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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ilitarized Zone(DMZ) on the Korean Peninsula is ecologically conserved and naturally

developed as access to the area has been controlled in the past five decades. As a result, biodiversity

and wetlands are developed very well, but they have not been sufficiently surveyed due to land mines

and security reasons. Focusing on the Kyongui Line area in Paju DMZ,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status of forested wetlands in detail through an on-site survey and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forested wetlands in DMZ. The forested wetlands of Paju Kyongui Line area are inhabited by naturally

grown Salix koreensis Andress. and Acer ginnale Maxim. and affected by Sacheon Basin region

extensively. As the topography of this region is created of inundated area and gentle ground, it is easily

affected by hydrology and irrigation and has ideal conditions as forested wetlands. In addition, forest

wetlands in this area were used as agricultural land in the past but now transformed into palustrine

forested wetlands after being deserted for long time. However, as 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ways

increasingly blocks water paths, the coverage of Robinia pseudoacacia L. and Amorpha fruticosa L.

is on the rise, which indicates that forestedwetlands are gradually becoming inland over time.

Key Words：Forested wetland, Wetland vegetation, Sacheon basin, Agricultural land, 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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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반도의 DMZ(De-Militarized Zone)는 세계

적으로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지난 50년간 이 지

역은 군(軍)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왔으며, 이

러한 규제는 DMZ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DMZ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

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DMZ의 생태조사는 지뢰의 매설과 안보상의 이

유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얼마만큼 서식처

가 발달해 있고, 생물다양성이 어느 정도 높은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및 민통지역(CCA)의 생

태조사는 환경부(1992, 1995), 김귀곤 등(2000),

산림청 임업연구원(2000), 연천군(2000), 환경

부․국립환경연구원(2001), 철원군(2002)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는 모두 DMZ 인접

지역인 민통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조사는

생물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식처 측

면에서 습지가 소홀히 다루어져 있으며 산림습지

에 대한 조사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구

본학(2002)과 주위홍(2002)은 인공위성영상을 통

하여 DMZ 지역의 습지 유형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의한 DMZ 습지분류는 현장 중심이기 보

다는 인공위성사진을 통한 간접 조사 방식을 채

택한 것이며, 산림습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

석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파주

DMZ 경의선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산림습지 현황을 살펴보고, 경의선

DMZ 산림습지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후에 도로 및 철도 등의 건설에 따른 산림습지

식생의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II. 관련 개념 및 사례 고찰

1.산림습지의 개념

람사협약에 따르면, 산림습지는 내륙습지 내에

존재하는 소택형 습지(palustrine) 중에서 영구성

습지에 수생식물이 우점하는 곳과 관목이 우점하

는 곳, 그리고 산림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세분되

고 있다(http：//www.ramsar.org). 이중에서 산림

이 우점하는 곳을 산림습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담수 소택지 산림습지와 이탄 소택지

산림습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단순히 목본식물이 우점하는 곳을 산림

습지로 구분한 경우도 있는데, 수고 5m 이상의

교목 식생이 우점하는 곳에 출현하는 것으로서

성숙되지 않은 곳이더라도 교목림으로 발달할 수

있는 습지를 산림습지로 보기도 한다(Thomas E.

Dahl and Stephen C. Zoltai, 1997). 비슷한 맥락

에서 Fennessy, M. S.(2001), Fennessy, M. S.와

Cronk, J. K.(1997)는 목본 식생이 우점하는 습지

로서 여기엔 50m가 넘는 키 큰나무부터 1m 크기

의 작은 나무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습지를

산림습지라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산림습지의 개념은 나라별,

기관별, 연구자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는데,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목본성 식

물이 우점하는 습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림습지의 개념은 목본

성 식물종이 나타나는 모든 습지로 폭넓게 정의

하고자 한다. 즉, 지목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 곳

에서 나타나는 모든 습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산

림이 아니더라도 입지별(해안형, 하구형, 하천형,

소택형, 호수형) 습지에서 서식하는 교목림 및 관

목림이 우점하는 습지로 개념을 설정하였다.

산림습지와 다른 유형의 습지를 구분하는 기

준은 습지 식물 지표 중에서 목본성 식물종이 우

점하느냐, 아니면 초본류가 우점하느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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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림습지의 특성 조사 및 분석 방법 고찰

람사협약에서는 특별히 산림습지의 특성을 조

사․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습

지에 대한 조사․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람

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조사 항목은 크게 생

물물리학적 특성과 관리 특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생물물리학적 특성의 조사항목은 대상지역

명, 면적과 경계, 위치, 지형학적 환경, 일반적 서

술, 기후, 토양, 수계, 물의 화학성, 생물군이며,

관리특성의 조사항목은 토지이용, 습지에의 압

력, 토지소유 및 관리 당국, 습지의 보존과 관리

실태, 생태계의 가치와 이익, 관리계획 및 모니터

링 프로그램이다(http：//www.ramsar.org).

우리나라에서 습지 특성을 조사․분석하기 위

한 항목으로는 유역환경, 지형 및 경관, 토양환

경, 수환경, 생물상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 내륙

습지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생태자료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의 분석과 종합, 습

지 생태지도의 작성, 보전 대상지역의 보전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

다(한국습지학회, 2000).

한편, Verry 등(2002)은 하천에 형성된 산림습

지의 특성을 리치(Reach)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때 리치(reach)는 하천의 똑같은

흐름과 비슷한 지형 모습을 가진 구역을 말하며,

나누어진 리치별로 하천패턴, 경사, 지형, 식생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림습지

영역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Elon S. Verry, James

W. Hornbeck, C. Andrew Doloff. 2000). 구체적

인 분석 방법은 하천 리치를 계곡(치수, 3등급),

수로 형태(너비/깊이의 비율, 3등급), 굴곡(경사,

3등급)으로 나누어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미국 서부 Oregon에서의 산림습지 특성

파악에 이용된 항목은 식생, 지형형태, 하천위계,

관리 등이다. 이 방법에서 특이한 점은 우점식생

을 습지식생 지표로 분석하였는데, 즉 습지식생

의 성장서식처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으로 구분

하였고, 성장전략은 피함, 인내, 침입, 저항으로

나누고, 습지지표는 FACW, FAC, FACU, UPL로

분석하였다(Jerry R. Baker, Paul L. Ringold,

Michael Bollman. 2002).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 중에서 람사협약과 국

내의 내륙습지조사를 위한 방법은 습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산림습지에만 한

정시킨 것은 아니다. 또한, Verry(2002) 등이 제

안한 방법은 하천을 리치로 구분하여 산림습지를

조사․분석하는 특징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미국

서부 Oregon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목은 산림습

지의 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폭넓은 항목들

을 요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II. 연구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DMZ 및 민통지역에

서의 수리․수문, 지형과 교란 등의 조사와 함께

산림습지의 식생에 대한 분포를 조사․분석한

후, DMZ 및 민통지역에서의 산림습지에 대한 식

생과 환경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산

림습지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 범위는 파주 경의선 및 남북연결

도로를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 DMZ와 CCA를 포

함하고 있다. 파주 경의선 DMZ 지역의 유역은

크게 사천권과 석포천권으로 구분된다. 석포천은

유역 면적이 20.06km
2
이며, 유로연장은 9.20km

인 소하천으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도화동 백

학산에서 발원하여 남하하다 유하하여 사천에 유

입되는 임진강 수계 소하천이다(서울지방국토관

리청․건설교통부, 2004).

한편, 파주 경의선 및 남북연결도로 조성 사업

은 2000년 8월부터 계획되어 2003년 12월에 완공

되었으며,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백연리부터 경기

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일대 지역으로 민통선

구간 3.3km, 비무장지대 1.7km로서 총 5.0km를

연결시킨 지역이다.

DMZ 지역의 산림습지를 현장조사 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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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음과 같은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

선, 지뢰와 안보문제 때문에 현장조사에 있어 군

(軍)협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대부분의 조사 지역은 지

뢰가 제거되지 않아 직접 습지에 들어가서는 조

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본 연구 조사지는 경의선 도로와

철로 조성 지역과 인접한 비무장지대와 민통지역

을 중심으로 산림습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지역은 경의선 DMZ 및 CCA 구간의 철도․

도로를 따라 이루어졌으며, 조사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자연산림습지가 나타나는 지역은 모두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조사 지점.

2.연구의 방법

1) 산림습지 조사 방법
산림습지의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는데, 현지 조사는 1996년

부터 UNDP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경기북부 파주

DMZ 및 민통지역 관련 연구(UNDP, 1999), 경의

선․남북연결도로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생

태공동조사단의 연구(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

교통부, 2001; 2002; 2003; 2004) 등을 참고하였

다. 한편, 현지 정밀 조사는 2004년 7월부터 2005

년 1월까지 이루어졌는데, 총 조사 횟수는 5번으

로 2004년 7월 12일, 9월 16일, 11월 1일, 11월

8일, 2005년 1월 17일이다.

산림습지의 현지 조사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조사 지점별로 식생 및

식물상, 수리․수문, 지형, 관리 측면에서 조사

하였다. 식생 피도는 피도 백분율과 외관으로 나

타나는 특징을 기준으로 몇 계급으로 구분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Braun-Blanquet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다. 식물상은 조사 지점에서 피도

를 측정하였으며,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경관에서 바라보는 산림습지의 범위안에서

피도를 측정하였다. 산림습지의 수리․수문은

조사 지점별 영향을 받는 하천 및 유역권을 조사

하였다. 지형은 수리․수문에 영향을 받는 지형

의 모양에 따라 범람원(floodplain), 완만한 대지

(terraces), 경사지(transition slope)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관리 측면은 교란의 상태를 분석한 것으

로 본 연구대상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로

및 철도 개발, 농경지 개발, 화재, 무관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50년 이전에 토지이용상태

(농경지, 주거지, 나지 등)도 조사하였다. 이러한

관리상태는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산림습지 특성 파악 방법
산림습지의 식생은 피도와 산림습지 식생지표

즉, 성장서식처(활엽수림, 침엽수림), 생활상 전

략지표(피함, 인내, 침입, 저항), 습지식생지표

(FACW, FAC, FACU, UPL)를 통하여 분석하였

다. 이러한 분석은 Oregon에서 하는 것으로, 습

지 지표임과 동시에 습지식생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적용하여 식생이 성장하고 있는 서식처,

이들의 생활상 전략과 같은 조사항목을 분석하였

으며, 식생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산림습지 수리․수문, 지형, 습지유형 그리고

교란의 특성은 조사지역별 나타나는 수와 빈도율

을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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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내 용 출 처

성장
서식처

침염
수림

산림습지의 완만한 대지(terraces)나 경사지(transition slope)에 침엽수림
이 우점하고 있음. 또한 이는 하천의 낮은 차수(order)와 조림지, 최소한
의 파괴된 벌채지역에서 나타남.

Jensen and
Ross(1995), Rot et
al.(2000), Pabst and

Spies(1999)활엽
수림

산림습지의 범람지역(floodplain), 완만한 대지(terraces), 다른 파괴된 지
역에서 우점하고 있음. 또한 이는 하천의 높은 차수(order), 자연재생지
역에서 나타남.

생활상
전략

피함
하천의 낮은 차수(order)의 경사지(transition slope)와 오래된 완만한 대
지(terraces)에 우점하고 있는 나무로 산림습지의 교란 즉 범람, 산사태,
암석이 흘러나오는 것 등의 영향에 쉽게 적응하지 못함.

Burns and
Honkala(1990),

Naiman et al.(1998)

인내
하천의 높은 차수에서의 범람지역과 완만한 대지에서 발생되는 교목으
로 범람, 산사태, 암석이 흘러나오는 것 등의 교란에 의해 부러졌거나
갈라져도 이후에 뿌리, 줄기, 가지에서 재생됨.

침입
하천의 높은 차수에서의 범람지역과 완만한 대지에서 우점하는 교목으
로 교란에 의해 새로이 형성된 지역에서 바람 또는 물을 통하여 많은
개체들을 옮겨와 재생함.

저항
하천의 높은 차수에서의 범람지역과 완만한 대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교목으로 자라는 시즌동안 범람을 견딜 수 있음.

습지
식생

FACW
하천의 높은 차수지역과 범람지역에서 서식하는 나무로, 습지에서 67-99%
의 빈도로 나타남. 그러나 습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간혹 발견될 수 있음.

U.S. Fish and
Wildlife

Service(1996)

FAC
하천의 높은 차수지역과 완만한 대지에서 서식하는 나무로 습지에서와
습지가 아닌 지역 모두에서(34-66%) 똑같이 발견되는 종임

FACU
하천의 낮은 차수지역에서 경사지에 발견되는 지역으로 종종 습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견되며(67-99%) 가끔은 습지에서도 발견됨.

UPL
하천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견되는 교목으로 습지가 아닌 상태에서
항상 나타남(>99%).

출처：Jerry R. Baker, Paul L. Ringold, Michchael, 2002.

표 1. 산림습지 식생지표.

3) 산림습지 변화의 예측 방법
조사지역별 침입종 식생을 파악하여 이들 산

림습지 식물상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수

리․수문, 지형, 습지유형, 교란의 변화 예측은

앞 단계에서 이루어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고 앞으로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들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였다.

IV. 연구결과

1.경의선 지역의 산림습지 특성

1) 산림습지 수리․수문, 지형, 습지유형, 교란의 
특성

본 연구 대상지역에서 산림습지의 수리․수문,

지형, 교란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수리․

수문의 경우 사천 유역권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민

통지역은 60%, DMZ는 70%였으며, 농경지의 영향

도 각각 20%, 30%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DMZ 지역의 습지가 예전에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곳곳에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림습

지로 발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형은 범람지역과

완만한 대지에서 산림습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유

형은 대부분 소택형 산림습지로 나타났다. 또한 이

들의 교란상태는 도로 및 철도 건설로 인한 물의

차단으로 CCA지역은 60%, DMZ지역은 100%로

나타났다. 이렇게 물이 차단되는 것은 수리․수문

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 산림습지에 크게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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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습지

조사지역

수리․수문 지형 유형분류 교란상태

석포천

유역권

사천

유역권

농경지의

영향

범람

지역

완만한

대지
경사지

해
안
형

하
구
형

소
택
형

하
천
형

호
수
형

도로 및

철도건설

농경지의

영향

교란이

없음

민통지역

(CCA)

수 1/5 3/5 1/5 2/5 3/5 0/5 0/5 0/5 4/5 1/5 0/5 3/5 2/5 0/5

빈도율

(%)
20 60 20 40 60 - - - 80 10 - 60 40 -

비무장지대

(DMZ)

수 0/10 7/10 3/10 3/10 7/10 0/10 0/10 0/10 10/10 0/10 0/10 10/10 0/10 0/10

빈도율

(%)
- 70 30 30 70 - - - 100 - - 100 - -

표 2. 산림습지 조사지역별 수리․수문, 지형, 유형, 교란상태.

조사 지점 조사지점별 주요 식생의 피도

민통지역

(CCA)

1

․교목층：버드나무(3.5), 왕버들(2.0), 은사시나무(+)

․아교목층：버드나무(2.0).

․관목층：버드나무(1.2), 싸리(0.8)

․초본층：달뿔리풀(2.5), 물억새(1.0), 고마리(1.0), 큰개여뀌(+), 큰황새냉이(+), 강

아지풀(+), 벼룩나물(+), 오리방풀(+)

2

․교목층：버드나무(3.2)

․아교목층：신나무(2.0), 산뽕나무(1.2)

․초본층：억새(1.5), 갈대(2.2), 미국개기장(+), 바랭이피(+), 강아지풀(+). 매자기(+)

3

․교목층：아까시나무(2.0), 버드나무(3.5), 가중나무(1.0)

․아교목층：신나무(1.5), 버드나무(1.1), 족제비싸리(1.0)

․초본층：억새(2.2), 갈대(2.5), 골풀(1.0), 단풍잎돼지풀(+), 미국개기장(+), 쑥(+)

4

․교목층：버드나무(3.5)

․아교목층：신나무(1.2), 산뽕나무(0.8), 버드나무(1.5)

․초본：억새(2.5), 갈대(1.5), 미국개기장(+), 바랭이피(+), 강아지풀(+)

5

․교목층：아까시나무(+), 상수리나무(+)

․아교목층：버드나무(1.5)

․관목층：갯버들(0.8). 신나무(1.8)

․초본층：줄(2.0), 골풀(2.5), 나도겨풀(2.0). 사초(0.5), 애기부들(3.0), 갈대(3.2)

비무장지대

(DMZ)

1

․교목층：버드나무(1.8)

․아교목층：족제비싸리(0.8), 화살나무(+)

․초본층：물억새(2.8), 갈대(3.2), 줄(+), 산국(+), 들강아지풀(0.5), 여뀌(+)

2

․교목층：버드나무(2.5)

․아교목층：아까시나무(1.5), 버드나무(1.0)

․초본층：물억새(1.5), 갈대(2.5), 여뀌(+)

표 3. 조사지점별 식생피도결과.

2) 산림습지 식생의 특성
산림습지의 식생은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나누어 피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

과는 표 3과 같다. 지점별 식생피도는 대부분이

버드나무와 아까시나무가 가장 많은 피도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아교목층과 관목층에 족제비

싸리 및 산뽕나무와 같은 천이초기식생들이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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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점 조사지점별 주요 식생의 피도

비무장지대

(DMZ)

3

․교목층：버드나무(1.5), 아까시나무(3.2)

․아교목층：신나무(1.2)

․관목층：족제비싸리(0.5)

․초본층：물억새(1.0), 갈대(2.5), 줄(+)

4
․교목층：아까시나무(4.5)

․초본층：삿갓사초(3.8), 물억새(1.5), 여뀌(+)

5

․교목층：버드나무(1.8), 아까시(2.5)

․관목층：족제비싸리(3.0), 졸참나무(+)

․초본층：물억새(1.2), 갈대(2.0), 삿갓사초(+)

6
․교목층：아까시나무(4.5)

․초본층：삿갓사초(3.5), 사초spp.(2.0), 들강아지(+)

7

․교목층：버드나무(2.2)

․아교목층：신나무(2.5)

․초본층：갈대(1.5), 물억새(2.0), 여뀌(+)

8

․교목층：버드나무(3.2), 왕버들(2.0)

․아교목층：왕버들(1.0), 버드나무(2.5)

․관목층：족제비싸리(+)

․초본층：갈대(2.0), 줄(3.0), 골풀(+), 애기부들(+)

9
․교목층：버드나무(2.0), 아까시나무(1.0)

․초본층：갈대(4.0)

10

․교목층：아까시나무(1.5), 버드나무(2.5), 왕버들(1.2)

․아교목층：왕버들(1.0), 버드나무(2.2), 아카시나무(2.0)

․관목층：족제비싸리(+)

․초본：줄(+), 물억새(2.2), 갈대(4.0), 골풀(+)

표 3. 계속

산림습지 교목

및 관목 식생

성장 서식처 생활상전략 지표 습지식생지표

침엽수림활엽수림 피함 인내 침입 저항 FACW FAC FACU UPL

버드나무 • • •

왕버들 • •

아까시나무 • • •

산뽕나무 • • •

신나무 • • •

족제비싸리 • • •

표 4. 산림습지 식생의 특징.

또한, 조사 지점별 식생 분포는 교목층, 아교목

층, 관목층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이들

분포를 살펴보면, 교목층은 버드나무가 모든 조

사지점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서

아카시나무가 분포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의 경

우, 신나무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족제비

싸리 및 산뽕나무 등 천이초기 식생들이 서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목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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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싸리가 다른 식생에 비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산림습지 식생의 특

성은 버드나무가 거의 모든 조사 지점에서 서식

하고 있으며, DMZ 조사 지점일수록 아까시나무

와 족제비싸리의 분포 및 피도가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교목층 식생분포

아교목층 식생분포

관목층 식생분포

그림 2. 지역별 산림습지의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식생 분포 특성.

본 연구 조사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관

목 및 교목의 식생을 습지식생 지표로 나타내보

면 표 4와 같다.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버

드나무, 왕버들, 신나무는 습지식생으로 나타나

는 종이며, 아까시나무, 산뽕나무, 족제비싸리

는 침입성 수종으로 습지가 아닌 곳에서도 잘

자라는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침입성 수종은

다른 식생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육화 상태로 천이를 일으키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범람지역에서 보이는 식생은 습지식생

인 버드나무, 신나무 그리고 왕버들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아까시나무와 족제비

싸리도 서식하고 있었다. 완만한 대지에서는 또

한 버드나무의 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침입종인 아까시나무와 족제비싸리의 분포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범람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버드나무 및 신나무의 서식이 두드러져 자연산

림습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지형에 따른 식생의 분포 특성.

2.산림습지의 변화 예측

1) 산림습지 수리․수문, 지형, 습지유형, 교란
의 예측

산림습지의 수리․수문은 도로와 철도의 건설

로 인해서 차단되고 유역내 흐름을 방해하고 있

어,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즉, 북한에서 들어오

는 사천이 본 연구 대상지역인 DMZ 산림습지

유역권을 걸쳐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산림습지의

유역권이 도로와 철도의 건설을 통하여 물이 차

단되고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산림습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와 연계되어 수문학적,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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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 따라서, 곳곳에서

물이 흐르지 않아 점차 건조성으로 바뀌어 갈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산림습지의 지형은 대부분

이 범람원과 완만한 대지로 수리․수문의 영향

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형이다. 따라서, 물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형에 있어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림습지의 유형은 대부분이 소택형 산림습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 수리․수문적 변

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육화되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족제비싸리, 아

까시나무, 산뽕나무 등이 침입해 들어온 소택형

산림습지는 육화 과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들

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산림습지의 교란은 도로와 철도 건설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남북경제 협력과 연계되어 계속적으로 영향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란은 서식처를 단절시

키고 패취화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식물상
아까시나무, 산뽕나무, 족제비싸리와 같은 침

입종의 지역별 빈도율은 그림 4와 같다. 민통지

역은 침입종이 80%가 유입해 들어왔으며, DMZ

지역은 침입종이 50%가 서식하고 있었다. 따라

서 이들 전체 지역에 대한 침입종 빈도율은 60%

정도이며, 이는 침입성과 번식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그 빈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식물들 중에서 주목할 것은 관목층에

서 족제비싸리의 침입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즉,

수리․수문적으로 조사지역에서 물길이 차단되

어 점차 건조한 상태로 변해간다면, 이런 곳에서

도 잘 자라는 족제비싸리는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 뿐만 아니

라 아까시나무와 산뽕나무도 그 범위를 넓힐 것

이며,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림

습지는 점차적으로 육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조사지역별 침입종 빈도율.

V. 결론 및 고찰

파주 DMZ와 민통지역을 관통하는 경의선 지

역의 산림습지는 버드나무와 신나무 등의 습지

관․교목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넓은

지역을 걸쳐 사천유역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지형이 범람지역과 완만한 대지로 형성되

어 있어 수리․수문에 쉽게 영향을 받음으로서

산림습지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산림습지는 예전의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오랫동안 자연상태로 방치되면서 소택형

산림습지로 변해져 있었다.

하지만, 도로 및 철도의 건설로 물길이 차단되

면서 아까시나무와 족제비싸리의 피도가 증가되

고 있는 추세로 산림습지가 점차적으로 육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산림습지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물길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역

적 흐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

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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