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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propose the plan of creating a biotope reflecting an ecological education

as well as its function as the habitats of amphibian in Namsan Urban Natural Park in Seoul. There

were Cheonil mineral spring area which was located on the southern side of Namsan, wetlands which

was already created on the east valley(800m
2
) and a buffer area of the circumference(1,100m

2
) as the

biotope sites.

Major fields of this study include a survey of the staus, a basic plan, a master plan; a survey of

this site was focused on topography, water system, existing vegetation, wildbird, amphibian, trail; a

detailed plan was focused on flow plan, planting plan, facility plan.

Existing vegetation was classified into 8 types; Pinus densiflora forest, Pinus densiflora planted area,

Prunus sargentii-Quercus spp. forest, Pinus rigida forest, Robinia pseudoacacia forest, artificial green

space, wetlands, south beltway. There were Pinus densiflora planted area and Prunus sargentii-Quercus

spp. forest as major vegetations of this site. 14 species and 33 individuals of wildbirds appeared, Rana

temporaria ornativentris and Hynobius leechi were investigated in the wetlands.

In particular, habitats of amphibian were divided eco-zone, buffer-zone and restore-zone, and habitats

and facilities which would b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were planned. As a result,

environment elements of good habitats including spawn wetlands of amphibian, harbor of amphibian,

water plant of wetland, wild shrubs forest, ecological landscape forest, wetland observation trail,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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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etland protection and ramp by pebble and log were created at the site. The amphibian biotope

of Namsan is rated high as an important space for conserving biodiversity. Accordingly, continuous

monitoring of this biotope as a urban habitat is required as the environment changes.

Key Words：Habitats of amphibian, Eco-zone, Buffer-zone, Restore-zone.

I. 서 론

최근 도시생태계는 자연을 변형시키고 외부로

부터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를 도입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생활 때문에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상실되고 있다. 생

태계 기능 훼손의 1차적인 원인은 도시 개발에

의한 생물서식공간의 파괴로서 도시환경이 대기

오염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건조화, 지하수위 저

하 등으로 인해 생물서식에 불리한 여건으로 바

뀌면서 서식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한국환경

복원녹화기술학회, 2004). 이와 같은 생물종다양

성 저하는 단순히 생물종의 소멸 뿐만 아니라 인

간의 정서와 정신적 풍부함, 인간과의 끊임없는

접촉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와 문화의 기반인 자

연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는 황폐해진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통한 생물다

양성 증진 및 생물종의 안정적인 서식처 확보, 도

시민을 위한 자연생태체험 등의 생태적 측면에서

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학교 비오톱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소,

하수처리장, 고속도로 친수공간 조성 등의 그 지

역특성에 적합한 비오톱 창출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성준 등, 2002). 또한, 특정화된

목표종을 대상으로 櫻井善雄(1991)은 도시지역

내 습지비오톱 조성에 따른 잠자리 종류 및 개체

수, 종다양성과의 관계를 밝히고, 주변에 수변식

생 및 수림지에 따른 서식유형을 제시하였다. 奧

野良之助(1995)나 金子繁則 等(1990)은 도로 개

발 등에 따른 두꺼비 대체서식처 조성기법에 있

어 그 생태적 특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국내에

서도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곳곳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공고의

생태연못,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 유

네스코회관 옥상 생태공원 등을 들 수 있다(조동

길, 1999; 전승훈 등, 2000; 이경재, 1999; 김귀

곤․조동길, 2004).

특히, 서울시에서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

연환경복원의 일환으로 남산, 북한산, 인왕산, 북

악산 등 청계천 유역 4개 산 계곡에 생태연못 54

곳을 조성하였다. 세부적으로 남산 14곳, 인왕산

6곳, 북악산 8곳, 북한산 26곳으로 돌, 자갈, 흙

등을 이용해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였으며 도심내

생태계의 모태 역할을 할 수 있는 습지, 물 웅덩

이 형태로서 개구리 등 야생동물들의 서식 환경

이 개선되면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조성지역 중 남산도시자연공

원은 서울시 중심녹지핵으로서 지난 30여년동안

도시화에 따른 훼손이 심각하였으며, 오늘날 서

울시의 환경질을 대표하는 중요한 생태계로 인식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산도시자연공원은 도심

녹지의 핵심적 역할과 함께 남북녹지축의 중요한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차별화된 생태복원 및 관리

가 필요한 지역인 것이다(서울시,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구리와 도롱뇽이

관찰되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서울시 남산

도시자연공원의 천일약수터 주변 지역을 대상으

로 안정적인 서식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단계에서

구상, 기본계획까지 구체적인 조성방안들을 모색

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물서식공간

을 조성함으로서 환경교육 및 체험의 장,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연구의 장으로서 유

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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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범위

남산도시자연공원은 용산구와 중구의 경계에

위치하여 중구 6개동, 용산구 5개동으로, 2개구

11개동에 걸쳐 분포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응봉

과 접하고 있다(서울시, 1994). 광역적으로는 북

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시 남북녹지

축의 중간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고립, 공원이용, 산성우 및 지하

수위 하강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생물종 단순

화 뿐만 아니라 귀화종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하

여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이경재 등,

2004).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

지는 서울시 용산동 2가 산 1-3번지에 위치한 천

일약수터 지역과 동쪽 계곡부에 기조성된 반딧불

이 서식처인 기존 습지지역(800m
2
) 및 주변 완충

지역(1,100m
2
)이다. 천일약수터 동쪽 계곡부는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붕괴 및 주변 식생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호안정비사업을 실시

하였으나 이는 양서류 서식처 훼손 및 소멸을 초

래하였다. 이 후 남산제모습찾기사업시(2000년)

반딧불이 등 곤충류 서식을 위해 계곡 좌우에 습

지를 조성하였으나 산림내부에 위치하여 산란에

실패하였으며 이를 대체․보완하여 양서류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4년에는 산개구리가 산

란하여 부화에 성공하였으며 2005년 4월 조사결

그림 1. 대상지 위치도.

과, 산개구리의 재산란과 도롱뇽의 산란이 관찰

되었으나 갈수기의 물 부족 현상은 알의 부화 및

분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안

정적인 산란처 확보가 시급한 상태이었다. 이상

과 같이 천일약수터 동쪽 계곡부를 대상으로 정

비 및 복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생태적 관점에서

의 안정적인 양서류 서식을 위해서는 복원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

다. 또한, 인접지역인 천일약수터 지역은 주민들

의 이용이 높아 동쪽 계곡부내 기조성지의 서식

환경에 위험요소로 작용되어 천일약수터 지역과

연계된 생태적 서식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일약수터 지역

과 동쪽 계곡부 기조성된 습지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분석, 기본구상 및 계획과정을 통하여 목

표종인 양서류의 안정적인 서식 및 산란처 제공,

완충 및 보호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연구내용

그림 2는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연구는 1단계 조성여건 조사․분석 및 종합

고찰, 2단계 기본구상, 3단계 기본계획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분석 및 종합고찰단계에서는

자연환경, 자연생태, 인문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자연환경에서는 기후 및 기상, 지형 및 수계현황

을, 자연생태에서는 주요수목 및 현존식생을 토

대로 양서류 서식환경을 조사하였고, 동물생태에

서는 야생조류 및 양서류를 중심으로 출현종 현

황을 파악하였다. 인문환경에서는 등산로 및 소

로 등의 동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상의 자료

를 검토하여 양서류 서식․산란을 위한 잠재성과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2단계 기본구상에

서는 양서류 서식공간, 완충공간, 자연관찰․학

습공간에 대한 주제설정에 따른 기본구상을, 3단

계 기본계획에서는 양서류 서식․산란을 위한 습

지와 주변 산림생태계 복원 및 완충공간 조성계

획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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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1단계

조성여건

조사․분석

및 종합고찰

자연․인문환경적 특성 조사․분석

자연환경 자연생태 인문환경

기후․기상,

지형, 수계

주요수목, 현존식생,

야생조류 및 양서류

등산로 및

소로 현황

종합분석 및 잠재성 도출

2단계

기본구상

주제설정 기본구상

양서류서식공간, 완충공간,

자연관찰․학습공간 주제설정

생물서식공간 조성 구상, 자연관찰․학습

프로그램․공간 구상, 이용 및 관리계획 구상

기본구상도 작성

3단계

기본계획

전체공간 기본계획 세부공간 기본계획

양서류 서식․산란처 제공을 위한 습지조성

주변 산림생태계 복원 및 완충공간 조성

자연관찰․학습을 위한 동선계획,

공간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그림 2. 연구내용 및 과정.

3.연구방법

1) 조성여건 조사․분석
자연환경에 있어서 기상 및 기후는 기상청

(2001)에서 발표한 최근 30년간(1971～2000)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연평균기온, 강수량, 풍속, 습

도 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지형구조에서는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Arc/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사, 향, 표고를 분석하였

다. 수계구조에서는 개괄적인 수계망을 파악하였

으며,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기조성지내 계곡수계,

습지수계, 습지의 형태로 구분하여 도면화하였다.

자연생태에서 주요수목 분포현황은 1/1,000의

수치지형도에 위치 및 규격을 표기하고 분포현황

을 도면화하였다. 현존식생 조사는 서울시 비오

톱 연구(서울시, 2000)와 권전오(2003)의 기준을

바탕으로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이용

유형을,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은 교목층 우점종

의 식생상관(vegetational physiognomy)에 의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도면화하였다. 동물생태 분야에서 야생조류의 서

식 관계 분석은 선조사법(Line-transect)을 이용하

여 일출 후부터 정해진 조사경로를 따라 도보로

좌우 25m에 나타나는 야생조류를 육안 및 쌍안

경, 필드스코프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울음소리,

나는 모양 등으로 종명, 개체수, 주요행동 등을

조사하였다(入間市, 1996). 야생조류는 출현종의

서식특성을 고려하여 수관형, 수간형, 관목형, 인

가형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최진우,

2004). 양서류 서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

미류(無尾類, 개구리류)는 포충망과 족대를 사용

하여 계곡 및 습지지역 주변에서 이동 중인 개체

와 돌밑 혹은 숲 속에 은신하고 있는 종과 개체

수를 확인하였다. 유미류(有尾類, 도롱뇽류)는 웅

덩이에 물이 고여 있거나 바위 틈과 낙엽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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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사분석도. 그림 4. 향분석도. 그림 5. 표고분석도.

확인하였다. 인문환경에 있어서 대상지의 등산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1,000 지형도에 대상

지를 관통하거나 주변에 형성된 등산로, 소로 등

을 도면화하였다. 이상의 현장조사는 2005년 3～

7월에 걸쳐 수행하였다.

2) 기본구상 및 계획
기본구상은 현황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양서류 서식처 조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 공간별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전체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양서류 서식처 제공을 위한

습지 조성과 서식처 주변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완충, 복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부문별 세

부 조성계획으로 동선계획 및 공간별 식재계획에

있어 양서류 서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하

여 현황을 토대로 적정한 동선체계 및 식재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계획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대상지의 조사 및 분석

1) 자연환경
(1) 기후 및 기상

기상청에서 측정한 서울특별시의 최근 30년간

(1971～2000년)의 기후 및 기상현황을 살펴볼

때, 연평균 기온은 11.8℃로 신갈나무 등 참나무

류와 소나무가 흔히 자랄 수 있는 온대 중부기후

에 해당하며(임경빈, 1996) 연평균 강수량은

1,369.8mm로서 6월부터 9월까지 약 70%가 집중

되는 여름집중 강우형이었고 습도는 66%, 풍속

은 2.4㎧이었다(기상청, 2001).

(2) 지형구조

지형구조 분석 결과,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지

일대의 경사도는 완경사지(경사도 5～15°)가

78.69%, 경사지(경사도 15～20°)는 12.09%로 대

부분 경사도 20°미만의 완만한 상태이었다. 생물

서식공간 조성예정지는 남산도시자연공원의 남

측에 위치하고 있어 남동, 남, 남서향이 전체의

85.73%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대상지 일대

의 표고별 현황을 살펴보면 해발고 155～185m가

85.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수계구조

천일약수터가 위치한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지

와 기조성된 습지가 위치한 동쪽 계곡부의 수계현

황을살펴보면(그림 6, 7), 홍수로 인한 토양 및 식

생유실을 방지하고자 콘크리트로 정비된 수로를

따라 수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대

부분 지하로 스며들고 있었다. 세부 수계현황으로

는 동쪽 계곡부의 기조성지는 콘크리트로 조성된

수로 양측에 각각 4개소의 물웅덩이가 조성되어

양서류의 서식․산란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로

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일부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어 물웅덩이로의 물

공급이 어려웠으며호스(직경 3cm)에 의존한 물공

급 방식으로 인해 우기시에는 낙엽 또는 자갈에

의해막혀서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으로판

단되었다. 하지만 물웅덩이 조성 지역 상부에 관

정이 설치되어 갈수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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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성예정지 일대의 수계구조도. 그림 7. 기조성된 생물서식공간의 수계구조도.

수종명 흉고직경(cm) 수고(m) 지하고(m) 수관폭(m) 주수

산벚나무 12～40 8～15 5～9 2～6×2～6 22

때죽나무 5～24 3～9 2～7 2.5～5×2～4 17

버드나무 - 1.2 0.6 1×1 1

은행나무 15～18 7～10 4～7 4×4 2

자귀나무 12 12 8 4×3 5

아까시나무 27～32 14～16 8～10 5×5 2

메타세콰이어 28～38 15～16 5～7 4～6×4～6 6

소나무 7～8 5～6 3～4 2.5×2.5 3

리기다소나무 16 11 8 2×1.8 1

전나무 7 4 2 1.8×1.8 2

표 1. 조성예정지 일대의 주요수목 분포현황.

어 있어 다소간에 물 부족현상을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지인

천일약수터 계곡은 약수터를 기점으로 갈수기에

도 물이 지속적으로흐르는 것이 조사되었으나 양

서류의 서식․산란을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면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습지를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동측 계곡부에 기조성된

습지는 물공급 방식의 문제로 인해 갈수기의 하

단부 물웅덩이에 물 부족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

니라 산란시 밀도가 높아 양서류의 안정적인 서

식처로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천일약수터 계곡은

갈수기에도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었으나 양

서류의 서식․산란을 위해서는 물이 고일 수 있

는 습지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

서 최적의 양서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조

성된 습지지역은 물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하단

부 물웅덩이는 천일약수터 지역과 연계하여 원활

한 물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천일

약수터 계곡은 물이 고일 수 있는 습지조성과 더

불어 다양한 산란 및 은신처 조성을 위한 자생종

중심의 식재계획을 통한 서식․산란처 복원계획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자연생태
(1) 식물생태

①주요수목 분포현황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

지인 천일약수터쪽 계곡부 일대에 출현하는 주요

수목의 분포현황(표 1)을 살펴보면 주요종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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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식생 유형 면적(m2) 비율(%)

그림 9. 조성예정지 일대의 현존식생도.

소나무림 1,930 4.06

소나무식재지 6,069 12.76

산벚나무-참나무류림 5,918 12.44

리기다소나무림 15,975 33.57

아까시나무림 12,459 26.18

조경수식재지 1,974 4.15

습지지역 1,728 3.63

남쪽 순환로 1,529 3.21

합 계 47,582 100.00

표 2. 조성예정지 일대의 현존식생 현황.

그림 8. 조성예정지 일대의 주요수목 현황도.

벚나무 8주, 소나무 3주, 때죽나무 11주이었으며

조경수로 은행나무 2주, 인공림으로서 아까시나

무 2주가 분포하였다. 조성시 자생종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주변 산림내

수종과 이질적인 은행나무 및 아까시나무는 제거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조성된

동쪽 계곡부지역에는 산벚나무 14주, 때죽나무 6

주가 분포하였으며 주변 여건에 따라 제거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목으로는 자귀나무 5주, 메타세콰

이어 6주, 리기다소나무 1주, 전나무 2주, 버드나

무 1주가 분포해 있었다. 대상지내의 산벚나무,

때죽나무는 현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에 분포하는 리기다소나무, 메타세콰이어를

포함한 조경수목은 생물서식을 위한 일조조건에

적합하도록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②조성예정지 일대의 현존식생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

지 일대의 현존식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 주변으로는 리기다소나무림이 33.57%로

가장 넓었으며 아까시나무림 26.18%, 소나무식

재지 12.76%, 산벚나무-참나무류림 12.44%이었

으며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지는 소나무식재지

및 산벚나무-참나무류림 내부에 위치하였다.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지 주변으로 인공림인

아까시나무림, 리기다소나무림, 조경수식재지가

입지하고 있어 습지복원시 인공림에 대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주변 토

지이용으로는 하단부에 기존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좌측상단부에 천일약수터, 좌측에 인접

하여 고라니 사육장이 각각 입지해 있었다. 특히,

생물서식공간 조성시 천일약수터는 수질이 양호

하고 여름철 또는 갈수기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습지조성시 물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③기조성지 습지내부의 현존식생

기조성된 동쪽 계곡부의 습지지역은 전체 면

적이 약 641m
2
이었고, 습지와 수로사이의 나지

가 45.50%로 가장 넓었으며 정비된 수로가

25.01%이었다. 습지내부에는 수면이 7.80%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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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현존식생 유형 면적(m2) 비율(%)

그림 10. 기조성지 습지내부의 현존식생도.

1 달뿌리풀 29 4.58

2 달뿌리풀-창포 14 2.25

3 미나리-창포 7 1.14

4 창 포 17 2.66

5 고 마 리 7 1.08

6 수 면 50 7.80

7 수 로 160 25.01

8 사면나지 24 3.79

9 나 지 292 45.50

10 발파가공석 정비지역 40 6.18

합 계 641 100.00

표 3. 기조성지 습지내부의 현존식생 현황.

장 넓었고 달뿌리풀(4.58%), 창포(2.66%), 달뿌

리풀-창포(2.25%)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표 3).

기조성된 습지는 계곡부 콘크리트 수로를 중

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각각 4개소가 조성되어 있

었다. 습지내부의 물공급은 콘크리트 수로에 보

를 임시로 조성하여 호스를 연결함으로서 물웅덩

이에 물을 유입하여 유지하고 있었으며 상부에

빗물저장 물탱크를 조성하여 우기시에 저장하여

갈수기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내 상부 습

지는충분한 수면과 수심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하

단 습지는 물 부족으로 인해 양서류의 산란처로서

부적합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향후, 서측 하단부

습지는 천일약수터 지역과 연계된 생물서식공간

을 조성하여 물의 유입을 유도하면 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측 습지는 콘크리트로

정비된 수로내에 凹형 보를설치하여 노후화로 인

해 유실되는 물을 유입함으로써 물부족 현상을 해

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림과 연계된

습지 주변부의 발파가공석은 제거하고 자연스러

운 자연소재를 이용함으로서 안정적인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동물생태

①야생조류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지 주변에 출현하는 야

생조류는 산림서식처 공간적 이용특성에 따라 산

림내부종, 산림가장자리종, 비특화종, 도시화종

(Bender et al., 1998)으로 구분하여 종수 및 개체

수를 분석한 결과(표 4), 텃새 12종, 나그네새 1

종, 여름철새 1종으로 총 14종 33개체가 관찰되

었다. 출현종 중에서 쇠박새가 6개체로 출현빈도

가 높았으며 붉은머리오목눈이(5개체), 노랑턱멧

새(5개체), 까치(4개체) 등이 주요 관찰종이었으

며 야생조류는 먹이사슬의 상위단계로서 자연관

찰․학습프로그램 계획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체 출현종을 대상으로 서식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산림내부종이 오색딱다구리, 곤줄박이 등 6

종 7개체, 산림가장자리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를 비롯하여 3종 11개체, 산림의 내부 및 가장자

리지역의 특정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 비특화종은

쇠박새, 박새 등 4종 11개체, 도시화종은 까치 1

종 4개체가 발견되었다. 영소길드 분석결과, 딱

따구리 등 수간에 둥지로 사용하는 야생조류가

42.9%,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관목층을 둥지로 사

용하는 조류가 35.7%를 나타내었다. 채이길드에

서는 관목 및 수관에서 먹이를 구하는 야생조류

분포율이 각각 35.7%를 차지하였다. 즉, 대상지

는 등산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관목성상의 조류와

소형조류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등산로

를 중심으로 주연부에서 관찰되었다. 생물서식공

간 조성에 있어 양서류를 목표종으로 설정하였으

나 남산도시자연공원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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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유형 종 명 개체수 영소길드 채이길드 관찰지역 주요행동

산림

내부종

오색딱다구리 1 수간 수간 아까시나무 채 이

쇠딱다구리 1 수간 수간 산벚나무 이 동

쇠유리새 1 관목 관목 철쭉류 이 동

흰배지빠귀 1 관목 관목 계 곡 채 이

곤줄박이 2 수간 수관 메타세콰이어 이 동

동 고 비 1 수간 수간 산벚나무 지저귐

산림

가장자리종

꿩 1 관목 관목 소나무 바닥 채 이

붉은머리오목눈이 5 관목 관목 철쭉류 이 동

노랑턱멧새 5 관목 관목 소나무 이 동

비특화종

직박구리 1 수관 수관 메타세콰이어 이 동

쇠 박 새 6 수간 수관 산벚나무 채 이

박 새 3 수간 수관 산벚나무 채 이

어 치 1 수관 수관 리기다소나무 이 동

도시화종 까 치 4 수관 인가 아까시나무 휴 식

합 계 총 14종 33개체

표 4. 조성예정지 일대의 야생조류 출현현황.

그림 11. 조성예정지 일대의 야생조류 출현현황도.

고자 양서류 이 외에 먹이사슬의 상위와 하위에

위치한 야생조류, 곤충류 등을 유입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②양서류

천일약수터 동쪽 계곡부에 기조성된 물웅덩이

의 양서류 출현현황을 살펴보면(표 5), 총 83묶음

의 산개구리 알이 발견되었으며 주로 수량이 풍

부하고 습지식물이 생육하는 좌측 웅덩이가 주요

산란지로 76묶음(91.6%)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림 12. 기조성지 습지내부의 양서류 출현현황도.

우측에서는 최상단의 물웅덩이를 제외한 하단부

웅덩이는 수량이 부족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등

건조화의 피해를 입고 있어 7묶음(8.4%)만이 발

견되었으며 생육상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도롱뇽 알은 7묶음으로 소규모로 발견되

었으나 서측은 물 유입량이 충분하고, 수생식물

에 의해 안전한 상태이었으나 동측은 상부웅덩이

로부터의 물 유입량이 부족하여 생육이 부적합한

현황이었다. 따라서 도롱뇽의 안전한 산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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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명 개체수
습지폭

(m)

서식처면적

(m)
바닥현황 주변현황 및 특이사항

1 산개구리 3묶음 1.5 12×1.5 낙엽 모래
∙수면건조시 알 건조 및 까치에 의한 피해

∙주로 서쪽 물 고이는 지역 중 상태불량

2-1 산개구리
수중 7묶음

수면 15묶음
4 4×5 낙엽 모래 ∙수면얼음, 수면생육불량

2-2 산개구리
수중 3묶음

수면 3묶음
4 4×5 낙엽 모래 ∙수면얼음, 수면생육불량

3 산개구리
수중 12묶음

수면 8묶음
5 5×6 낙엽 모래 ∙물 흐름이 없는 곳에 산란

4
산개구리 25묶음

3 3×6 낙엽 모래
∙5묶음 생육불량

도롱뇽 3묶음 ∙미나리, 꽃창포 등에 의해 보호

5 산개구리 3묶음 3 3×4 낙엽 모래 -

6
산개구리 1묶음

1.5 1.5×5 낙엽 모래 ∙상부웅덩이로부터 물 유입량 부족
도롱뇽 1묶음

7
산개구리 3묶음

1 1×6 낙엽 모래 ∙상부웅덩이로부터 물 유입량 부족
도롱뇽 3묶음

표 5. 기조성지 습지내부의 양서류 출현현황.

하여 원활한 물 공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기조성된 습지는 양서류 서식을 위해서 중요

한 지역이나 현재, 수직으로 정비된 콘크리트 수

로로 인해 동․서측의 산란처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태 이후 분산시 산림으로의 단절을 초

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인문환경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예정지

일대의 등산로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13), 대상지

내부에서는 천일약수터 진입부을 위한 3～4m의

주요등산로가 남측순환로와 연계되어 있었다.

기조성된 물웅덩이로의 탐방객 출입은 제한되

어 있었으나 소월길 또는 팔각정 부근의 배드민

턴장을 통해 출입하는 등산로가 난립해 있어 현

재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등산로의 확폭, 식생의

훼손 등 이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생물서식공

간의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등산로의 폐쇄

및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3. 조성예정지 일대의 등산로 현황도.

4) 종합분석
기존의 남산은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 및 과도

한 이용으로 양서류가 절멸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새롭게 발견되면서 남산 생태계 복원의 핵

심적인 생물서식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생태계 회복의 잠재지역

으로서 본 대상지는 소나무식재지 및 산벚나무-

참나무류림 내부에 위치하였으며 야생조류 및 양

서류의 서식공간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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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상지역 중 천일약수터 지역은 물의 충

분한 확보는 가능하나, 양서류 산란을 위한 습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으며 물이 고일

수 있는 습지잠재지역으로 상단부 3개, 하단부 2

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기조성지인 동쪽 계곡

부는 산개구리 및 도롱뇽의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물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

점으로 도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수량 확보를

위하여 천일약수터 지역과 연계된 물공급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남산생태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이용객이 많아 지역주민

참여 및 자연학습프로그램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이므로 향후, 이를 계획요소에 반영하여 지역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그 잠재성을 토대로 환

경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기본구상 및 계획

1.기본방향

남산도시자연공원은 최근, 주변 지역의 자연생

태계 훼손으로 사라졌던 양서류가 발견되면서 생

태계 복원의 핵심적인 생물서식공간으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생태계 먹이사슬에 따라 뱀 등의

파충류와 맹금류의 유입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산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이용객이 많아

지역주민 참여 및 자연학습프로그램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남산도시

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의 기본방향은 양

서류를 위한 서식환경개선과 함께 자연생태체험

장 제공, 관리체계 수립으로 설정하였다. 서식환

경개선에서는 생물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식

처를 확보하고자 습지생태계 복원, 완충공간 확

보, 먹이자원 및 서식공간 제공을 조성목표로 설

정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장 제공에서는 도시민

들에게 습지생태계 관찰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자 양서류 등 습지생태계 해설판 및 동․식물 푯

말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관리체계 수립에 있어

서는 지역주민을 통해 복원공간의 관찰․모니터

링을 통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관

리목표는 도심내 생물종다양성(diversity) 증진으

로 설정하였다.

2.기본구상

그림 14는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나타낸 것으로 도심내

에 고립된 산림지역내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통한

생물종 보호및 종다양성 증진, 양서류 서식․산란

을 위한 습지환경 개선, 양서류 서식조건 확보를

위한 완충지역(곤충류 서식처) 조성, 자연관찰프

로그램 제공을 조성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지

내의 공간은 습지조성지 보호 및 생물서식공간내

서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처를 확보하고자 생물

서식공간(eco-zone)과 완충공간(buffer-zone), 복원

공간(restore-zone)으로 구분하였다.

생물서식공간은 천일약수터가 입지한 서쪽 계

곡부에 습지 5개소, 기조성지인 동쪽 계곡부에

습지 1개소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

한, 서쪽 계곡부에 조성되는 습지에 대해서는 천

일약수터의 물을 유입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를 유

지하고자 하였으며, 기조성된 물웅덩이에 대해서

도 계곡부에 안정적인 물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갈

수기를 대비해 기조성된 물탱크 및 관정을 활용

하여 습지지역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습지

내부에는 안정적인 서식처 및 산란처 제공과 천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완충지역에 수생식

물을 식재하고, 습지 주변에 분포하는 아까시나

무 등 외래식물은 제거하고자 하였다. 한편, 콘크

리트 옹벽 및 발파가공석은 변태한 양서류의 분

산을 방해하므로 양서류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콘

크리트 수로내 돌, 나무 등을 이용한 경사로를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쪽

고라니 사육장 및 조경수식재지를 양서류 서식처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광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타세콰이어,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종의

밀도 조절이 필요하며, 양서류 휴식 및 먹이제공

을 위한 습지성 초본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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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조성예정지의 부문별 기본구상도.

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식재 및 습지복

원은 양서류 뿐만 아니라 먹이자원인 곤충류의

서식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

서류는 변태 이후 산림지역으로 분산하여 여름과

겨울을 나므로 습지지역을 산림과 연결할 수 있

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종의 안정적인

분산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 찔레꽃, 작살나무,

병꽃나무 등 자생종을 중심으로 하는 주연부 관

목을 식재하여 군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완충공간과 인접한 산림지역은 복원공간으

로 설정하여 현재, 이질적인 리기다소나무, 아까

시나무림과 같은 인공림의 형태를 점차 남산의

자생종인 참나무류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생태적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생태적 식

재 및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공간별 정비를 통하여 자연관찰프로

그램으로서 이용객의 친자연적인 이용을 유도하

며 기존 등산로를 자연관찰로로 개설함으로써 주

변에 난립해 있는 등산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또한,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관찰

로로 조성, 경관위해 요소를 완화하고 이를 활용

하여 기존 산책로와 콘크리트 옹벽상부에 데크를

활용한 서식처 관찰로를 조성함으로써 친자연적

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 습지지역 주변은 습지보존시설물 설치와 등산

로 주변에서 습지로의직접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차단식재를 통하여 양호한 양서류 이동통로 및 서

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3.기본계획

1) 전체공간 기본계획
앞 단계에서 제시한 여건 조사 및 분석, 기본

구상 내용을 토대로 양서류 산란습지, 양서류 피

난처, 습지관찰데크, 등산로 정비, 기존 경관림의

생태적 복원공간을 중심으로 그림 15와 같이 기

본계획도를 작성하였다.

2) 세부공간 기본계획
세부공간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전체공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동선, 공간별 식재계획, 시설물

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동선계획

동선은 외부동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주출입구는

남측순환로와 연결되며 기존천일약수터와 연결되

는 등산로를 활용하여 가능한 정기적인탐방을 제

외한 외부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도록 진입부에 경

고문을 부착하도록 제안하였다. 자연관찰을 위한

동선계획에서는 정기적인 탐방시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습지지역의 양서류에 대해서만

관찰데크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식재계획

공간별 식재계획에서 습지조성지역은 양서류

의 서식처로서 가능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포트형 또는 목재로 경계를 설정한 후 습지

자생초본을 식재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인 식재종

에 있어서 습지 내부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자

생초본인 가래, 달뿌리풀, 부들, 부처꽃, 세모고랭

이, 큰고랭이, 창포로 7종을 선정하였다. 습지 주

변으로 양서류의 안정적인 서식 및 분산을 위하

여 관목 중심으로 식재하며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에 자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찔레꽃, 덜꿩나무,

좀작살나무, 진달래, 보리수, 조팝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8종을 제안하였다. 습지 주변의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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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조성예정지의 기본계획도.

관찰로 주변의 교목․아교목 식재에 있어서는 기

존 주요수목 분포현황을 토대로 이질적인 외래종

을 제거하고 산림내 자생종(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귀룽나무, 느릅

나무, 다릅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팥배나무, 산사나무, 쪽동백, 때죽나무, 산딸나무,

아그배나무 총 17종)을 중심으로 대체하여 생태

적으로 안정된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3) 시설물계획

시설물 배치를 위한 부지정지계획에 있어 기

존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며, 대상지내에서 절․

성토량이 균형되도록 정지계획하며 대상지 고저

차를 그대로 활용하여 부지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포장계획에서는 천일약수터

진입로와 기존 습지지역을 대상으로 전자는 천일

약수터 철거지역의 호박돌과 기존 침목을 재활용

하며, 후자는 수로정비지역에 목재데크를 설치하

여 양서류 서식처 관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

한, 기존의 지형내 비포장 및 철거자재를 활용하

며 습지지역내 양서류 관찰을 위한 지역은 자연

소재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

다. 기존 등산로는 비포장으로 하며 자연관찰을

위한 목재데크 설치지역은 내구성, 경제성, 시공

성 및 유지성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고, 질감이

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외관이

변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였다. 물공급계

획에 있어서 서쪽 계곡부 조성습지의 경우, 천일

약수터의 물을 유입하여 안정적인 수량을 유지하

도록 하며 기조성된 동쪽 계곡부의 물웅덩이는

물탱크 및 관정과 같은 물공급시설을 설치, 관리

하여 갈수기에도 지속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관찰시설로서 양서류 관찰을 위하여 기조

성된 동선을 활용하여 남산도시자연공원의 이미

지를 제고하며, 장소적인 특성이나 경관적인 가

치를 고려하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안내,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설판을 배치

하도록 하였다. 안내시설로서 대상지내 종합안내

판, 소규모 해설판 등이 설치되며, 종합안내판은

진입부에 설치하되, 생물서식공간 조성의 의의,

허용행위,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규모 해설판은 가능한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서

식 양서류, 분포 식물에 대하여 해설토록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태적 잠재력

을 살려 양서류 서식공간의 기능과 생태교육을

위한 관점에서 생물서식공간 조성방안에 그 목적

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남산 남측에 위치한 천일

약수터 및 동쪽 계곡부에 위치한 기조성지를 대

상으로 조성여건 조사⋅분석, 기본구상, 기본계

획 과정을 적용하였다. 특히, 대상지내의 공간을

습지조성지 보호 및 생물서식공간내 서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서식공

간, 완충공간, 복원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특

성에 적합한 서식처와 시설물계획을 수립하였으

며 기존 현황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동선 및 식

재계획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있어서

는 양서류 산란습지, 양서류 피난처, 습지관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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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중심으로 서식환경 유지를 위한 주변의 경

관림 복원, 등산로 및 옹달샘 접근로 등을 세부적

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물서식

공간과 연계된 완충공간, 복원공간 조성방안은

초기적 단계로서 양서류의 분산, 활동, 월동 등의

영역성 파악을 위해서는 원격추적조사와 같은 후

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

러한 모니터링 자료구축을 통하여 양서류 서식을

위한 최적의 습지환경(수량, 수질, 먹이원 등) 조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계획도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생물서식공간

이 도시 생물권의 보전, 교육적 측면에서 선두적

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 후, 적극적인 생태

계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용프

로그램 개발 및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강화 등도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기존

소나무교실, 식물교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에

의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능동

적인 지역주민 및 학생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하여 도시내 생물종 보호 및 종다양

성 증진, 남산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생물종 공급

원으로서의 역할, 생태교육을 통한 자연보호의식

고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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