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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plant-mat for ecological restoration which was formed as

the thin multi-layers of woven nets, soil media, seeds, etc.

The experimental site was selected at a slope of 240㎡ at the rear of Design College of Sangmyung

University and divided into 8 sub-experimental plots (20㎡ each) according to mat types. (forest-type

and grass-type mats with and without seed attachment, respectively) Also, the existing vegetation plot

and the no-treatment plot were included in this experiment for comparison. The experiment

construction was conducted on September 3, 2002.

Mat covered plots regardless of seed attachment showed nearly no signs of erosion even if rainy

season in summer compared to the no-treatment plot.

Vegetation monitoring result showed that germination rates were somewhat high in both forest and

grass-type mats without seed attachment in the initial germination stage. Although germination rates

of seed attached mats were somewhat slower than non-seed attached mats in the germination stage,

but over time, it showed a good rooting and shooting environment for germinated tree and grass

species because of soil media existence within the mat. This indicates that while non seed-attached

mats require follow-up maintenance, seed-attached mats does not require maintenance after rooting and

germination.

Key Words：plant-mat, restoration, vegetation, soi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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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사업계획에 따른 택

지조성, 도로건설, 대규모 채석행위 및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훼손지 비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된 각종 비

탈은 적절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경관

을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침식․붕괴에 대

한 재해를 유발시키고 있다(우보명, 2003).

특히, 개발시 철저한 안정 시공 및 생태복원

을 포함한 관리 미비로 매년 대규모 홍수사태

등 자연 재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태풍 `루사'로 인한 강릉 등 6개 태

풍 피해지역은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파른 절개지와 사면을 발생시키는 도로공사

를 하고 제대로 생태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형이나 유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각

을 세우는 등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점 등의 이유로 사상 유래 없는 피해를 초

래하였다고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으로 비탈면 녹화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

다.

한편, 현재 국내의 비탈면 복원과 관련된 기

술 현황을 살펴보면 종자파종은 인력파종, 기

계에 의한 분사 씨뿌리기, 항공 씨뿌리기로 구

분되며 최근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항공살

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최근에는 인

건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절토비탈면에는 기계

분사식 종자파종을 성토비탈면에는 종자부착

매트피복공법이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다(한국

도로공사, 1995). 그러나 이들 공법들은 생태복

원 보다는 초기발아와 생육이 우수한 외래도입

초종에 의존하는 조기녹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식생의 존재 유무와 식생 구조

및 비탈면 토질상태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녹

화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환경복원에 관하여 정

리하면 기초 기술이 부족하며, 국내 시공업체

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비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고려 없이 외국의 기준을 국내에 적용함에 따

라서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김남춘,

1990).

특히, 국내 도로비탈 녹화용 식생의 경우 초

기의 정착속도가 비교적 빠른 외래종의 초본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도입초

종은 초기의 식생피복에는 우수한 효과를 발휘

하지만, 자생종과의 천이경쟁에 대한 문제점

및 수림화로의 천이가 어렵게 되므로 차후 해

결이 요망된다.

그러나, 현재 선진 외국에서는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로서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생물의 서

식이 가능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 개발

은 다양한 인공적 공간에 생물이 생육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천이를 도

와주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이동근, 2000b).

이는 산림화(수림화)와 종자에서부터의 생태

환경복원녹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

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

추어 한국형의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동근, 2000a).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인공적 공간에 생

물의 생육이 가능하게 하여 자연생태계의 천이

를 도와주는 형태로 종자파종에서부터 시작되

어 식물의 조기자생을 도와 초본에 의한 녹화

는 물론, 수림화가 가능하게 하는 생태복원용

식물매트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식물매트는 훼손지의 종류 등에 따라 비부식

성 섬유는 물론, 부식성 섬유를 사용한 특수매

트에 생육기반재를 주입하여 일정두께의 생육

기반층을 조성함으로서 수목의 도입이 확실하

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사용이 곤란

했던 다양한 종자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식

물매트에 종자․생육기반재를 주입 후, 식물매

트의 일부 혹은 전부(부식성 섬유)가 부식하여

수목종자의 발아가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식

물매트에 의한 비탈면보호는 초본에 의한 조기

비탈면보호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수목의 도입

도 가능하므로 초본에 의한 피압이 없어 수목

의 생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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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처리지역(좌; 전, 우; 후)

기존 처리지역 무처리지역

사진 1. 연구대상지의 전경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시공방법

연구대상지는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후사면

에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지역은 실험

처리지역으로 240㎡의 사면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고, 녹화방법에 따라 8개의 세부 실험지역(20

㎡)으로 나누었다. 두 번째 지역은 기존 식재지

역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네트를 이용해 표토유

실을 방지한 것이며 면적은 100㎡이다. 세 번째

지역은 사면에 안정 및 녹화처리를 하지 않은 무

처리지역(100㎡)을 선정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시험시공은 2002년 9월 3일에 실시되었다.

식물의 발아율․생장율․계절별 경관성․입지

요인(경사도․토양경도․토질․물의 이동 등)과

녹화효과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토질,

동일경사인 곳을 면정리하여 시험 시공하였다.

세 가지 시험구 중 실험처리지역은 전술한

B D A C

기 존

식재지역
F H E G

개소 = 폭 4m× 길이 5m

그림 1. 시험구 배치도

바와 같이 8가지의 세부 처리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그림1).

시험시공에 사용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종

자부착매트(10m×1m, 총 100㎡ 반입, 종자는 미

부착된 상태로 반입), 종자, 볏짚제품인 침방매

트를 사용하였다(표 1).

2. 식물배합

1) 수림 유형별 종자 검토 및 선정
생태적 복원 및 비탈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

하고자 산림지역이나 혼효림지역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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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자 형 공 법 적 용 매 트 설 치 면 적(㎡) 비 고

시험구 1
목 본 형

경관매트 1 종자부착매트 20 A

시험구 2 경관매트 2 종자부착매트 20 B

시험구 3
초 본 형

경관매트 1 종자부착매트 20 C

시험구 4 경관매트 2 종자부착매트 20 D

대조구 5
목 본 형

경관매트 1 침방네트(볏짚) 20 E

대조구 6 경관매트 2 침방네트(볏짚) 20 F

대조구 7
초 본 형

경관매트 1 침방네트(볏짚) 20 G

대조구 8 경관매트 2 침방네트(볏짚) 20 H

소 계 240

표 1. 시험시공 계획

구분 수림 유형별 사용 종자 사용목적 사용지역 주 사용종자

초

본

형

구절초, 산국, 감국, 붓꽃, 쑥부쟁이, 벌개미취,

수레국화, 금계국, 수레국화, 코스모스, 기생

초, 끈끈이대나무, 달맞이꽃, 패랭이꽃, 안고

초, 쑥, 비수리, 왕포아풀, 한지형 잔디류

∙조기녹화

∙전면녹화

∙지표면침식

∙농촌지역

∙야산

∙공장지

기생초, 패랭이꽃, 비

수리, 들잔디, 쑥, 코

스모스, 달맞이꽃 등

야

생

화

형

감국, 개망초, 구절초, 금불초, 벌개미취, 붓꽃,

산국, 벌노랑이, 쑥부쟁이, 기생초, 루드베키

아,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붓꽃, 끈끈이대나

물, 왕포아풀

∙조기녹화

∙경관조성용

∙도시지역

∙주택지역

∙휴양지

∙일반도로

감국, 개망초, 구절

초, 금계국, 금불초,

벌개미취, 벌노랑이,

붓꽃, 산국, 쑥부쟁

이 등

관

목

림

형

붉나무, 가중나무, 낭아초, 개쉬땅, 찔레, 안고

초, 비수리, 산국, 쑥부쟁이, 춘자국, 층꽃나무,

끈끈이대나물, 금계국, 벌노랑이, 쑥, 샤스타데

이지, 루드베키아, 왕포아풀, 들잔디

∙경관조성용

∙비탈안정

- 슬라이딩억제

∙단순림지역

∙공장지역

∙고속도로

비수리, 쑥, 들잔디,

낭아초, 층꽃나무, 참

싸리, 자귀나무, 붉나

무, 개쉬땅 등

산

림

형

샤스타데이지, 서양톱꽃, 패랭이꽃, 루드베키

아, 춘자국, 구절초, 감국, 벌노랑이, 비수리, 봉

선화, 노란해당화, 과꽃, 끈끈이대나물, 낭아

초, 자귀나무, 단풍나무, 참싸리, 선검양옻나

무, 가죽나무, 마타리, 붉나무, 달맞이꽃, 리기

다소나무, 쑥부쟁이. 수레국화, 도라지, 나팔

꽃, 잔잎바디, 개미취, 붓꽃, 금계국, 수염패랭

이, 적송, 산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생열귀나

무, 개쉬땅나무, 해송, 이팝나무, 당조팝나무,

민들레, 좀목형, 쑥, 호장근, 보리수, 유채, 자작

나무, 곰솔, 소나무, 왕포아풀

∙생태적복원

∙비탈의장기적

안정

∙산림지역

∙혼효림지역

구절초, 감국, 자귀나

무, 달맞이꽃, 쑥부쟁

이, 수레국화, 금계

국, 붉나무, 참싸리,

낭아초, 자작나무, 산

오리나무, 사방오리

나무, 곰솔 등

표 2. 수림 유형별 사용종자 검토 안

한 산림형으로 구분하여 사용목적 및 사용 장

소에 따라 도입 가능한 적정 종자배합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즉, 첫째, 조기녹화 및 전면녹화 지표면침식

을 일부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농촌지

역 및 야산 공장지대에 사용이 가능한 초본형,

둘째, 조기녹화 및 경관조성용으로 기능을 갖

추어 도시 및 주택지, 휴양지 및 일반 도로에

파종이 가능한 화본형, 셋째, 경관조성 및 비탈

안정, 슬라이딩억제 기능을 갖추고 단순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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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장지역 고속도로에 적합한 관목림형으

로 나눌 수가 있다.

검토 종자에 대한 종자발아 테스트를 실시하

여 단위 종자별 발아율을 도출하여 적합한 종

자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표 2).

2) 종자배합 검토
초본형의 매트에서는 종자는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한지형, 난지형 그리고 외래초본의 조

합을 검토한다.

도입식물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녹화목적에 따른 식물의 선정

∙초기의 침식방지：켄터키블루그래스, 톨훼

스큐, 퍼래니얼 라이그래스 등

∙환경보전：참억새, 쑥, 김의털, 비수리, 재

래목본류 등

②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식물의 선정

∙적설․한냉지：톨훼스큐, 크리핑레드패스

큐, 김의털 등

∙온난․건조지：버뮤다그라스, 참억새 등

③ 생육기반에 대응하는 식물의 선정

∙경질토：톨훼스큐, 참억새, 김의털, 낭아초,

참싸리, 족제비싸리 등

∙산성토：위핑러브그래스, 레드톱, 참억새,

김의털 등

∙마사토：참억새, 비수리, 참싸리, 족제비싸

리 등

④ 시공시기에 따른 식물의 선정

∙장마후 파종하면 발아율이 현저히 저하되

는 식물：산오리나무 등

∙가을에 파종이 부적절한 식물：위핑러브그

래스, 목본류 등

이상의 종자배합을 검토한 결과 표 3과 같

이 목본형과 초본형의 종자배합비를 산정하였

다.

3) 식생기반재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은 식생기반재를 이

용하여 식물의 조기 자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

고자 한다.

표 3. 종자 배합비

구 분 식 물 명 기대본수 배합비(60㎡)g

목본형

가중나무 2.0 120

단풍나무 14.0 840

리기다소나무 2.0 120

붉나무 10.0 600

산오리 3.0 180

소나무 2.0 120

옻나무 10.0 600

자귀나무 40.0 2400

자작나무 2.0 120

개쉬땅나무 1.0 60

낭아초 10.0 600

보리수 3.0 180

좀목형 5.0 300

참싸리 15.0 900

해당화 3.0 180

소 계 7,320

초본형

감국 0.3 18

띠 1.0 60

마타리 0.3 18

억새 7.0 -

민들레 0.1 6

개미취 0.3 18

벌노랑이 4.0 240

비수리 2.0 120

산국 0.1 6

쑥 1.0 60

쑥부쟁이 0.2 60

안고초 7.0 12

금계국 4.0 420

기생초(춘자국) 0.2 480

끈끈이대나물 0.1 24

달맞이꽃 1.0 12

샤스타데이지 0.6 120

패랭이 0.6 72

왕포아풀

(KBG)
2.0 120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PRG)

2.0 120

톨훼스큐(TF) 2.0 120

소 계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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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험시공지에 이용된 식생기반재

구 분 내 용

기본규격
․2m×30cm/침방매트, 종자부착매트 등

자연소재

네 트

(기본틀)

․상：침방매트 및 종자부착매트

․하：흡습성섬유

접착제
․초산제가 첨가된 풀(방충 피해 방지

및 접착력증대)

보수재 ․버미큘라이트 + 미생물 등

개량재
․부식산비료

․벤토나이트 소립자/대립자 등

비료분

․완효성비료：장기간 지속(질소질)

․속효성비료：초기효과 우수

․화성비료 등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험지역의 기상 및 일반적

개황, 토양분석, 식물상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기상조사는 중앙관상대에서 측정한 최근 30년

간(1961～1990)의 평균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형 및 경사도분석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25,000지형도를 이용하였고, 지질조사는 국립

지질연구소 발행의 1/5,000지질도를 사용하였

다. 토양분석은 산림청 산림자원조사연구소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의 정밀토양도를 이

용하였으며 현지에서 직접, 채취한 토양시료를

정밀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개황은 각 조사구 별로 해발고, 방

위, 경사도, 교목층의 평균수고, 평균 흉고직경

및 평균 울폐도, 아교목층 수목의 평균수고, 평

균 흉고직경 및 평균 울폐도, 관목층 수목의 평

균수고 및 평균 울폐도, 초본층 평균 울폐도를

조사하였다.

1) 침식조사
비탈에 대한 녹화처리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나지 노출에 따른 시각적인 질을 높일 뿐만 아

니라 비탈의 침식방지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절개나 성토로 발생된 비탈은

초기 2～3년 이내에 침식되는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기 녹

화를 실시하거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토양분석
각 조사지역별로 3개소를 택하여 Ao층을 걷

어내고 표층으로부터 10～15cm깊이에서 토양

을 채취, 혼합하여 음건시킨 후 토양산도, 수분

함량, 유기물함량을 측정하였다.

토양 pH는 음건세토와 증류수의 비를 1：5

로 하여 30분간 진탕시킨 후 pH meter(BOA

HM 30V)로 측정하고, 수분함수량은 토양을 실

험실로 운반한 즉시, 105℃의 건조기에서 24시

간 건조시킨 후, 건조무게에 대한 수분손실량

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유기물함량은 완

전히 건조시킨 토양을 회화로에서 800℃로 4시

간 가열시킨 후 유기물 손실량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연구대상지의 표토(0～10cm)와 심토(20cm 이

상)에 대한 토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지는 아니지만 동일한 비탈에서 상이한 토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분

석을 실시하였다.

3) 식물상 조사
식물상의 조사는 사전현장조사와 실험 처리

된 매트에 파종된 식물의 종자배합비를 바탕으

로 한 식물리스트를 작성하여 비교하였다. 즉,

매트에서의 발아 및 출현빈도, 식생기반재의 차

별로 인한 대조군 설정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분야는 식물의 발아 및 출현빈도, 각 구

역별 녹시율, 전체 녹시율 등 3가지로 분류하

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매트에 파종된 종자배합비를 바

탕으로 한 식물리스트를 바탕으로 모니터 요원

들이 현장을 구열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분석하

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Braun-Blanquet(1964)방법에

의거하여 각 출현종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피

도와 개체수를 조합하여 계급으로 구분한 우점

도(dominance)와 각 출현종 개체의 집합 혹은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군도(sociability)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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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는 2002년 8. 27～11. 27까지 주기별 관

찰조사로 실시되었다.

∙우점도(D)의 계급

5：조사구 면적의 3/4 이상을 덮고,

개체수는 임의

4：조사구 면적의 1/2～3/4를 덮고,

개체수는 임의

3：조사구 면적의 1/4～1/2를 덮고,

개체수는 임의

2：조사구 면적의 1/10～1/4를 덮고,

개체수는 임의

1：개체수는 많으나 피도가 낮다. 산재하나

피도가 높음 (단 1/10정도)

+：피도는 낮고 산재

r：고립하여 출현하고, 피도는 극히 낮음

∙군도(S)의 계급

5：동종개체의 지엽이 상호 접촉하여 전면을

덮고 있는 이른바 단순군락의 상태

4：군도 5의 상태에 구멍이 뚫려 있음. 다른

종이 그 구멍의 부분에 생육하는 상태

3：군도 4의 식물피복 부분과 구멍의 부분이

역관계인 상태

2：군도 3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상태

1：단독으로 생육한 상태

Ⅲ. 결과 및 고찰

1. 침식조사결과

실험대상이 된 비탈은 교내 부지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절취된 비탈으로 비탈의 방위는 북

향, 비탈의 평균 경사는 약 35°인 지역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트 처리한 실험

표 5. 조사대상 지역에 따른 침식량

누구(淚溝)

개소

침식량

(㎥/㎡)
비 고

실험처리지역 0 -

기존 처리지역 3 0.0089 누구(淚溝)침식

무처리지역 10 0.0034 누구(淚溝)침식

처리지역인 8개 plot에서는 전혀 침식이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존 식재지

역은 누구침식(rill erosion)이 3개소 발생하였으

며, 침식량은 0.0089㎥/㎡로 조사되었다. 또한

무처리지역은 누구침식이 10개소 발생하였으

며, 침식량은 0.0034㎥/㎡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존 처리지역의 경우 침식발생개소는

적었지만 무처리지역에 비해 다소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침식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무처리지역은 침식면적과 침식량이 상대적

으로 적었지만 누구개소가 10개소이고 전 비탈

에 고르게 퍼져 있어 특별한 안전대책이 없을

경우 추후 강우나 강설 등에 의한 침식면적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비탈의 안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기후인자는 강우이다. 물은 비탈의 녹화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비탈에 침

투하여 흙의 단위중량을 증가시키거나 수압의

증가를 야기하여 비탈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그림 2는 본 실험처리지역에 대한 시공 후부

터의 강우량 데이터로서 본 실험대상지에도 일

정량 이상의 강우가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비탈녹화처리방법은 비탈의 안정과

녹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추후 인공강우 실험을 통하여 강우강도에

따른 시험처리간 침식량조사를 보완할 예정으

로 있다.

2. 토양분석결과

실험대상지의 토성은 사질양토(sandy loa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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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2년도 천안지역의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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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대상지 비탈의 토양 분석 결과

실 험

대상지

(표토)

실 험

대상지

(심토)

실 험

대상지

(오른쪽)

토 성 사질양토사질양토 식 토

pH 5.02 4.98 4.01

유기물(%) 0.11 0.12 0.21

전질소(%) 0.01 0.01 0.01

유효인산(mg/kg) 7.40 6.80 20.1

치환성칼륨(me/100g) 0.08 0.07 0.11

치환성마그네슘(me/100g) 0.10 0.10 0.10

치환성칼슘(me/100g) 0.20 0.30 1.20

양이온치환용량(me/100g) 8.87 8.51 8.95

수분함량(%) 11.3 13.1 19.2

서 전형적인 화강암질 풍화토(일명 마사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험대상지 오른쪽 지역

의 토성은 식토(clay)로 분석되었다.

pH는 약 5.0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산림토양

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식물생

육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 함유율과 치환성양이

온, 양이온치환용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

물은 1% 미만으로 빈곤한 수준이었으며, 치환

성양이온과 양이온치환용량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식물생육에도 다소 불리한 조건을 보

였다(표 6).

3. 식물상 조사 결과

1) 시험시공전 연구대상지 주변의 산림 식생
조사 결과

기존의 우점식생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군락

이 다양한 산림식생층을 통해 침입한 아카시아

의 세력에 의해 퇴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

상층부의 대부분이 아카시아가 침입하여 우점

을 보이고 있으며 잔존하는 소나무류는 경쟁에

의해 수형도 불량할 뿐 아니라 일부 고사하고 있

다. 중층부 전반에 걸쳐 참나무류가 90%로 우점

하며 일부 소나무류가 있으나 수세에 밀리는 형

표 7. 시험시공지 주변 산림 식생조사 결과

구 분 구 성 수 종

교 목(상층) 아카시아 90%, 소나무 10%

아교목(중층) 참나무 90% 소나무 10%

관 목(하층) 신갈, 상수리, 참나무 60% 아카시아 40%

기 타 산딸기 등 주변 초화류의 침입이 많음

상을 보이고 있다. 일정시기 이후 전체적인 퇴

보가 우려된다. 하층부 역시 아카시아의 점유

도가 40%로 다소 높으나 신갈, 상수리, 참나무

류에 의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카시아, 참나무류에 의한 식생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관구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목, 아교목, 관

목림의 다층구조로 시각적으로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며 하초류인 산딸기 등으로 인하여 풍부

한 산림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연구대상지내의 식물상
(1) 식물의 발아 및 출현빈도

전체 대상지 내 식물 출현 빈도는 파종과 발

아까지의 단계에서는 전체 조사구 면적 우점도

3, 군도 2의 상태인 침방매트가 조사구 면적 우

점도 r, 군도 1인 종자부착매트보다 다소 빠르

게 발아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식물의 발아 및 출현빈도는 조사구 면적

우점도 3, 군도 2인 종자부착매트가 조사구 면

적 우점도 3, 군도 2의 상태인 침방매트의 식물

발아 및 출현빈도를 역전하고 있는 상황을 관

찰 할 수 있었다.

즉, 초기 발아 단계는 침방매트가 종자부착

매트 보다 빠르지만 발아후 단계는 종자부착매

트가 침방매트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고 식

물이 활착 후 자라는데 좋은 상태조건임을 보

여주는 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출현 식물종은 목본형으로는 자귀나무, 참싸

리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신나무 등이 발아하

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초본형으로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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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B구역 목본 출현 모습 사진 3. F구역 목본 출현 모습

사진 4. 종자부착매트의 녹시율 사진 5. 침방매트의 녹시율

사진 6. 자귀나무(F구역내) 사진 7. 신나무(F구역내)

사진 8. 참싸리(B구역내) 사진 9. 소나무(E구역내)

민들레, 포아풀, 산국, 질경이, 개미취, 토끼풀 등

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목본은 싸리류와 자귀나무,

즉 콩과식물이 가장 빠른 발아 상태와 많은 발아

량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초본형

식물에서는 포아풀, 산국 그리고 개미취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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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개미취(D구역내) 사진 11. 민들레(D구역내)

사진 13. 종자부착매트(D구역) 녹시율 사진 14. 침방매트(F구역) 녹시율

사진 15. 종자부착매트 전체녹시율 사진 16. 침방매트 전체 녹시율

목본의 출현 모습은 10월 중순 이후 차가운

날씨의 탓으로 겨울 휴면기로 들어가는 상태이

기에 다른 목본류의 출현을 관찰하기는 힘들었

으나 한랭한 기후에서 잘 적응하는 소나무의

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각 구역별 녹시율

식물 발아 초기단계에서는 비탈의 아랫부분인

침방매트의 부분 구역 중 E와 F는 30%를 상회하

는 녹시율(초기 발아 상태의 녹시율)을 보였다.

반면 비탈의 윗부분인 종자부착매트의 전체 부

분의 녹시율은 초기 발아 상태에서는 침방매트

의 녹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 이하를 보

사진 12. 목본의 휴면기 준비모습

여주고 있었지만 차후 침방매트의 발아율과 생

장률을 역전하면서 50%이상의 녹시율 보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종자부착매트의 부분



이동근․이준우․심상렬88

구역 중 A, B, D의 녹시율은 초기 단계에서 12%

미만의 녹시율을 보였으나 후에 발아율 및 상태

가 침방매트의 생장률을 앞서면서 후 단계에서

는 녹시율이 50%를 상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체 녹시율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지의 식물

상을 관찰한 결과 초기단계 식물의 발아까지의

단계에서는 침방매트의 식물 발아 및 녹시율이

상당히 높게 보였으나 그 후 단계, 발아 이후

단계에서는 종자부착매트의 녹시율이 침방매트

의 녹시율을 2.5배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식물의 조기자생을 도와 초본에

의한 녹화는 물론, 수림화가 가능하게 하는 식

물매트의 개발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침식조사 결과에서는 실험 처리된 연구대상

지는 여름의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침식량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물매트의 효과가 검

증되었다.

또한, 식물상의 모니터링 결과는 초기단계에

서의 발아까지는 침방매트가 다소 빠른 발아율

을 보이지만 종자부착매트는 발아단계에서는 침

방매트보다는 다소 느리긴 하나 시간의 경과 후

에는 식물의 활착과 생장 그리고 다른 수종 및

초본종이 쉽게 들어와서 활착하기 쉽고 좋은 생

장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방매트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습을 보이지만

종자부착매트는 식물의 활착 및 발아 후 관리가

다소 필요 없는 모습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시간적 한계 등으

로 인하여 식물의 계절적으로 변하는 식물의

고유적 성질을 파악해야 하는 원초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의 지속적인 모니터

링에 의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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