 비롯한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때문에 골프장 건설로 인

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부적절한 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

고 최소화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된 8개 골프장 배출구에서 담수생물의 지표종인 저서성무척추동물의 군집

을 분석하여 골프장 운 시 골프장 하류의 담수생물 서식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배출구와 연계된 각 조사정점들이 강약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

속적으로 인위적 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절적인 수환경

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대해 각 조사정점의 생물군집이 변화된 환경

에 잘 적응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종의 비율은 8-54%의 범위를 보

다. 이 중 최소치를 보인 C1의 결과를 제외하면 35-54%의 범위로 공통출현종의 비율

이 높아졌다. 각 정점에서의 개체수현존량을 비교해 보면, A1과 Cc를 제외한 모든 정

점에서 가을보다 봄에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 다. 각 분류군 별로는 유기물에 내성

인 파리목이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 고 서식처의 변화로 인하여 뚜렷한 개체수현

존량의 감소양상을 보인 지점은 Cc이다.  조사시기에 따라 출현종 및 출현종수, 그리

고 개체수현존량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 으나 생물군집의 기능적 측면은 조사시

기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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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수현존량은 정점 A2에서 14011.2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

음을 보 고, 정점 E에서 328개체/㎡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상류에 위치

한 지점보다 하류에 위치한 지점에서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서곤충류(Baetis fuscatus, Tipula spp., 

Chironominae spp., Hydropsyche spp. 등)가 상류에서는 거의 출현하지 않았으나, 

하류에서는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이며 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정점별로 출현한 종들을 3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유기물오

염내성종은 다양하나 청정하천지표종은 빈약한 정점으로 E, F, D, C1, H, 둘째 그

룹은 유기물오염내성종은 빈약하나 청정하천지표종은 다양하게 출현한 B1, Cc, 

A1, Ac, 셋째 그룹은 유기물내성종과 청정하천지표종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게 출

현한 A2, B2, C2, G 이다. C1에는 골프장으로부터 유출수가 흘러드는 흔적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유출수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골프장 배출수의 향을 받는 정점들에서는 유기물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이 우점하는 양상을 보 으며, 이는 골프장 배출수에 유기물이 많이 포

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 

서서히 일어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우점종 및 우점도의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수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점은 B1이었다. 본 정점의 제1우점종은 두눈하루살이(Ecdyonurus kibunensis)로서 

전형적인 계류형 하루살이류이며 제2우점종은 옆새우류로서 청정하천의 지표로 

알려진 종이다. 이외에 청정하천의 지표인 옆새우류 및 강도래류 등이 출현한 정

점은 C1, Cc, A1, 그리고 A2 등이었다.  

종다양도 2.00이하인 정점은 D와 F 으며, 종다양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3.00의 범위에 속하는 정점은 C1, C2, G, 그리고 H가 해당되었다. 나머지 7개 

정점들은 모두 종다양도지수가 3.00 이상의 수치를 보여 종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에서 정점 F가 종다양도와 균등도에서 가장 낮

았다. 종다양도는 B2에서 3.68로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풍부도는 A1에서 4.8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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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균등도지수는 E에서 1.23의 수치로 최고치를 보 다.

청정하천인 방태천과 오염하천인 경안천을 대조구로 사용하여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 하천의 자연성에 따라 조사정점들이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제 1

그룹은 방태천과 유사도가 있는 정점 Ac, B1, Cc, 그리고 A1 등으로 형성되었다. 

제 2그룹은 경안천과 유사한 정점, D, F, C1, H 그리고 E이 형성하 다. 제 3그룹

은 양쪽 대조구와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C2, B2, A2, 그리고 G로 형성되었다. 

유기물오염이 초기이거나 또는 서서히 심화되는 과정으로 판단되는 제 2그룹과 

같은 경우는 유기물 유입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최소한 현 상황의 유지

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연성을 높은 수준까지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골프장 운 시 방류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을 받은 수계의 생태계를 조사해 

본 결과 2002년과 2003년 모두 방류수 주변의 수질(유기물이 저서에 축척됨)을 청

정상태에서 오염된 상태로 악화시키고, 거기에 서식하는 저서성무척추동물의 종 

구성과 우점종, 다양도, 서식지 등에 누적적인 향을 미쳐 저서생물에 대한 생태

환경을 부정적으로 변질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계곡의 수계를 이용

하여 골프장을 개발할 경우 하류의 수질뿐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정지역의 경우 그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

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골프장의 상류 수림 basin과 하류(최종방류구)에서 비료

성분 조사를 통하여 골프장에 처리된 질소와 인의 32%가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인의 경우 수계에 부 양화를 유도하므로 시비와 유출을 통제하고 관

리하는 것이 중요하다(Kunimatsu et al., 1999).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골프장의 입지선정시 육수생태계가 양호하게 형성

된 청정수계를 포함하는 지역은 보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청

정지역이 아닌 수계를 포함할 경우라도 수역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생태계를 유지

하도록 연결하여 조성하고 인접 산림과의 생태계 연결성과 수계 내의 수량 확보

를 위해 산림과 접한 지역은 보존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골프장 배출수의 향을 받는 정점들에서는 유기물오염에 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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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종들이 우점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골프장 배출수

에 서서히 적응된 생물군집이 우점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조사정점의 수질

과 출현종과의 비교 분석에 의하면, BOD, SS, TN, TP의 값이 높은 정점의 수환경

이 열악하고 유기물에 적응된 종들이 우점하 다. 생물지수는 이화학적 수질측정 

자료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환경의 조사항목만 고려할 경우 그 

정점의 수질을 판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반해 생물지수는 수환경의 

생물군집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보다 명료한 결과 및 판정기준을 보여주었고 이러

한 결과는 이화학적 수질측정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에 대한 생태적인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육상식물상 

및 동물상의 조사를 실시하 으며, 종 및 종수의 변화와 서식지의 변화 등 육상생

물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을 저감하는 대책을 제시하 으며 향과 직접 관련 있는 입

지선정에 대한 제언도 간략히 제시하 다.

골프장의 잔디와 보존지역 사이에는 외래종들이 침입하여 번성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관리가 요구된다.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을 설치할 경우 patch 형태의 보

존지역은 서로 연결시켜 주고 주변의 식생과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골

프장 내에 설치할 경우는 서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래의 식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생태계를 고려한 골프장일 것이다. 

식생의 상관은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의 면적과 관계가 있는 것보다 식생이 분

포하는 서식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골프장 조성시 원형보존지역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하여 주변의 생태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도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된 골프장 내에 원형보존지구와 습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조

류가 서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프장 내의 원형보존지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내 습지의 수질관리 및 조류의 먹이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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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과 코스의 일부 지역에서 양서․파충류의 종들이 

관찰되기는 하나 계곡수의 부족과 골프코스에 의한 단절로 현재 발견된 개체들은 

대체서식지나 현지의 서식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골프장 내에서 사라질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런 차원에서 골프코스를 따라 조성된 기존의 하천은 수계를 이용

하는 동물의 서식을 위해 중요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 화학물질(농약, 비료 등)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대

책을 수립하고 수계의 먹이사슬이 회복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곤충류의 경우 원래 골프코스 조성 이전의 서식지에서 종이 116종 채집되었으

나 골프장이 조성되므로 인하여 종 풍부도가 급격히 감소하 다. 골프코스의 경우 

잔디로 조성된 그린과 페어웨이는 90% 이상이 감소하 고 pond의 경우 77%가 

감소하 다. 생태계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골프코스를 제외한 지역은 자연수

종의 초화류와 목본류의 적절한 식재방안, 훼손된 서식지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사라진 종들은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주시켜 복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곤충과 양

서․파충류들은 수계를 중심으로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입지 선정

시 수계와 산림이 자연상태로 연계되도록 하고 코스 설계시 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A의 경우 딱정벌레목의 종수와 개체수가 원형보존지역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면적이 더 큰 1, 3번에서 2번보다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채집

되었다. 골프장 C의 경우 2곳의 조사지역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원형보

존지역이며 면적이 큰 b 지역에서 더 많은 종수가 채집되었으나, 개체수는 양쪽이 

비슷하 다. 다양도지수와 균등도 지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동물상 먹이사슬의 하위구조인 곤충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원형보존지역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외부의 생태계와 연계성이 필요하고 골프장 내에 보존지역을 조성할 경우 충

분히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골프장 조성을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식생과 조화된 골프장을 조성하고 비탈면에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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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골프장 조성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토면에 대해서는 주변의 식생으로 

천이 되도록(목본류가 침입하여 생육하도록)토양기반을 조성해 주는 자연표토공법

이나 생태복원녹화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장의 운 시 악화된 하천의 수질과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입지 단계부터 청정지역의 수계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다. 골프장 조성과 운 시에는 1) 기존 수계의 자연성과 연결성을 보전, 2) 수계를 

따라 buffer zone 설치, 3) 초기 우수 저류지를 설치, 4) 토양의 산성화를 주기적

으로 검사, 5) 골프장 내와 최종방류구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6) 균형잡

힌 pond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골프코스 내 pond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을 

없애는 종합적인 저감방법(integrated pest management)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

이 최적이다.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저감하기 위해서 1)원형보존지역의 확보, 2)골프장

의 집을 피함, 3) 원형보존지역은 서로 연결하고 고립된 작은 면적은 지양, 4)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절토 사면은 생태계의 단절을 유발하여 야생

동물의 이동이나 조류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며 경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식생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토양기반을 조성해 주

는 녹화공법을 사용, 5) 야간경기를 자제하여 야간생물의 서식에 미치는 조명의 

향(종 다양성 감소, 서식지 교란 등)을 저감하는 내용들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골프장 입지 선정시 생태계 측면에서 사업자와 설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1) 생태계의 연결성을 단절하지 않는다. 2)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피한다. 3) 지형

의 경사가 심한 곳은 생태계의 훼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한다. 4) 골

프장 내 원형보존지역은 주변의 산림이나 녹지공간과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5) 원

형보존지역의 면적을 가능한 충분히 확보한다. 

잘 설계된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은 사업지역의 자연 서식지의 70% 또는 그 이상

을 보존할 수 있다. 실제 골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티, landing site, 그리고 

그린이기 때문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생태적 측면에서 설계자들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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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지역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지역 고유식물을 식재한다.

-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에 계층구조를 가진 식생 군집을 유지

하거나 식재한다.

- 코스 내 원형보존지 또는 숲을 골프장 주변의 공원이나 녹지와 연결한다.

-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동물이동통로 조성을 고려한다.

- 토량이동을 줄이기 위해 자연지형을 이용한다.

- 수역의 자연성을 유지한다.

- 생태계가 잘 유지된 수계와 식생이 다양하게 발달한 습지는 골프장 내 적절한 

장소에 포함하여 생태보전지역을 확보한다.

- 고유한 동․식물의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코스설계에 반 한다.

- 오염되고 산화된 토양을 조사하여 대책을 설계에 반 한다.

- 지역 기후에 적응된 잔디를 선택하여 이용한다.

- 지자체 및 환경단체의 지지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연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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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ecological effects on golf course operation

 

This study, connected to the previous research in 2002, was carried out to 

prove debates on what is the level of environmental impacts of golf course 

operation with scientific data. The goal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repeatedly benthic invertebrates to confirm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previous study, and to provide diminishing measures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golf course as well as a policy alternative on golf course siting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errestrial ecosystem. Because the study sites of the 

golf courses were confined to the forests of Gyou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not be applied to golf courses in other provinces. However, 

similar level and tendency of the results on ecological effects of the golf 

courses that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mountain forests can be expected.

Compared to the previous data, more species and individuals of benthic 

invertebrates were found at three golf courses in the present study except at the 

site of C2 and Cc. According to the classified groups, the order Diptera which is 

generally tolerant to organic water environment showed high individual biomass.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species composition,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 biomass, the function of communities showed no distinct 

differences.

According to effects of golf course discharge in each investigation site, benthic 

invertebrates in each site could be divided to three groups. A group that is similar 



Abstract 93

to the Bangtae river (representing clean natural lotic system) included the control 

and reserve site of golf course A, upper stream of golf course B, and control site 

of golf course C which are unaffected by discharge from golf courses. Another 

group that is similar to the Gyoungan river (representing polluted urban lotic 

system)included discharge sites of golf courses D, E, F, H, and C1 which have been 

highly affected by contamination of organic matter. The third group, where the 

habitats of benthic species have been slowly contaminated, does not belong to both 

groups, which contain discharge sites of golf courses,A, B, C, and G, and might 

have chances of ecological restoration.

It would be obvious that aquatic ecosystem has been deteriorated by cumulative 

effects of nutrient sources discharged from golf courses. The habitat deteroration 

would simplify species diversity and replace the species living in uncontaminated 

water with ones living in contaminated environment. The cause of deterioration 

may be continuous discharge of the organic material, such as chemical fertilizer 

and pesticide, from golf courses. The riverbed near the final discharge of the golf 

course was heavily covered with algae tolerant in organically contaminated water. 

The data of water quality showed some consistency with the above results, which 

are the effects of organic material. The undesirable effect on aquatic ecosystem by 

golf course operation, therefore, would be inevitable and irreversible if golf courses 

continue to be developed in valley water basin without specific measures.

The effect on terrestrial ecosystem would be loss of wildlife habitats and 

nutrients, and fragmentation and hollow of ecosystem due to the elimination of 

vegetation. An improper restoration of slopes and a night game also reduce 

wildlife habitats around the golf course. The data of composition of insect species 

indicate that their habitat could be reduced approximately 20% after a golf course 

is developed.

To avoid or reduce those undesirable effects, first of all, it needs to be cau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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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developer to select sites for golf courses. A good aquatic ecosystem with clean 

water source should not be disturbed. The area with well preserved vegetation 

needs to be conserved. Overcrowded golf courses should be avoided to prevent 

both discontinuity of terrestrial ecosystem and contamination of aquatic ecosystem.

If a proper site for golf course development is decided, plans to reduce ecological 

damages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 golf course 

design and managed during operation. Patches and buffer strips need to be placed 

as many as possible to maintain ecological functions in the golf course. They ought  

to be connected and built large enough to avoid edge effects on the central habitat 

of the patches. A reservior should be built to collect initial rainfall and to prevent 

from contaminating ponds and streams.

An ecologically sustainable golf course can be developed when developers, 

designer, and golfers take care of ecosystem together. The owner's wil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manage both terrestrial and aquatic ecosystems 

because the level of ecological impact is various among golf courses, regardless of 

duration of golf course operation. One can enjoy beauty of landscape as well as 

mystery of natural ecosystem in an extensively managed land, such as a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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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시도별 골프장 설치․승인 현황

(면적 : ㎢)

시․도별
전 체

면 적

임 야

면 적

골프장설치승인현황
향후추가설치가능
(18홀기준,개소)

개소수
면 적
(홀수)

임야면적
대비(%)

허용총량
(임야의3%)

허용총량
(임야의5%)

전 국 99,538.0 65,099.9 235
250.64
(4,753)

0.39 1,627 2,781

서 울 605.5 153.9 2
2.244
(36)

1.46 3 5

부 산 762.0 367.3 4
5.183
(90)

1.41 5 12

인 천 980.0 419.7 3
1.300
(44)

0.31 10 18

대 구 885.6 485.9 2
0.942
(24)

0.19 13 22

광 주 501.4 200.1 - - - 6 9

대 전 539.8 291.7 2
1.504
(27)

0.52 7 12

울 산 1,056.4 693.8 3
3.092
(63)

0.45 16 29

경 기 10,137.0 5,682.8 104
115.051
(2,076)

2.02 65 156

강 원 16,612.5 13,707.2 28
21.589
(437)

0.16 360 615

충 북 7,341.6 5,062.2 11
14.452
(279)

0.29 127 221

충 남 8,597.2 4,507.5 6
7.186
(123)

0.16 119 202

전 북 8,050.8 4,594.7 8
5.379
(121)

0.12 123 208

전 남 11,990.3 7,126.5 9
10.372
(195)

0.15 220 320

경 북 19,024.1 13,761.1 16
15.317
(314)

0.11 368 623

경 남 10,516.7 7,124.7 10
14.066
(243)

0.20 185 317

제 주 1,847.1 920.8 27
32.963
(681)

3.58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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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골프장 설치․승인 현황
(면적 : ㎢)

시․군별
전 체
면 적

임 야
면 적

골프장현황
향후추가설치가능
(18홀기준, 개소)

개소수
면 적
(홀수)

임야면적
대비(%)

허용총량
(임야의3%)

허용총량
(임야의5%)

계 10,137.0 5,682.8 104
115.051
(2,076)

2.02 65 156

수원시 121.1 31.4 - - - 0 1

성남시 141.8 71.3 1
1.000
(18)

1.40 1 2

안양시 58.5 30.8 - - - 0 1

부천시 53.4 9.6 - - - 0 0

광명시 38.5 15.4 - - - 0 0

평택시 452.3 98.9 - - - 2 4

안산시 144.9 57.5 1
1.457
(27)

2.53 0 1

과천시 35.8 23.0 - - - 0 0

오산시 42.7 14.3 - - - 0 0

시흥시 131.4 43.1 - - - 1 2

군포시 36.3 16.6 1
0.890
(18)

5.36 0 0

의왕시 53.9 32.7 - - - 0 1

하남시 93.0 50.1 1
1.814
(18)

3.62 0 0

용인시
591.5

(207.4)
343.4 26

31.323
(576)

9.12 0 0

이천시
461.1

(236.2)
188.1 5

4.763
(99)

2.53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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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면적 : ㎢)

시․군별
전 체
면 적

임 야
면 적

골프장현황
향후추가설치가능
(18홀기준, 개소)

개소수
면 적
(홀수)

임야면적
대비(%)

허용총량
(임야의3%)

허용총량
(임야의5%)

안성시 554.3 280.5 8
6.481
(117)

2.31 1 7

김포시 276.5 83.2 1
0.933
(18)

1.12 1 2

여주군
608.0
(249.2)

322.8 13
14.721
(261)

4.56 0 1

화성시 687.6 277.6 5
5.656
(108)

2.04 2 7

광주시
431.9
(431.9)

298.5 9
10.864
(180)

3.64 0 3

양평군
878.3
(613.3)

657.3 1
1.926
(27)

0.29 16 29

의정부시 81.5 49.6 - - - 1 2

동두천시 95.6 65.4 1
1.259
(18)

1.93 0 2

고양시 267.3 97.9 4
2.745
(69)

2.80 0 2

구리시 33.2 13.2 - - - 0 0

남양주시
459.9
(187.1)

318.9 5
4.443
(78)

1.39 4 11

파주시 682.6 337.8 3
2.265
(45)

0.67 7 7

양주군 310.1 188.5 2
2.689
(45)

1.43 2 6

연천군 695.2 385.2 - - - 10 18

포천군 826.3 576.5 8
9.824
(168)

1.70 6 18

가평군
843.3
(177.0)

703.8 9
8.694
(186)

1.24 11 25

      ※ 전체면적란의 ( )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속하는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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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골프장 설치․승인 현황
(면적 : ㎢)

시군별
전 체
면 적

임 야
면 적

골프장현황
향후추가설치가능
(18홀기준, 개소)

개소수
면 적
(홀수)

임야면적
대비(%)

허용총량
(임야의3%)

허용총량
(임야의5%)

계 1,847.1 920.8 27
32.963
(681)

3.58 1 12

제주시 255.5 129.8 6
6.025
(108)

4.64 0 0

서귀포시 254.6 150.6 4
5.094
(105)

3.38 0 2

북제주군 721.8 340.7 11
14.104
(300)

4.14 0 3

남제주군 615.2 299.7 6
7.740
(168)

2.5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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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조사정점에서 출현한 종의 목록 및 개체수 현존량

Species names
NK

01

HY

01

SV

01

NS

01

NS

02

NS

Co

KR

01

KR

02
KK

01

KK

02

KK

Co

KH

01

GD

01

Dugesia sp. 16.7 * 61.2 11.1 27.8 5.6 27.8 

Phagocata sp. 5.6 * *

Semisulcospira forticosta 11.1 

Semisulcospira gottschei *

Radix auricularia 5.6 * * *

Physa acuta 16.7 44.5 11.1 *

Gyraulus convexiusculus *

Eisenia sp. 5.6 5.6 

Limnodrilus gotoi 266.9 16.7 22.2 5.6 350.3 539.3 50.0 105.6 2107.2 38.9 

Alboglossiphonia lata 27.8 

Hirudo nipponia 5.6 

Erpobdella lineata 22.2 

Gammarus sp. 211.3 222.4 16.7 344.7 11.1 316.9 27.8 

Macrobrachium sp. * 77.8 

Ameletus costalis 22.2 27.8 

Acentrella sibirica 38.9 5.6 5.6 

Baetiella tuberculata 94.5 500.4 

Baetis fuscatus 11.1 1412.2 483.7 11.1 739.5 706.1 72.3 133.4 528.2 

Baetis pseudothermicus 16.7 

Baetis silvaticus 27.8 50.0 344.7 * 61.2 

Labiobaetis atrebatinus * * * *

Nigrobaetis bacillus * 11.1 11.1 200.2 27.8 155.7 33.4 567.1 

Ecdyonurus dracon * * 11.1 

Ecdyonurus kibunensis 55.6 339.2 61.2 83.4 100.1 

Ecdyonurus levis 11.1 *

Epeorus curvatulus 38.9 * 5.6 55.6 311.4 

Epeorus pellucidus * 83.4 * 16.7 

Heptagenia kihada 11.1 

Choroterpes altioculus 16.7 

Paraleptophlebia chocorata 5.6 116.8 177.9 5.6 389.2 5.6 

Ephemera orientalis * 5.6 5.6 

Ephemera separigata * 5.6 5.6 

Ephemera strigata 5.6 11.1 * 5.6 5.6 

Cincticostella levanidovae *

Cincticostella tshernovae 22.2 

Nemoura KUb * * 2702.2 5.6 *

Nemoura tau 33.4 5.6 *

Rhopalopsole mahunkai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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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Species names
NK

01

HY

01

SV

01

NS

01

NS

02

NS

Co

KR

01

KR

02
KK

01

KK

02

KK

Co

KH

01

GD

01

Kamimuria coreana * 16.7 

Kiotina decorata 16.7 5.6 5.6 

Neoperla quadrata 5.6 

Paragnetina flavotincta *

Sweltsa nikkoensis 16.7 5.6 61.2 5.6 44.5 

Parachauliodes continentalis 33.4 38.9 16.7 

Neonectes natrix * 11.1 

Potamonectes sp. 22.2 * *

Sternolophus rufipes 5.6 5.6 

Elmidae sp. 16.7 11.1 55.6 89.0 11.1 

Optioservus variabilis 5.6 

Zaitzevia nitida 5.6 

Psephenoides KUa 22.2 

Galerucella KUa *

Antocha KUa 5.6 1378.9 1011.9 5.6 94.5 

Hexatoma KUa 11.1 5.6 5.6 

Hexatoma KUb 5.6 

Hexatoma KUc 5.6 

Tipula KUa * 5.6 5.6 16.7 *

Tipula KUb 5.6 

Tipula KUd * 5.6 5.6 *

Tipula KUe 5.6 5.6 

Tipula sp. 16.7 

Dixidae sp. 5.6 

Simulium sp. 5.6 77.8 250.2 5.6 11.1 728.4 * 1028.6 44.5 61.2 

Ceratopogonidae sp.1 5.6 5.6 5.6 5.6 

Chironominae sp.1 216.8 66.7 100.1 94.5 2185.1 11.1 89.0 750.6 38.9 4275.6 450.4 283.6 55.6 

Chironominae sp.2 * 22.2 * 16.7 5.6 38.9 * 11.1 

Chironominae sp.3 5.6 38.9 * * 228.0 189.0 16.7 *

Chironominae sp.4 61.2 16.7 22.2 55.6 5.6 22.2 361.4 250.2 27.8 16.7 

Chironominae sp.6 89.0 22.2 

Tanypodinae sp. 66.7 172.4 44.5 995.2 50.0 61.2 328.0 5.6 800.6 150.1 372.5 61.2 

Suragina KUa *

Empididae sp. 11.1 16.7 5.6 5.6 11.1 

Dolichopodidae sp. * 5.6 

Tabanus kinoshitai * 5.6 5.6 

Ephydridae s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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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Species names
NK

01

HY

01

SV

01

NS

01

NS

02

NS

Co

KR

01

KR

02
KK

01

KK

02

KK

Co

KH

01

GD

01

Stenopsyche malmorata 461.5 

Stenopsyche bergeri 16.7 

Plectrocnemia KUa 11.1 11.1 11.1 5.6 11.1 5.6 5.6 

Cheumatopsyche brevilineata 5.6 461.5 5.6 122.3 5.6 

Cheumatopsyche KUa 22.2 

Cheumatopsyche KUb 5.6 

Hydropsyche kozhantschikovi 27.8 100.1 

Hydropsyche KUb * *

Hydropsyche orientalis * 11.1 506.0 355.8 745.0 5.6 11.1 16.7 

Rhyacophila nigrocephala 61.2 * 5.6 133.4 

Rhyacophila sibirica 5.6 

Glossosoma KUa 33.4 739.5 44.5 

Hydroptila KUa *

Phryganopsyche latipennis *

Apatania KUa 11.1 5.6 44.5 122.3 5.6 * 5.6 

Apatania KUb 38.9 11.1 66.7 5.6 

Apatania sp. 11.1 

Goera japonica *

Goera sp. * * 5.6 5.6 38.9 

Hydatophylax nigrovittatus 11.1 * 5.6 38.9 

Goerodes KUa 5.6 *

Goerodes KUb 16.7 5.6 5.6 * *

Goerodes sp. 1 5.6 * 5.6 22.2 

Goerodes sp. 2 5.6 11.1 11.1 11.1 *

Psilotreta kisoensis 11.1 * 5.6 

Species numbers 15 14 17 13 33 28 32 38 31 43 34 33 27

Individual numbers 633.8 328.0 1818.1 700.6 5493.3 784.0 1228.8 7272.5 928.5 14011.2 2907.9 3502.8 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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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성무척추동물 출현종의 분류학적 목록

Phylum Platyhelminthes 편형동물문

   Class Turbellaria 와충강

     Order Tricladida 삼기장목

       Family Planariidae 플라나리아과

001. Dugesia sp. 

002. Phagocata sp. 

Phylum Mollusca 연체동물문

   Class Gastropoda 복족강

     Order Mesogastropoda 중복족목

       Family Pleuroceridae 다슬기과

003. Semisulcospira forticosta 주름다슬기

004. Semisulcospira gottschei 곳체다슬기*

     Order Basommatophora 기안목

       Family Lymnaeidae 물달팽이과

005. Radix auricularia 물달팽이

       Family Physidae 왼돌이물달팽이과

006. Physa acuta 왼돌이물달팽이

       Family Planorbidae 또아리물달팽이과

007. Gyraulus convexiusculus 또아리물달팽이*

Phylum Annelida 환형동물문

   Class Oligocheata 빈모강

     Order Neooligochaeta 지 이목

       Family Lumbricidae 낚시지 이과

008. Eisenia sp.

     Order Archioligocheata 물지 이목

       Family Tubificidae 실지 이과

009. Limnodrilus gotoi 실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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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Hirudinia 거머리강

     Order Rhynchobdellida 부리거머리목

       Family Glossiponidae 넙적거머리과

010. Alboglossiphonia lata 조개넙적거머리

     Order Arhycobdellida 턱거머리목

       Family Hirudinidae 거머리과

011. Hirudo nipponia 참거머리

       Family Erpobdellidae 돌거머리과

012. Erpobdella lineata 돌거머리

Phylum Arthropoda 절지동물문

   Class Crustacea 갑각강

     Order Amphipoda 단각목

       Family Gammaridae 옆새우과

013. Gammarus sp.

     Order Decapoda 십각목

       Family Palaemonidae 징거미새우과

014. Macrobrachium sp.

   Class Insecta 곤충강

     Order Ephemeroptera 하루살이목

       Family Ameletidae 피라미하루살이과

015. Ameletus costalis 피라미하루살이

       Family Baetidae 꼬마하루살이과

016. Acentrella sibirica 콩알하루살이

017. Baetiella tuberculata 애호랑하루살이

018. Baetis fuscatus 개똥하루살이

019. Baetis pseudothermicus 나도꼬마하루살이

020. Baetis silvaticus 감초하루살이

021. Labiobaetis atrebatinus 입술하루살이

022. Nigrobaetis bacillus 깜장하루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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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Heptageniidae 납작하루살이과

023. Ecdyonurus dracon 참납작하루살이

024. Ecdyonurus kibunensis 두점하루살이

025. Ecdyonurus levis 네점하루살이

026. Epeorus curvatulus 흰부채하루살이

027. Epeorus pellucidus 부채하루살이

028. Heptagenia kihada 납작하루살이

       Family Leptophlebiidae 갈래하루살이과

029. Choroterpes altioculus 세갈래하루살이

030. Paraleptophlebia chocorata 두갈래하루살이

       Family Ephemeridae 하루살이과

031. Ephemera orientalis 동양하루살이

032. Ephemera separigata 가는무늬하루살이

033. Ephemera strigata 무늬하루살이

       Family Ephemerellidae 알락하루살이과

034. Cincticostella levanidovae 민하루살이

035. Cincticostella tshernovae 먹하루살이

036. Drunella aculea 뿔하루살이

037. Serratella setigera 범꼬리하루살이

038. Uracanthella rufa 등줄하루살이

       Family Caenidae 등딱지하루살이과

039. Caenis nishinoae 등딱지하루살이

     Order Odonata 잠자리목

       Family Platycnemididae 방울실잠자리과

040. Platycnemis phillopoda 방울실잠자리*

       Family Gomphidae 부채장수잠자리과

041. Davidius lunatus 쇠측범잠자리

     Order Plecoptera 강도래목

       Family Nemouridae 민강도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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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Nemoura KUa 민강도래 KUa

043. Nemoura KUb 민강도래 KUb

044. Nemoura tau 토우민강도래

       Family Leuctridae 꼬마강도래과

045. Rhopalopsole mahunkai 꼬마강도래

       Family Perlidae 강도래과

046. Kamimuria coreana 한국강도래

047. Kiotina decorata 무늬강도래

048. Neoperla quadrata 두눈강도래

049. Paragnetina flavotincta 강도래붙이*

       Family Chloroperlidae 녹색강도래과

050. Sweltsa nikkoensis 녹색강도래

     Order Megaloptera 뱀잠자리목

       Family Corydalidae  뱀잠자리과

051. Parachauliodes continentalis 대륙뱀잠자리

     Order Coel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Dytiscidae 물방개과 

052. Neonectes natrix 노랑무늬물방개

053. Potamonectes sp. 

       Family Hydrophilidae 물땡땡이과

054. Sternolophus rufipes 애물땡땡이

       Family Elmidae 여울벌레과

055. Elmidae sp.1 

056. Optioservus variabilis 무늬여울벌레

057. Zaitzevia nitida 애여울벌레

       Family Psephenidae 물삿갓벌레과

058. Psephenoides KUa 물삿갓벌레 KUa

       Family Chrysomelidae 잎벌레

059. Galerucella KUa*
 
딸기잎벌레 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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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Diptera 파리목

       Family Tipulidae 각다귀과

060. Antocha KUa 명주각다귀 KUa

061. Hexatoma KUa 검정날개각다귀 KUa

062. Hexatoma KUb 검정날개각다귀 KUb

063. Hexatoma KUc 검정날개각다귀 KUc

064. Tipula KUa 각다귀 KUa

065. Tipula KUb 각다귀 KUb

066. Tipula KUd 각다귀 KUd

067. Tipula KUe 각다귀 KUe

068. Tipula sp. 

       Family Dixidae 별모기과

069. Dixidae sp.

       Family Simuliidae 먹파리과

070. Simulium sp.

       Family Ceratopogonidae 등에모기과

071. Ceratopogonidae sp.1

       Family Chironomidae 깔다구과

072. Chironominae sp.1

073. Chironominae sp.2

074. Chironominae sp.3

075. Chironominae sp.4

076. Chironominae sp.6

077. Tanypodinae sp.

       Family Athericidae 개울등에과

078. Suragina KUa 긴개울등에 KUa

       Family Empididae 춤파리과

079. Empididae sp.

       Family Dolichopodidae 장다리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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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Dolichopodidae sp.

       Family Tabanidae 등에과

081. Tabanus kinoshitai 여린황등에

       Family Ephydridae 물가파리과

082. Ephydridae sp.

     Order Trichoptera 날도래목

       Family Stenopsychidae 각날도래과

083. Stenopsyche malmorata 수염치레각날도래

084. Stenopsyche bergeri 연날개수염치레각날도래

       Family Polycentropodidae 깃날도래과

085. Plectrocnemia KUa 깃날도래 KUa

       Family Hydropsychidae 줄날도래과

086. Cheumatopsyche brevilineata 꼬마줄날도래

087. Cheumatopsyche KUa 꼬마줄날도래 KUa

088. Cheumatopsyche KUb 꼬마줄날도래 KUb

089. Hydropsyche kozhantschikovi 줄날도래

090. Hydropsyche KUb 줄날도래 KUb

091. Hydropsyche orientalis 동양줄날도래

       Family Rhyacophilidae 물날도래과

092. Rhyacophila nigrocephala 검은머리물날도래

093. Rhyacophila sibirica 시베리아물날도래

       Family Glossosomatidae 광택날도래과

094. Glossosoma KUa 광택날도래 KUa

       Family Hydroptilidae 애날도래과

095. Hydroptila KUa*
 
애날도래 KUa

       Family Phryganopsychidae 둥근날개날도래과

096. Phryganopsyche latipennis*
 
둥근날개날도래

       Family Limnephilidae 우묵날도래과

097. Apatania KUa 애우묵날도래 KUa

098. Apatania KUb 애우묵날도래 K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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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Apatania sp.

100. Goera japonica 가시날도래*

101. Goera sp. 

102. Hydatophylax nigrovittatus 띠무늬우묵날도래

       Family Lepidostomatidae 네모집날도래과

103. Goerodes KUa 네모집날도래 KUa

104. Goerodes KUb 네모집날도래 KUb

105. Goerodes sp.1

106. Goerodes sp.2

       Family Odontoceridae 바수염날도래과

107. Psilotreta kisoensis 바수염날도래

* 정성조사에서만 출현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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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8  월  5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1 조사지역: 10년 운 중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            )  해발: 200 m

토양: 갈색삼림토 모암: 화강암 방위: SE30 

식생형: 침활혼효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25。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0 90 소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골프카트도로(약 5m)를 사이에 두

고 골프장 경계의 보존지역 식생과 

연결됨

아교목층(T2)   5 10 상수리나무

관목 제1층(S1)  2.5 70 철쭉

관목 제2층(S2)

초본층(H)  0.7 50 맑은대쑥

이끼층(M)

군락명: 소나무군락 인접군락: 굴참나무-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출현종수: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 소나무: 11, 12x3, 15x2, 17, 18, 19, 20, 산벚나무:11, 상수리나무: 20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소나무 4.4 철쭉 3.3 맑은대쑥 2.2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2.2 뱀고사리 1.1

산벚나무 신갈나무 2.2 신갈나무 1.1

개암나무 1.1 누리장나무 1.1

졸참나무 1.1 산거울 1.1

칡 1.1 음나무

산벚나무 노루발풀

진달래 청미래덩굴

가막살나무 개미취

갈참나무 산딸기

누리장나무 고깔제비꽃

물푸레나무 나물

(T2) (S2) 산초나무

상수리나무 1.1 방아풀

산벚나무 큰기름새

맥문동

둥굴레

실새풀

소나무

참취

원추리

애기나리

청가시덩굴

덩굴식물(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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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8  월  5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2(대조구) 조사지역: 10년 운 중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            )  해발: 210 m

토양: 갈색삼림토 모암: 화강암 방위: SE30 

식생형: 침활혼효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19。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3 90  굴참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경계부의 보존지역(산지 끝), 

아교목층(T2)   6 40 신갈나무-굴참나무

관목 제1층(S1)  2.5 60   철쭉

관목 제2층(S2)

초본층(H)  0.7 50   철쭉

이끼층(M)

군락명: 굴참나무군락 인접군락: 소나무+굴참나무 출현종수: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 굴참나무: 6, 10x3, 12x2, 13x2, 15+13, 30, 소나무: 12, 14, 15, 16, 상수리나무: 8, 15, 졸참나무: 12, 30, 신갈나무: 10, 30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굴참나무 3.3 철쭉 3.3 철쭉 2.2

소나무 2.2 개옻나무 맑은대쑥 2.1

졸참나무 1.1 청가시덩굴 신갈나무 1.1

신갈나무 1.1 노간주나무 산거울 1.1

상수리나무 개암나무 둥굴레 1.1

개암나무 1.1

큰기름새

뱀고사리

산벛나무

실새풀

원추리

싸리

(T2) (S2) 방아풀

신갈나무 1.1 산딸기

굴참나무 1.1 양지꽃

노간주나무 참취

갈참나무 애기나리

철쭉 청가시덩굴

노루발풀

생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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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9  월  15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1 조사지역: 운 중 10년된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            )  해발: 206m

토양:갈색삼림토                  모암: 방위:  SW20

식생형:활엽수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45도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5      90 굴참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골프장 경계 외 계곡과 인접한 급

사면

아교목층(T2)  8      50 물푸레나무

관목 제1층(S1)  

관목 제2층(S2)  3      70 생강나무

초본층(H) 0..7      60 조록싸리

이끼층(M)

군락명: 인접군락: 출현종수: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굴참나무: 22, 30, 23, 28, 31, 35, 떡신갈나무: 20, 15, 14, 18, 갈참나무: 25, 16, 신갈나무 22, 떡갈나무: 15 물루레나무: 20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굴참나무 3.3 생강나무 3.3 조록싸리 3.3

떡신갈나무 2.2 조록싸리 2.2 쪽동백나무 1.1

갈참나무 1.1 바위말발도리 1.1 둥굴레

떡갈나무 물푸레나무 산거울

신갈나무 쪽동백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개암나무 참취

물오리나무 주름조개풀

작살나무 새

선 나물

머위

물오리나무

(T2) (S2)

물푸레나무 2.1

산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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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9  월  15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2 조사지역: 운 중 10년된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원형보존지           )  해발:  189 m

   토양: 갈색산림토               모암: 방위:  NW70 

식생형: 활엽수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30。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2

교목층(T1) 12     85 신갈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 경계와 약 

60-70m 이격됨, 골프카트도로 사

이에 위치하여 인위적인 향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됨. 주변부에

는 침입종이 별로 없으며 큰기름

새가 침입

아교목층(T2)  6     60 쪽동백나무

관목 제1층(S1)  

관목 제2층(S2)  3     60 신갈나무, 생강나무

초본층(H) 0.7     60 생강나무

이끼층(M)

군락명: 신갈나무 인접군락: 신갈나무 출현종수: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신갈나무: 20, 22, 18, 18, 14, 18, 15, 18, 25, 14, 15, 18, 20+21+13+12, 21, 17, 25, 20+15, 16, 18, 소나무: 30, 30+20, 35, 팥

배나무:15+10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신갈나무 4.4 신갈나무 2.2 생강나무 2.1

소나무 1.1 생강나무 2.2 덜꿩나무 1.1

팥배나무 쪽동백나무 1.1 산거울 1.1

굴참나무 노린재나무 실새풀 1.1

산벚나무 맑은대쑥 1.1

덜꿩나무 청가시덩굴 1.1

물푸레나무 둥굴레

국수나무 산딸기

산초나무

노루발풀

애기나리

털대사초

(T2) (S2) 싸리나무

쪽동백나무 2.2 진달래

굴참나무 1.1 물오리나무

넓은외잎쑥

졸방제비꽃

국수나무

물푸레나무

쑥

주름조개풀

원추리

조록싸리

우산나물

뱀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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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9   월  15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3 조사지역: 운 중 10년된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            )  해발: 135  m

토양: 갈색삼림토 모암: 방위: NE45 

식생형:침활혼효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30。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5     85 신갈나무, 졸참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골프장 내 중앙에 조성된 원형보

조지역 넓은 지역이 큰 patch로 

확보되어 양서파충류도 관찰됨. 생

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듯 함

아교목층(T2)  7     30 쪽동백

관목 제1층(S1)  3     70 국수나무

관목 제2층(S2)

초본층(H) 0.7     50

이끼층(M)

군락명: 신갈나무 인접군락: 신갈나무 출현종수: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신갈나무: 14, 15, 20, 18, 16, 20, 14, 21, 14, 20+20, 19, 15+14, 20, 13, 졸참나무: 19, 12, 15, 22, 산벚나무: 20, 22, 팥배나무: 11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신갈나무 4.4 국수나무 3.3 애기나리 1.1

졸참나무 1.1 개옻나무 2.2 노루발풀 1.1

산벚나무 덜꿩나무 2.1 청가시덩굴

팥배나무 생강나무 1.1 둥굴레

신갈나무 1.1 신갈나무

작살나무 1.1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1.1 소나무

쪽동백나무 1.1 물오리나무

팥배나무 덜꿩나무

산딸나무 대사초

칡 원추리

생강나무

(T2) (S2) 산초나무

쪽동백나무 작살나무

뱀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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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8 월 23 일                   식 생 조 사 표             
No. 2 조사지역: 조성후 1년 이내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            )  해발: 38  m

토양: 갈색삼림토             모암: 방위: SE80 

식생형: 침활혼효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20。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2 90 소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경계지구의 능선 사면

아교목층(T2)  6 50 굴참나무

관목 제1층(S1)  3 70 굴참-신갈나무

관목 제2층(S2)

초본층(H) 0.7 60 산거울

이끼층(M)

군락명: 소나무군락 인접군락: 소나무군락 출현종수: 31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 소나무: 18, 20, 15, 14, 13, 20, 18, 18, 20, 17, 15, 22, 21, 17, 21, 20, 18, 22, 13, 21, 15, 20, 20, 20, 18, 17, 21, 18, 22, 18; 

아까시나무: 14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소나무 5.5 굴참나무 2.1 산거울 2.2

아까시나무 신갈나무 2.1 주름조개풀 1.1

졸참나무 1.1 산초나무 1.1

산초나무 1.1 참취 1.1

갈참나무 개옻나무 1.1

개옻나무 생강나무   r

진달래 노루발풀

떡갈나무 실새풀

(쇠)물푸레나무 졸참나무

청미래덩굴 담쟁이덩굴

조록싸리 청미래덩굴

단풍마

(T2) (S2) 맑은대쑥

아까시나무 기름나물

굴참나무 1.1 뱀고사리

(쇠)물푸레나무

미역취

방아풀

조록싸리

둥굴레

애기나리

노박덩굴

큰기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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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08 월  23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3 조사지역: 조성후 1년 이내 골프장(잔디와 산림 경계)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골프장 경계 )  해발: 17  m

토양:  모암: 화강편암(태백산층) 방위: NE25

식생형: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50-60。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5 x 5 m
2

교목층(T1)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침입초본류

사면은 보존지역

평지는 코스

아교목층(T2)

관목 제1층(S1)

관목 제2층(S2)

초본층(H)

이끼층(M)

군락명: 인접군락: 출현종수: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보존지역 사면 절개지 보존지역 사면 절개지 보존지역 사면 절개지

물오리나무 산초나무 남산제비꽃

아까시나무 진달래 참취

개옻나무 큰기름새

졸참나무 넉줄고사리

소사나무 주름조개풀

철쭉 넓은외입쑥

좀쇠물푸레 은방울꽃

산거울

(T2) (S2) 침입 초본류

줄딸기 강아지풀

청가시덩굴 별꽃아재비

환삼덩굴 누리장나무

절개사면 청미래덩굴 뚝갈

   초본류가 침입한 지역 돌피 고들빼기

바랭이

억새

골프코스 잔디 넓은외잎쑥

실망초

닭의장풀

쑥

주홍서나물

산국

방동사니

명아주

장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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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7 월 31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1 조사지역: 40년 운 중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원형보존지)  해발: 128 m

토양: 갈색토 모암: 소나무잎 퇴적 아래 황토 방위: E

식생형: 침활혼효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18。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3 85 리기다소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원형보존면적(4,213 m2)
아교목층(T2)  6 50 산벚나무

관목 제1층(S1) 2.5 60 때죽나무

관목 제2층(S2)

초본층(H) 0.7 20 때죽나무

이끼층(M)

군락명: 리기다소나무 인접군락: 리기다소나무 출현종수: 25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 리기다소나무: 8, 13, 15, 16, 19, 20x2, 21x2, 22x2, 23, 25x2, 26, 35, 산벚나무: 7, 10, 12, 13, 15, 18, 상수리나무:10, 11, 

18, 소나무: 22, 28, 신갈나무: 9, 20, 층층나무: 11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리기다소나무 3.3 때죽나무 2.2 때죽나무 1.1

산벚나무 2.2 산벚나무 1.1 누리장나무

소나무 2.2 신갈나무 1.1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1.1 생강나무 실새풀

신갈나무 1.1 개옻나무 산거울

층층나무 단풍나무 둥굴레

산초나무 주름조개풀

노간주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댕댕이덩굴

단풍나무

산딸기

(T2) (S2) 나물

산벚나무 2.2 맥문동

갈참나무 청가시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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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7 월 31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2 조사지역: 40년 운 중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원형보존지)  해발: 123m

토양: 갈색삼림토 모암: 방위: SW70

식생형: 침활혼효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25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1 85 리기다소나무+졸참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원형보존면적(56,219 m2): 사면
아교목층(T2)  6 40 신갈나무+산벚나무

관목 제1층(S1) 2.5 60 신갈나무+노간주나무

관목 제2층(S2)

초본층(H) 0.7 60 누리장나무

이끼층(M)

군락명: 리기다소나무-졸참나무 인접군락: 리기다소나무+참나무 출현종수: 19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 리기다소나무: 10x3, 11, 12x2, 15x4, 16, 21, 25x2, 26, 신갈나무: 6, 10x2, 11x2, 14, 15x2, 20, 25, 28, 졸참나무: 10, 14, 

15x2, 10+10+12, 산벚나무: 10, 12x2, 15, 20, 소나무: 10, 12, 15, 20, 물오리나무: 20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리기다소나무 3.3 노간주나무 2.1 누리장나무 3.3

졸참나무  2.2 신갈나무 2.1 신갈나무 1.1

신갈나무 2.2 누리장나무 1.1 졸참나무

산벚나무 2.1 졸참나무 1.1 실새풀

소나무 1.1 물오리나무 산거울

물오리나무 산벚나무 큰기름새

작살나무 굴참나무

진달래 산초나무

산초나무 산딸기

외대으아리

붉나무

주름조개풀

(T2) (S2)

신갈나무 1.1

산벚나무 1.1

졸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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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7 월 31 일                   식 생 조 사 표               KEI
No. 3 조사지역: 40년 운 중 골프장 조사자: 권 한

지형: 산정, 산지능선부, 사면(상, 중, 하, 凹, 凸), 계곡부, 평지, 기타(원형보존지)  해발: 113m

토양: 갈색삼림토 모암: 방위: NW80

식생형: 침활혼효림 낙엽부식층: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경사: 12

   계층              높이(m)         식피율(%)           우점종      면적: 10  x  10 m
2

교목층(T1) 15 85 상수리나무 비고 (노출암 비율 등) :

원형보존면적(56,219 m2): 골짜기 

계곡

아교목층(T2)  7 40 신갈나무 

관목 제1층(S1)  3 60  

관목 제2층(S2)

초본층(H) 0.7 90 누리장나무+담쟁이덩굴

이끼층(M)

군락명: 상수리나무 인접군락: 상수리나무 출현종수: 24

도폭명(축척, 도엽번호): 식생평가등급: Ⅰ Ⅱ  Ⅲ  Ⅳ  Ⅴ

DBH(㎝): 상수리나무: 25, 28, 29, 30, 35x2, 신갈나무: 25, 39, 산벚나무: 11+12+15+15, 10, 물박달나무: 25, 37, 갈참나무: 10+38,  

   SPP.       D.S    SPP.       D.S    SPP.       D.S    SPP.       D.S

(T1) (S1) (H)

상수리나무 3.3 신갈나무 1.1 누리장나무 3.3

박달나무 2.1 물오리나무 1.1 담쟁이덩굴 3.3

신갈나무 2.1 누리장나무 1.1 왕머루 1.1

산벚나무 1.1 쥐똥나무(?) 1.1 뱀고사리 1.1

갈참나무 1.1 갈참나무 산딸기 1.1

버드나무 물봉선 1.1

철쭉 방아풀

칡 고비

찔레꽃 나물

칡

댕댕이덩굴

맥문동

(T2) (S2) 원추리

신갈나무 2.1 파리풀

갈참나무 1.1

산벚나무 1.1

물푸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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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B 곤충조사 현황

학       명 국   명 1 2
3

4 5
a b c

Odonata 잠자리목

 Cordulegastridae 장수잠자리과

  Anotogaster sieboldii (Selys) 장수잠자리 *

 Coenagrionidae 실잠자리과

  Ischnura asiatica (Brauer) 아시아실잠자리 * * * * *

  Lestes sponosa (Hansemann) 청실잠자리 * * * *

 Calopterygidae 물잠자리과

  Calopteryx japonica Selys 물잠자리 *

 Aeshnidae 왕잠자리과

  Anax parthenope julius Brauer 왕잠자리 * * *

 Libellulidae 잠자리과

  Crocothemis servilia servilia Selys 고추잠자리 *

  Lyriothemis pachygastra Selys 배치레잠자리 *

  Orthetrum albistylum speciosum (Uhle) 잠자리 * * * * * * *

  Sympetrum eroticum eroticum (Selys) 두점박이좀잠자리 * * * * *

  Sympetrum infuscatum (Selys) 깃동잠자리 * * * * * *

  Sympetrum parvulum Bartenef 애기좀잠자리 * * * * * * *

  Sympetrum pedemonatum Allioni 노란띠좀잠자리 * * * * *

Blattaria  바퀴목

 Blattellidae  바퀴과

  Blattella nipponica Asahina   산바퀴 * *

Mantodea  사마귀목

 Mantidae  사마귀과

Statilia maculata (Thunberg)   좀사마귀 *

Tenodera angustipennis Saussure   사마귀 * * * *

Tenodera aridifolia (Stoll)   왕사마귀 * *

Dermaptera   집게벌레목

 Forficulidae  집게벌레과

Timomenus komarovi (Semenov)   고마로브집게벌레 * *

Orthoptera  메뚜기목 

 Rhaphidophoridae  꼽등이과

Diestrammen apicalis Brunner 꼽등이 * * *

 Tettigoniidae  여치과

Phaneroptera falcata (Poda) 실베짱이 * *

Phaneroptera nigroantennata Brunner 검은다리실베짱이 * * * *

Phaneroptera falcata (Poda) 실베짱이 * *

Conocephalus chinensis (Redtenbacher) 쌕쌔기 * * *

Conocephalus gladiatus (Redtenbacher) 긴꼬리쌕쌔기 * * *

  Paratlanticus ussuriensis (Urarov)  갈색여치 * *

  Tettigonia dolichoptera (Mori)  긴날개중베짱이 * *

  Tettigonia viridissima (Linné)  중베짱이 * *

 Oecanthidae 긴꼬리과

  Oecanthus indicus Saussure  긴꼬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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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학       명 국   명 1 2
3

4 5
a b c

 Gryllidae 귀뚜라미과

  Teleogryllus emma (Ohmachi et Matsumura)  왕귀뚜라미 * * * *

  Velarifictorus aspersus (Walker)  귀뚜라미 * * * *

  Homoeogryllus japonicus (de Hann)  방울벌레 * * *

 Tridactylidae 좁쌀메뚜기과

  Xya japonica (de Hann)  좁쌀메뚜기 *

 Tetrigidae 모메뚜기과

  Criotettix japonicus (de Hannr)  가시모메뚜기 * *

  Tetrix japonica (Bolivar)  모메뚜기 * * *

 Pyrgomorphidae 섬서구메뚜기과

  Atractomorpha lata (Motschulsky)  섬서구메뚜기 * * * *

 Acrididae 메뚜기과

Patanga japonica (Bolivar) 각시메뚜기 * * *

Shirakiacris shirakii (Bolivar) 등검은메뚜기 * * * * * *

Acrida cinerea cinerea (Thunberg) 방아깨비 * * * *

Arcyptera fusca albogeniculata Ikonnikov 어리삽사리 * * *

Gastrimargus marmoratus (Thunberg) 콩중이 * * *

Locusta migratoria (Linne) 풀무치 * * *

Oedaleus ihfermalis Saussure 팥중이 * * * * * *

Trilophidia annulata Thunberg 두꺼비메뚜기 * * *

Phasmida  대벌레목

 Phasmatidae  대벌레과

Baculum elongatum Thunberg 대벌레 * * *

Hemiptera 노린재목

 Gerridae 소금쟁이과

  Aquarius paludum (Fabricius)  소금쟁이 *

 Nabidae 쐐기노린재과

  Gorpis brevilineatus (Scott)  빨간쐐기노린재 * * *

  Stenonabis yasumatsui Miyamoto et Lee  미니날개쐐기노린재 * * *

 Miridae 장님노린재과

Adelphocoris triannulatus (Stal) 설상무늬장님노린재 * * *

 Reduviidae 침노린재과

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Stal) 다리무늬침노린재 * *

 Berytidae 실노린재과

Yemma exilis Horváth 실노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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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학       명 국   명 1 2
3

4 5
a b c

 Lygaeidae 긴노린재과

Nysius plebejus Distant 애긴노린재 * * * *

Pachygrontha antennata (Uhler) 더듬이긴노린재 * * *

*

 Coreidae 허리노린재과

Cletus punctiger (Dallas) 시골가시허리노린재 *

Cletus schmidti Kiritshenko 우리가시허리노린재 * * *

  Megalotomus costalis Stal   개미허리노린재 * * *

 Alydidae 호리허리노린재과 *

  Riptortus clavatus (Thunberg)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 * * *

 Rhopalidae 잡초노린재과

Liorhyssus hyalinus (Fabricius)  투명잡초노린재 * *

Rhopalus (Rhopalus) parumpunctatus Schilling  잡초노린재 * * *

Stictopleurus crassicornis (Linnaeus)  혹다리잡초노린재 *

*

 Cydnidae 땅노린재과

  Macroscytus japonensis Scott  땅노린재 * * *

Plataspididae  알노린재과

Coptosoma bifarium Montandon   알노린재 * * *

 Pentatomidae 노린재과

Eurydema gebleri Kdenati 북쪽비단노린재 *

Nezara antennata Scotta 풀색노린재 * * *

Palomena angulosa (Motschulsky) 북방풀노린재 * * *

Homoptera  매미목

Membracidae 뿔매미과

Butragulus flavipes (Uhler) 뿔매미 *

 Cicadellidae  매미충과

Bothrogonia japonica Ishihara 끝검은말매미충 * * * * *

Cicadella viridis (Linnaeus) 말매미충 * * * *

Athysanopsis salicis Matsumura 버들매미충 *

Paralimnoidella elegans Kwon et Lee 갈대매미충 * *

Paralimnus tamagawanus Matsumura 갈대매미충붙이 * *

 Ricanidae  큰날개매미충과

Ricania taeniata Stal 남쪽날개매미충 *

Neuroptera  풀잠자리목

Chrysopidae 풀잠자리과

Chrysopa(Chrysopa) intima MacLachlan 풀잠자리 *



     골프장 운 시 생태계에 미치는 향 분석122

(계 속)

학       명 국   명 1 2
3

4 5
a b c

Coleoptera  딱정벌레목

Cetoniidae 꽃무지과

Gametis jucunda Faldermann 풀색꽃무지 * * *

Pseudotorynorrhina japonica Hope 풍이 * *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Anatis halonis Lewis 달무리무당벌레 * * * *

Harmonia axyridis (Pallas) 무당벌레 * * * *

Propylea japonica (Thunberg) 꼬마남생이무당벌레 * * *

*

Chrysomelidae 잎벌레과

Chrysomelidae 잎벌레과

  Lema sp(Larva)   큰벼잎벌레류 유충 * *

  Agelastica coerula Baly   오리나무잎벌레 * * *

Chrysomela vigintipunctata (Scopoli) 버들잎벌레 *

Attelabidae 거위벌레과

Tomapodens ruficollis Fabricius 등빨간거위벌레 *

Curculionidae 바구미과

Cleonus japonicus Faust 흰줄바구미 *

Lixus divaricatus Motschulsky 가시길쭉바구미 * * *

Hymenoptera 벌목

Braconidae 고치벌과

Braconidae sp 고치벌류 * * * *

Ichneumonidae 맵시벌과

Trogus bicolor Radoszkowski 두색맵시벌 * *

Formcidae 개미과

Camponutus japonicus Mayr 일본왕개미 * * * *

Formicia (serviformicia) japonica Motschulsky 곰개미 * * *

Vespidae 말벌과

Polistes jadwigae Dalla Torre 등검정쌍살벌 * * *

Vespa crabro flavofasciata Cameron 말벌 * * *

  Vespula flaviceps lewisii (Cameron) 땅벌 * * * *

Apidae 꿀벌과

Apis mellifera Linné 양봉꿀벌 * * * * * * *

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 Smith 어리호박벌 * *

Bombus ignitus Smith 호박벌 * *

Psithyrus sylvestris popovi Yasumatsu 떡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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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학       명 국   명 1 2
3

4 5
a b c

Mecoptera 밑들이목

Panorpidae 밑들이과

Panopra cornigera MacLachlan 밑들이 * *

Diptera 파리목

Tipulidae 각다귀과

Nephrotoma cornicina (Linné ) 황나각다귀 * * * * *

Asilidae 파리매과

Philonicus albiceps (Meigen) 쥐색파리매 * * * * *

Promachus yezonicus Bigot 파리매 * * *

Syrphidae 꽃등에과

Epishyrphus balteatus (de Geer) 호리꽃등에 * * * *

Eristalis tenax Linnaeus 꽃등에 * * * *

Sphaerophoria cylindrica (Selys) 애꽃등에 * * * *

Tephritidae 과실파리과

Campiglossa hirayamae (Matsumura) 국화과실파리 * * * *

Anthomyiidae 꽃파리과

Pegomya sp(Larva) 꽃파리류 유충 * *

Lepidoptera 나비목

Noctuidae 밤나방과

Spodoptera depravata (Butler) Larva 잔디밤나방 유충 * *

Sphingidae 박각시과

Marumba gaschkewitschii (B. et G.) 분홍등줄박각시유충 *

Ampelophaga rubiginosa Bremer et Grey 머루박각시유충 *

Hesperiidae  팔랑나비과

Lobocla bifasciata (Bremer et Grey) 왕팔랑나비 * * *

Parnara guttata (Bremer et Grey) 줄점팔랑나비 * * * * * *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Papilio bianor (Cramer) 제비나비 * * * *

Papilio macilentus Janson 긴꼬리제비나비 * * * *

  Papilio xuthus  Linné 호랑나비 * * * *

 Pieridae  흰나비과

Colias erate (Esper) 노랑나비 * * * *

Pieris canidia (Sparrman) 대만흰나비 * * * * *

Artogeia napi (Linné) 줄흰나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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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학       명 국   명 1 2
3

4 5
a b c

 Lycaenidae 부전나비과

Celastrina argiolus (Linnè) 푸른부전나비 * * * * *

 Nymphalidae 네발나비과

Libythea celtis (Laicharting) 뿔나비 * * * * *

Limenitis camilla Linnè 제일줄나비 * * *

Neptis sappho (Pallas) 애기세줄나비 * * * *

Polygonia c-aureum (Linnaeus) 네발나비 * * * *

Kaniska canace (Linnaeus) 청띠신선나비 * * * * *

Cynthia cardui (Linnaeus) 작은멋쟁이나비 * *

Ypthima multistriata Butler 물결나비 * *

Minois dryas (Scopoli) 굴뚝나비 *

Lethe marginalis (Motschulsky) 먹그늘나비 *

주) 1. 사업지구외 폐경작지 

    2. 사업지구내 원형보전지(갈대군락)  

    3. 골프코스【a:Green, b:Rough, c:Pond】 

    4. 초화단지(사면법면) 

    5. 사업지구 북측 폐경작지(저수지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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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보존과 buffer zone 설치의 예

□ 골프코스 내 원형보존지역의 예

골프코스 옆의 수로 및 원형보존지역 pond주변에 야생초본류를 식재

코스 내에 조성된 자연친화적인 pond (수변에 갈대군락 조성)

▶pond와 주변 수림과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함

코스 내 원형보존지역(갈대, 부들 등) 코스 내 원형보존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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