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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a planting plan of the buffer-forest belts created at the boundary area of the waste

landfill site which is located in the coastal area of Kyubg-Gi province. In order to form a proper

section of ground soil excavated from the sea and a forest which shows a distinction of the vegetation

stratification, the planting plan with trees, sub-trees, shrubs, and seedlings (produced at a sprout

cultivation place) is devised with an adjustment of planting density.

1. The preparation of mounding is required for planting at a waste landfill site. We first estimate

an economical and efficient banking height together with the quantity of soil, and prepare a planting

ground with excavated ground soil for the consideration of soil recycling. On the planting ground a

banking with a height of 1.5-2m is produced by self-supported soil, playing a role in a salt blocking

and an irritation layer of planting. Finally, an additional banking with a height of 2m is produced

by qualified vegetation soil, forming a vegetation section with a total height of 6m.

2. Since the planning site is located in the border, the planting area is composed of two regions：

one is an inclined face (slope 1：3) toward the inside of the landfill site and the other is an inclined

face (slope 1：4) toward the inland. The buffer planting in the former (latter) region consists of wind

break forest (mixed-landscape forest) within a width of less than 35m.

3.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the literatures and the investigation of local plants, we choose

the 21 plant species (such as Pinus thunbergii, Pinus densiflora, Sorbus alnifolia, Albizzia julibrissin

and etc.) and the additinal 7 species which are grown at a sprout cultivation palce of the SUDOKWON

landfill site (Rosa rugosa, Quercus acutissima, Prunus armeniaca var. ansu., and etc.). Sub-tre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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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ight of above 2.5m and seedlings are planted with an interval of 1.5x1.5m (0.45roots/㎡) and

0.5x0.5m (4roots/㎡), respectively. Here, both trees exhibit communities planting with more than three

rows. Shrubs are planted with 9-16 roots/㎡, depending on their size.

Since this case study provides a reference of the planting beds as well as a planting plan at the

SUDOKWON landfill site, it is not sufficient for the present plan to be utilized for the formation

of buffer-forest belts which are used for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the sea waste landfill site. Thus, further studies with the ecological basis

are demanded for the environment planting restoration in the sea waste landfill site.

Key words：planting density, wind break forest, environmental pollutants, planting restoration

Ⅰ. 서 론

우리 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의 2.7%를 간척지

가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서해안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갯벌을 매립하

여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임해매립지는 자연

경관과 생태계 등이 파괴되어 환경개선이 시급

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립지의 대부분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특이하여 환경개

선을 위한 수목 식재시 이식후 활착율이 낮거

나, 수목의 활력이 저조하여 고사하는 등 식생

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더욱이 대상지가 속해있는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을 위생매립하는 해안폐기물매립지로 폐

기물의 반입․매립과정에서 생기는 악취와 오

염물질의 분산 등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감소와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림의

방편으로서 완충수림대 조성을 통한 식생도입

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매립지의 식생도입에 관한 연구로서

는 구영본 등(1998, 2002)이 식물을 이용한 오

염토양의 정화기술로서 오염물질의 흡수 가능

성과 폐기물 매립지의 녹화 및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 포플러 수종을 이용한 개별적 실험연구,

임해매립지의 식재 지반별 토양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파악한 김도균(2001)의 연구, 해안

간척지의 생태적인 복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식물에 관해 연구한 배영훈․이동근(2001)의

연구와, 폐기물 매립지를 대상으로 현사시 나무

의 환경적 반응을 연구한 김판기 등(2002), 인

공식재지반을 조성하여 토양 중의 매립가스를

차단한 후 식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조주형․이재근 (2001)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국내 사례지역으로 경기도 시화지구는

준설토를 기반으로 하고 양질토를 복토하여 완

충녹지를 조성하였고, 전남 광양제철소 외곽지

역에는 고로 슬래그를 이용하여 기반을 조성하

고 2m 두께로 성토한 후 외곽 방풍림을 조성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안폐기물매립지의 외곽

경계지역 완충수림대의 적절한 식재설계모델로

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적정

수림대 폭, 높이 등을 산정하고 적정 식재단면

을 제안함으로서 대상지의 환경특성에 맞는 생

태적 식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대상지 개요

수도권매립지는 동서로 약 2%이내의 경사를

갖는 해안 간사지로서 낮은 기복을 이루고 있

으며 총면적 630만평의 국내 최대규모의 위생

매립지로 4개 매립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제1매립장은 1992년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하

여 2000년 10월에 매립 완료되어 안정화 공사

가 진행중이며, 현재는 제2매립장의 매립이 진

행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제3, 4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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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저표고 최고표고
휀스지역

표고

내륙지역

표고

그림 2. 표준 단면도

Section A 3.81 6.53 6.53 4.80

Section B 3.00 6.56 6.56 4.40

Section C 3.01 6.15 6.15 3.20

Section D 3.20 7.40 7.40 5.71

Section E 1.00 6.82 6.82 8.09

Section F 1.00 19.83 6.30 9.13

Section G 1.00 5.98 5.98 8.83

Section H 1.00 8.80 5.60 8.83

Section I 1.86 9.67 9.40 -

Section J 3.50 9.44 9.44 -

표 1. 단면별 표고현황

장의 매립예정부지는 공한지로 관리되고 있는

데, 현재 상태에서 추후 매립이 시작되면 혐오시

설로서의 주변지역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

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촉

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대한법률’ 제23조(폭 20m

녹지대조성)에 의거 제3, 4매립장 경계지역에

미리 완충수림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대상지 및 식생조사 위치도(I, II, III, IV, V)

2. 계획대상지 현황

계획대상지는 수도권매립지 제3, 4매립장 북

측 외곽경계지역(L=2.4km)으로 내륙으로는 검

단천에 위치한 주변마을과 석산개발 지역이 위

치해 있고, 해안으로는 향후 폐기물매립 예정

지역인 제 3매립장(330만㎡)과 제4매립장(388만

㎡)으로 구분되며, 제4매립장 내에는 안암도 유

수지(약 120만㎡)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대상지의 표고 단면은 표 1에서와 같이 최저

표고가 1～3.81m 사이에 있고, 최고표고는 5.98

～19.83m로 고저의 차가 심하고 매립지에서 내

륙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은 Ⅳ지역에 위치

한 복숭아 섬에서 목본으로 팥배나무, 진달래,

덜꿩나무, 회잎나무, 밤나무, 싸리, 노린재나무,

보리수나무, 푼지나무, 참회나무, 아그배나무,

장구밥나무, 화살나무, 야광나무 총 14종이 자

생하고 있으며, Ⅱ,Ⅲ,Ⅳ의 염습지역에서는 염

생식물(칠면초, 퉁퉁마디, 해홍나물 등)이 많이

출현되고, 목본으로는 부분적으로 위성류, 아까

시나무, 용버들, 싸리, 자귀나무 등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위성류는 다른 목본에 비하여 우점

종으로 자생하고 있다. Ⅴ지역은 간척되기 이

전의 원식생 지역으로 싸리, 덜꿩나무, 신갈나

무, 갈참나무, 회잎나무, 생강나무, 개옻나무,

떡갈나무, 작살나무,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11종의 목본이 생육하고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기후, 토양,

식생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

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계지역 완충 수림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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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두께

(m)

단위

중량

(t/㎥)

내부

마찰각

Φ(°)

점착력

(kg/㎠)

탄성

계수

(kg/㎠)

포아

손비

투수계수

(cm/sec)
간

극

비

압축

지수

압밀

계수

Cr

(㎠/sec)

함

수

비

(%)실내 현장

연약층1* 5 1.85 - 0.2 35 0.35 5×10
-7

2.4×10
-5

1.0 0.2 3×10
-3

35

연약층2** 5 1.85 - 0.25 45 0.35 2×10
-5

2.4×10
-5

0.9 0.2 2×10
-3

35

하부퇴적층*** 10 1.90 - 0.5 90 0.30 1×10
-7

2.0×10
-5

식생토양

(제방)
- 1.85 25 0.2 200 0.30 2.0×10-4 0.6 13

*상부퇴적층 중 세분된 상위의 토층으로 CL：ML의 비율의 64%：36%

**연약층1 하부의 토층으로 CL：ML의 비율이 80%：20%

***하부퇴적층：해성 퇴적층 일부로서 심부에 존재하며 N치 10이상인 견고한 점토층

표 2. 토양의 역학적․물리적 특성

성을 위한 적정 폭, 높이 산정과 염생식물이 자

라는 염농도가 높은 지반굴착토사와 외부반입

식생토양을 비교․분석하여 적정 단면을 산정

하고 대상지 특성에 맞는 생태적 식재방안을

제시한다.

토양조사는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여

화학적 특성의 분석항목을 유기물 함량, 토양

산도(pH), 전기전도도(EC), 염분농도(%), 치환

성 이온, 전질소(%)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분

석하였으며, 역학 및 물리적 특성의 분석항목

을 단위중량(t/㎥), 점착력(kg/㎠), 투수계수, 압

축지수, 함수비(%) 등으로 하였다. 토양의 pH

는 토양과 증류수(1：5)로 초자전극으로 측정

하였고, 전기전도도(EC)는 토양과 증류수(1：5)

로 1시간 진탕하여 EC meter로, 토양의 유기물

은 Walkely-Black법으로, 토양의 입도 분석은

micro-pippette 법으로 (주)제일분석센터에서 측

정하였다.

역학 및 물리적 특성은 현장 지반토 및 반입

토사의 자연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여러 가

지 물성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추

조사, 표준관입시험, 더치콘시험, 베인시험, 현

장투수시험, 지하수위 측정 등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지반조사보고서를 인용하

였다.

식생성토 단면은 원지반이 굴곡이 심한 해안

지반토로 형성되어 있어, 성토층과의 유리층 현

상방지와 지반토 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기반 단면을 위한 비탈구배 및 단면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성토층을 비교․분

석하였으며, 이 결과로서 지역환경에 적합한 구

릉형 형태의 완충수림대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토양환경분석

토양은 식물이 자라는 지반으로 식물체를 지

탱하고 양분과 수분의 공급처로서 식물의 생육

상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식재지반 토양

의 종류, 성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식물 생육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서 식재공사

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식생의 다층구조를

형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대상지역의 지반굴착토와 식생반입 토양

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2, 3과 같다.

굴착지반토는 식물이 생육하기에 적합한 사

양토～식양토의 범위를 벗어나고, 전기전도도

3.16 (ds/m), pH8.21, Nacl(%) 0.9 등으로 측정되

어 고염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pH가 약알칼리성일 경우 생장에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인 질소(N), 인(P), 칼리(K) 중 인

산, 칼리 성분과 아연(Zn), 구리(Cu), 붕소(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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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용화 또는 용탈되어져 결핍되고 다량원소

중 칼슘(Ca), 마그네슘(Mg) 등은 과다하게 되어

결핍, 과다의 피해로 식물 등은 정상적으로 생

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전도도(EC)

가 높을 경우 고사하게 된다. 또한 물리적 특성

인 점착력이 0.2～0.5(kg/㎠), 투수계수가 1×

10
-7

(cm/sec)값으로 측정됨에 따라 배수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토사로 분류되어, 기반

층으로 활용시 중간배수층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단면의 설계가 요구된다.

표 3. 토양의 화학적 특성

분석항목(단위)

시료구분

지반토

(연약층1)

식생토양

(제방)

유기물(%) 0.55 0.24

N(%) 0.031 0.051

유효P2O5(mg/kg) 68.9 19.1

치환성K(me/100g) 1.87 0.22

치환성Ca(me/100g) 1.08 2.89

치환성Mg(me/100g) 4.23 2.07

치환성Na(me/100g) 13.01 0.11

양이온치환용량(me/100g) 7.32 9.48

pH (1：5) 8.21 5.23

전기전도도(dS/m) 3.16 0.04

NaCl(%) 0.90 흔적

토성

(美 농무성

분류)

모래(%) 20.17 44.22

미사(%) 37.23 43.57

점토(%) 42.60 12.21

분류 식토 양토

그러므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굴착지반토와 식생토양과의 교

란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토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식생토양은 전기전도도

(ds/m), pH, Nacl(%), 토성 등에서 대체로 양호

하나 유기물, 전질소(N), 유효인산(P2O5) 등이

일반지역보다 크게 부족하여 유기물 공급을 위

한 시비관리가 선행된 후 식재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토양내 3～5%의 유기물은 적정의 통기․배

수․보수 등의 토양 물리성의 조성과 개량, pH

교정과 완충, 유해물질, 과다물질 등에 대한 완

충작용, 보비력 등의 화학성의 조성과 개량 등

식물이 정상적인 생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

행한다.

2. 식재환경분석

해안매립지는 일반적으로 토양염분과 근권층

의 토양경도가 높아 식물 뿌리의 생육이 불가

능한 경우가 많다. 수목생육에 있어서 적정염분

농도는 0.03% 이하이며, 전기전도도의 허용치

는 0.04ms/m이다. 기준치보다 토양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역삼투압 작용으로 수목 세포의 원형

질분리나 각종 영양분의 흡수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

토양환경 조사 결과 해안폐기물매립지라는

특수한 환경은 식생이 자라기에는 척박한 환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재에 앞서 환경분석

을 통한 식재지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염분 및 기타 유해물질의 피

해 극복과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성토

높이의 산정과 지역적, 기후적인 영향을 고려

하여 현지 식생조사를 통한 그 지역에 가장 적

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인위적인 식재보다는 식

재 후에도 높은 활착율을 보일 수 있는 방풍림

도입과 식재층위의 구분에 따른 군상혼효 경관

림 식재계획을 도입하였다.

Ⅳ. 기본구상 및 계획

1. 기본구상

식재에 적합한 단면은 산의 흙 단면(Soil

depth)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단면으로서 실

제 계획 반영은 기능성, 시공성, 생태성, 경제

성 등을 고려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

다.

2. 기본계획

1) 식재구간 및 배수체계
향후 매립지역의 토지이용을 증대시키기 위

해 완충녹지 폭을 기존 녹지폭과 연계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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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토단면 대안 비교

그림 3. 성토기준단면

ㆍ기능성 - 매립장의 분진․악취․소음 차단효과 등

을 위한 완충방풍림과 경관림을 고려

ㆍ시공성 - 시공의 용이성, 구조적 안정성 검토

ㆍ생태성 - 천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식생구조대 조

성(초본 - 관목 - (중)교목 - 낙엽, 침엽

교목)

ㆍ경제성 - 비탈면 안정도 유지 및 안암도 유수지

굴착지반토 활용, 수도권매립지 자급

토사 이용

35m 이내로 하고, 원지형을 바탕으로 식재구간

(평균 500m)을 설정하였고, 배수 체계는 각 식

재구간 시점과 종점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지류 및 유역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이격 조

정하였다.

2) 토양단면 설정
하단부 기반층(2m)은 안암도 유수지 공사 굴

착시 발생하는 지반토를 이용하여, 원지반과

중간성토층의 유리성 방지와 상부기반층의 안

정화를 도모 하였고, 중간 성토층(1.5～2m)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토사(자급토사) 중 적정한

토양을 선정하여 하부기반층과 상부 식생토양

의 전이층, 염분 상승을 차단하는 차단층과 식

생대의 배수층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상부

성토층(2m)은 식생에 적합한 양질의 사양토를

자연경사를 고려하여 전체높이 6m를 기준으로

식생단면을 설정하였다. 경사도는 매립지측은

1：3의 구배를 두어 자연천이 구조를 고려한

성토기법을 사용하였고, 내륙측은 경관성을 고

려한 동시에 토양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1：4의 경사구배를 설정하여 계획안을 도출하

였다.

3) 수목 식재설계
문헌조사와 현지 식생조사를 통해 상대적 적

응성을 검토하여 완충녹지 폭 최대 35m 이내

로 매립지 측은 인천시 해안가 주변의 자연방

풍림, 내륙측은 군상혼효 경관림의 형상을 가

질 수 있는 수종을 위주로 교목, 중교목, 관목

으로 분류하여 21종의 수종을 선정하고 매립지

내의 양묘장에서 생산된 해당화, 상수리나무,

살구나무 등 7종의 묘목을 포함한 28종의 수종

을 배식하여 경비절감과 함께 수목의 활착율을

높이고, 자연적인 식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식생구조로 계획하였다.

- 선정수종：곰솔, 소나무, 팥배나무, 자귀나

무, 왕벚나무, 상수리나무, 꽃사과, 중국단

풍, 산수유, 층층나무, 회화나무, 포플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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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량 장 점 단 점

Ⅰ 안

(최소형)

ㆍ토공량 최소

(81,410㎥/2.4㎞)
ㆍ공사비 최소

ㆍ완충녹지의 기능 약화

ㆍ생태적 안정성 최소

ㆍ경관성 미약

Ⅱ 안

(최대형)

ㆍ토공량 최대

(270,310㎥/2.4㎞)

ㆍ완충녹지기능 최대

ㆍ생태적 안정성 최대

ㆍ경관성 우수

ㆍ안정된 식생구조

ㆍ공사비 최대

ㆍ유지관리의 어려움

Ⅲ 안

(제방형)

ㆍ토공량 적정

(191,150㎥/2.4㎞)
ㆍ공간 이용성 좋음

ㆍ완충녹지 기능 약화

ㆍ토사유실 우려

ㆍ경관적인 안정감 미약

ㆍ식재공사 난이

ㆍ유지관리의 어려움

Ⅳ 안

(계획안)

ㆍ토공량 적정

(247,431㎥/2.4㎞)

ㆍ완충녹지기능 적정

ㆍ생태적 안정성 적정

ㆍ안정된 식생구조 연출

ㆍ토사유실 최소

ㆍ유지관리가 비교적 용이

ㆍ경관성 높음

표 4. 대안별 토공량 및 장․단점 비교

그림 5. 수관투영도 그림 6. 층위구조도

1. 소나무(Pimus densiflora), 2. 곰솔(Pinus thunbergii), 3. 팥배나무(Sorbus alnifolia),
4. 자귀나무(Albizzia julibrissin), 5.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6. 노린재나무(Symplocos chinensis),
7. 살구나무(Prunus armeniaca var. ansu)

생강나무, 개나리, 좀작살나무, 박태기나무,

보리수나무, 노린재나무, 인동덩굴, 장미 등

총 28종

- 식재밀도：수고 2.5m 이상의 중교목은 1.5

×1.5m(0.45주/㎡), 묘목은 50×50cm(4주/㎡)

간격의 식재밀도로 3열 이상 군락하여 식

재하였고, 관목은 규격에 따라 9～16주/㎡

로 조정 후, 구간에 따라 경관성이 요구되

는 지역에는 수고 3.0m 이상의 대형목 도

입

- 식재면적：계획대상지 비탈 녹지 표면적은

표 5와 같이 52,800㎡이고 초본류 천이과정

을 고려한 씨드 스프레이(Seed Spray) 면적

은 16,800㎡, 식재 밀도를 반영한 식재 수관

15m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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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 면적은 13,866㎡이다. 따라서 비탈상

부와 멀칭재료(코이어 펠트)를 사용한 구간

을 제외한 실제 수관투영면적은 전체 비탈

표면적의 64%정도로서 일반산림지역의 소

생림에 해당되어, 활착 후에는 방풍림과 완

충수림대 기능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식재면적 집계표

구분 면적(㎡) 비 고

녹지

면적

식재구간 13,866 수관투영면적

비탈

하단면
16,800

씨드 스프레이

(폭 6～8m)

비탈

상부면
14,400

씨드 스프레이 및

멀칭재료

식재

잔여구간
7,734

멀칭재료(코이어

펠트) 사용

합계 52,800 비탈 표면적

4) 식재 후 유지관리
식재 후 유지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안매립지 수목이 받는 가장 큰 스

트레스는 뿌리의 물 흡수 부족이므로 완전히

착근될 때까지(봄에서 여름의 비대생장기) 적

정한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며, 특히 갈수기 및

바람에 의한 표층토의 건조가 심한 시기에는

하층부 염분의 상승 방지를 위해 멀칭 등으로

표토층의 토양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해풍 및 분진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수목의 잎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

고, 사전에 관수를 위해 지형조건을 고려한 소규

모 저수유역의 확보와 주변에 수전시설 도입이

가능하면 간이 관수시설 설치를 제시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폐기물 매립지역의 경

계지역 완충수림대 조성시 해안굴착지반토를

고려한 적정 단면과 조기에 식생층위가 구분된

수림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목․중목․저목

등으로 구분하여 매립지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

목과 함께 식재밀도를 조정하여 계획하였다.

1. 매립지에서의 식재를 위한 마운딩 조성은

필수적이다. 식재를 위한 경제적이며 효율적

인 성토 높이와 토량을 산정하고, 토사 재활

용 측면을 고려하여 굴착지반토로 식재 지

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염분차단 및 식생

배수층 역할을 위한 자급토사(1.5～2m)를 성

토 후, 양질의 식생토사를 2m 두께로 복토

하여 전체 높이 6m를 기준으로 식생단면을

설정하였다.

2. 대상지의 성격이 외곽경계지역이므로 매립

지 내부를 향한 비탈면(기울기 1：3)과 내륙

지역을 향한 비탈면(기울기 1：4)으로 구분

하여 완충녹지폭 최대 35m 이내로 매립지역

은 방풍림을, 내륙지역은 혼효 경관림을 기

준으로 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였다.

3. 수종은 문헌 및 현지 식생조사를 통해 곰솔,

소나무, 팥배나무, 자귀나무, 벚나무, 생강나

무, 보리수나무 등 21종과 양묘장에서 생산

된 해당화, 상수리나무, 살구나무 등 7종, 총

28종으로 수고 2.5m 이상의 중교목은

1.5×1.5m(0.45/주㎡), 묘목은 50×50cm(4주/㎡)

간격의 식재밀도로 3열 이상 군락하여 식재

하였고, 관목은 규격에 따라 9～16주/㎡로

조정하였다.

4. 식재 이후의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갈수기의

모세관 현상으로 인한 염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 등을 시행하여 건조를 방지하

고, 관수시설을 확보하여 수분 부족으로 인

한 수목의 스트레스 저감과 주기적인 수목

의 잎 세척을 통해 해풍 및 분진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한

식재지반 단면기준 및 식재계획이므로 해안폐

기물매립지 환경요인 분석 및 환경오염원(토양

염분, 해풍, 분진, 가스 등) 저감을 위한 완충수

림대를 조성할 경우 본 계획이 일반적인 기준

으로 제시되기는 부족하므로 향후 종합적인 해

안폐기물매립지 환경식생 복원을 위한 생태학

적 대안 제시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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