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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 닝샤(寧夏)회족(回族)자치구 옌츠현(池縣) 샤췐완(沙泉灣)의 북경임업대학 사막화 방지연구기지 닝티아

오 수림대(樹林帶)에서 실시한 방풍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0.5 m 높이의 각 열별(列別) 방풍효과(防風效果)를 분

석한 결과, 1H(H=Tree Height)~5H 까지의 방풍효과는 3열(30.22%) > 2열(26.53%) > 1열(16.28%)의 순으로, 7H 이후의

방풍효과는 2열(16.11%) > 3열(12.79%) > 1열(9.82%)의 순으로 나타났다. 2열과 3열의 회귀분석 결과, 2열 수림대의 방

풍효과는 44H에 이르렀으며, 3열 수림대의 방풍효과는 27H에 이르렀다. 이 결과를 통해 단거리에는 3열 수림대의

방풍효과가 높고, 장거리는 2열 수림대의 방풍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1.0 m 높이의 각 열별 방풍효과

를 분석한 결과, 평균 방풍효과는 1열 8.04%, 2열 8.23%, 3열 7.43%로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풍속을 나타

냈다. 3. 평균 방사효과(防砂效果)는 2열(55.28%) > 3열(37.13%) > 1열(20.8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열 수림대

의 경우, 1H 지점에서 방사율이 86.06%로 가장 높은 방사효과를 나타냈다.

Abstract: The wind speed reduction capability of forest belt of Caragana Korshinskili Kom in Yanchi, Ningxia

province in China is as follows. 1. At the height of 0.5 m, the windbreak effect is 3-Strip (30.22%) > 2-Strip (26.53%)

> 1-Strip (16.28%) from 1H (H = Tree Height) to 5H, and the windbreak effect is 2-Strip (16.11%) > 3-Strip (12.79%)

> 1-Strip (9.82%) for greater than 7H. Further analysis of 2-Strip and 3-Strip revealed that the wind reduction effect of

2-Strip spread to 44H and 3-Strip spread to 27H. This result implies that 3-Strip is most effective for short distances

and 2-Strip is most effective for long distances. 2. At the height of 1.0m, the wind speed was relatively constant and

the reduction rate of wind speed had a minimal variation, with the reduction rate of 1-Strip (8.04%), 2-Strip (8.23%),

and 3-Strip (7.43%). 3. The sandbreak effect is 2-Strip (55.28%) > 3-Strip (37.13%) > 1-Strip (20.87%). Especially, The

rate of sandbreak of 1H (86.06%) of 2-Strip is most effective value in who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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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4년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사막화

(Desertification)”는 기후변화와 인류활동 등을 포함한 각

종 인자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건조(Arid), 반건조(Semi-

Arid), 아습윤 건조(Dry subhumid)지역의 토지퇴화과정이

라고 정의하였다. 토지퇴화는 토지이용에 의하거나 한 가

지 이상 인자의 복잡한 결합에 의해 건조, 반건조, 아습윤

건조지역의 관개지, 초원, 목장, 산림, 임지의 생물 또는

경제 생산력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원

인으로는 바람에 의한 침식(風蝕)과 물에 의한 침식(水蝕)

에 의한 토양유실이며,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악화되고 자연 식피가 장기간 사라진 상태

를 뜻한다(Wang & Zhao, 2005; 丁, 2002a).

사막화(沙漠化)는 건조, 반건조, 아습윤 건조지역에서

자연 인자 또는 인류활동의 영향을 받아 자연 생태계가

취약해진 지역 또는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풍사활

동에 의해 사막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지역을 뜻한다(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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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a; 朱 & 朱, 1999a.). 즉, 사막화가 바로 사막의 형성

과 확장과정이며, 황막화(荒漠化)의 한 부분으로 현재 중

국에서는 ‘황막화’와 ‘사막화’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토지 황막화, 사화(沙化)가 급속히 발전하는 원인

은 크게 기후변화와 불합리한 인류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류활동은 토지 황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는 과도방목으로 초지(草地)의 사화 및 퇴화의

주요 원인이며, 두 번째는 남벌(濫伐)로 각 지역의 토지 사

막화가 발전하는 주요 원인이다. 세 번째는 무분별한 개간

으로 이는 고정사구 및 초원의 개간 경작지가 유동사구와

반고정사구로 변하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수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바람에 대면적의 사

지(沙地)에 생육하던 식피가 고사하고, 사구와 사지의 발

달이 더 촉진되고 있다(Yu, 2006; Wang & Yang, 2005).

최근 전세계의 2/3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역, 육지면적의

1/4,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막화에 의한 피해를 받

고 있으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

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봄철 황사로 인해 많은 피

해를 입고 있다.

한국에서 관측되는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하며 몽골의

고비사막이나 중국의 황토고원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내몽고지역과 만주에서도 황사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전종갑 등, 1999; 전영신 등, 2003).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산업화·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봄철에 황사 바람이 중국 해안지대의 공업지

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황사 이외에 많은 오염 물질들을

동반하여 수송하고 있다(최재천 등, 2001a). 

특히 한국은 중국에 인접한 국가로 중국의 풍하측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황사에 의한 영향을 가장 강하게 직

접적으로 받고 있다(최재천 등, 2002b). 이러한 황사는 한

국을 거쳐 일본, 태평양을 지나 미국 대륙까지 이동한다.

또한 봄철 황사는 인체뿐만 아니라 동·식물 산업이나 경

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몽고뿐만

아니라 동남아 주변국들이 봄에 발생하는 황사에 대해 범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토지의 퇴화를 막고,

사막 녹화를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등 여

러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황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식생을

이용하여 중국 및 몽고의 황사 발원지에 방풍림을 조성하

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막지역의 생태회복(Zhu, 2000; Ling

et al., 2004), 식물 조림시 밀도에 대한 연구(孫, 2004), 조

림기술(馬, 2004), 방풍효과(Yang et al., 2006) 등 사막 전

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5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이제

막 10년이 지났으며(禹保命 등, 2000a; 禹保命 등, 2000b;

禹保命 등, 2001a; 禹保命 등, 2001b; 이천용, 1996; Lee

Cheon-Yong, 1999; Lee Jong-Hak, 1996, 1999; 金椿埴

등, 2002), 축적 자료 역시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2007년 4월에서 5월까지의 봄철, 황사 바람

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측정한 닝티아오(Caragana

korshinskili, 條)의 1열1대, 2열1대, 3열1대 등의 수림대 배

치에 따른 풍속의 감소효과와 방사(防砂) 효과를 비교, 분

석하여 사막 및 사지에 가장 효과적인 닝티아오 조림 배

치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재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이 연구는 중국 닝샤(寧夏)회족(回族)자치구 옌츠현(池

縣) 샤췐완(沙泉灣)에 위치하고 있는 북경임업대학 사막

화 방지 연구지에서 실시하였다. 옌츠현은 북위 37° 04'~

38° 01', 동경106° 30'~ 107° 41'이고, 닝샤(寧夏)회족(回族)

자치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우수(毛烏素) 사막의

남쪽 변경에 위치하고 있다. 섬서성(陝西省), 내몽고자치

구, 감숙성(甘肅省)과 인접해있고 총면적은 7,130 km2, 그

중 경작지면적은 8.4%, 초원 면적은 80%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 지역의 사화(沙化) 면적은 전체 초원면적의 50.1%

에 이른다.

대부분은 풍식에 의해 이루어진 평원지형으로 지세는

남고북저이다. 해발고도는 1,295~1,951 m로 전형적인 온

대 대륙성 기후대에 속하며, 연평균기온 8.1oC, 최고기온

은 34.9oC, 최저기온은 -24.2oC, 연평균무상일수는 165일,

연평균강수량은 250~350 mm이다(Qu, 2005; Zhang et

al., 2004; Chen et al., 2006). 

2. 연구재료

닝티아오(條)의 학명은 ‘Caragana korshinskili’이며, 영

문명과 중국명은 각각 ‘Korshinsk Peashrub’, ‘Ning-tiao’

이다. 콩과(荳科) 식물로 보통 40~70 cm, 크게는 2 m까지

자라는 활엽관목이며, 중국의 서북, 화북, 동북 서부지역

의 수토보지(水土保持) 및 고사조림(固沙造林)에 주로 이

용되는 식물이다. 내건성과 내한성이 강하여 함수량 2~3%

인 유동사구, 고정, 반고정사구에서도 잘 자라며, 지온(地

溫)이 최저 영하 32oC, 최고 55oC에 달해도 생육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뿌리에는 균류가 많아 토양을 비옥하게 한

다(謝, 2006; Wang, 2006). 가지, 꽃, 잎, 열매, 종자 모두

영양물질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경제수종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막 및 사막화 지역 조림에 많이 이용되

는 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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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닝티아오 수림대의 방풍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옌츠현의 관목원(灌木園)에서 간벌한 1~2 m의 가

지를 모아 실험지의 농지에 수고 0.9 m~1.1 m, 평균 수고

1.0 m로 인공 식재하였으며, 닝티아오 1주에는 10~15개의

가지가 사용되었다.

3. 연구 방법

1) 측정 방법

사막 토양에서는 90%의 풍사(風沙)가 지면에서 31 cm

이하에서, 그리고 자갈 사막에서는 지면에서 87 cm 이하

에서 발생한다(Dong, 2005; 丁, 2002b)는 점을 고려하여

지면으로부터 0.5 m 지점과 수고와 동일한 높이의 풍속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0 m 지점의 풍속을 측정하였다.

닝티아오 수림대의 각 열별 방풍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40 m×300 m 크기의 농지에 시험구를 설정하여(Figure 1)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주풍향(北西風)의 수직

방향으로 평균 수고 1.0 m의 닝티아오 38주를 1열(1.0 m),

2열(1.0 m×1.5 m), 3열(1.0 m×1.5 m)으로 인공 수림대를

조성하였다.

(가) 방풍효과 파악

풍향 및 풍속 측정은 Figure 2와 같이 미국 Micro-

DAQ.com사의 HOBO Weather Station을 이용하여 닝티

아오 수림대의 전후 -1H, 1H, 3H, 5H, 7H, 10H, 15H,

20H에 풍속계를 설치하고, 지면으로부터 0.5 m, 1.0 m 높

Figure 1. Research site of anemometry 2007.04.16.

Figure 2. Measuring instruments of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Figure 3. A side view and a front view of measure points (H=1.0 m) an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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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풍속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높이 1.0 m 풍속의 경우,

20H 지점의 풍속계 고장으로 제외하고 풍속을 측정하였

다(Figure 3). Data는 HOBO Weather Station와 호환되는

BoxCar Pro 4.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았다.

1열은 4월 16일부터 18시 25분부터 4월 18일 08시 40분

까지 5분 간격으로 풍속을 측정하였으며, 2열(1.0 m×1.5

m)은 5월 2일 15시 45분부터 16시까지 30초 간격으로, 3

열(1.0 m×1.5 m)은 4월 30일 10시 30분에서 14시까지

30초 간격으로 풍속을 측정하였다. 또한 닝티아오 수림대

앞 5 m 지점에 대조구를 설치하여 0.5 m, 1.0 m 및 2.0

m 높이의 풍속과 풍향을 함께 측정하였다.

(나) 방사효과 파악

방사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풍속 측정 시간과 동일한 시

간에 1열, 2열, 3열의 대조구, 1H, 3H, 7H 지점에 집사기(集

沙機)를 설치하여 지면에서 48 cm까지의 비사(飛沙)를 수

집하였다. 

집사기에는 지면(0 cm)에서 지상 48 cm까지 3 cm간격

으로 2 cm×1 cm×20 cm 의 철제관을 설치하였으며, 철제

관의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에 천으로 만든 모래 수집 주

머니를 연결하여 비사를 수집하였다(Figure 4, 5). 수집한

모래는 건조후 독일산 Sartorius(모델명 BS2202S) 전자저

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방풍효과

2007년 4월 16일~19일, 4월 30일, 5월 2일의 열수에 따

른 각 측정 지점의 풍속 중 주풍향인 북서풍(방위각 300°)

을 중심으로 한 서북서(西北西) ~ 북북서(北北西) (방위각

300±15°)의 풍속만을 추출하여 풍속 변화와 풍속 감소율

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조구로부터 20H까지의 각 지점별 0.5 m 높이와 15H

까지의 각 지점별 1.0 m 높이의 각 열별 평균 풍속을 이

용하여 각 지점에 따른 풍속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풍속이 닝티아오 수림대를 통과할 때의 거리별 풍속

감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조구의 평균 풍속에 대한

1H~20H의 평균 풍속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풍속 감소율

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닝티아오 수림대 1열, 2열, 3열

의 풍속 감소율을 회귀분석하여 각 열별로 방풍효과를 정

량적으로 해석하였다.

(나) 방사(防砂) 효과

닝티아오 수림대 1열, 2열, 3열의 모래 수집 시간 및 풍

속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각 열별 대조구 모래 수집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1H, 3H, 7H의 모래 수집량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방풍효과

닝티아오 수림대 1열, 2열, 3열의 각 지점별 평균 풍속

측정 결과를 0.5 m와 1.0 m 높이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Figure 4. Research site of sand collection 2007. 05. 02 (a)

Before assembling of sand collection (b) After assembling (A
front view & A side view).

Figure 5. Measuring instruments of sand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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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지점의 풍속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H 지점부터 풍

속이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10H 지역

의 풍속이 증가하는 이유는 10H 지점 전방에 동서방향으

로 10 cm 가량의 작은 둔덕이 위치하여 풍속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구 풍속에 대한 각 지점별 풍속을 백분율로 계산한

0.5 m 높이의 1열, 2열, 3열의 지점별 방풍효과는 1H 지

점이 가장 높고, 둔덕이 있는 10H 지점을 제외하면 닝티

아오 수림대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방풍효과가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H 지점의 방풍효과가 급

감하는 것은 10H 지점의 둔덕이 방풍에 영향을 미쳐 풍

속이 감소한 뒤,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열, 2열, 3열 닝티아오 수림대의 지형 영향을 크게 받

은 10H 지점의 풍속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의 0.5m 높이

의 풍속에 대한 경향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1-strip = 0.015x + 1.946 (R² = 0.389) (1)

y2-strip = 0.055x + 6.374 (R² = 0.862) (2)

y3-strip = 0.078x + 4.344 (R² = 0.888)  (3)

(y=Wind speed, x=Distance(1.0 m), R²=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각 항의 경향식을 이용하여 방풍 유효 거리를 측정한 결

과, 1열은 33H, 2열은 44H, 3열은 27H로 2열 > 3열 > 1

열의 순으로 방풍효과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방사효과

각 열별 수집한 모래양을 살펴보면, 1열, 2열, 3열 모두

1H에서 모래양이 감소하다 3H에서 다시 증가하였으며 3H

와 7H의 모래양은 비슷한 값을 보였다(Figure 6).

대조구를 중심으로 1H, 3H, 7H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

로 나타낼 경우의 각 지점별 방사효과는 1열일 때

1H(23.80%), 3H(23.40%), 7H(15.41%)로 1H 이후 점차

방사효과가 감소하였다. 2열일 때는 1H(86.06%), 3H

(38.31%), 7H(40.97%)로 1H 지점의 방사효과가 86.06%에

달했으며, 3H이후는 40%의 방사효과를 유지하였다. 3열

Table 1. Average wind speed according to distance from forest belt of Caragana korshinskili (m/s).

1 Strip 2 Strip 3 Strip

0.5 m 1.0 m 0.5 m 1.0 m 0.5 m 1.0 m

Wild 2.45 ± 1.53 2.90 ± 2.86 8.81 ± 1.72 9.63 ± 3.43 6.46 ± 2.48 6.93 ± 2.48

-1H 2.20 ± 0.96 2.55 ± 2.29 7.83 ± 1.53 9.10 ± 2.07 5.91 ± 1.33 6.74 ± 1.34

1H 1.93 ± 1.53 2.58 ± 2.67 6.24 ± 0.76 8.89 ± 2.20 4.13 ± 0.76 6.34 ± 1.34

3H 2.10 ± 1.72 2.55 ± 2.48 6.59 ± 0.95 9.04 ± 2.12 4.66 ± 0.95 6.37 ± 1.15

5H 2.12 ± 1.72 2.65 ± 2.67 6.58 ± 1.33 8.79 ± 1.81 4.73 ± 1.14 6.31 ± 1.15

7H 1.94 ± 1.72 2.78 ± 2.86 7.03 ± 1.72 8.71 ± 2.75 5.20 ± 1.33 6.42 ± 1.34

10H 2.53 ± 1.72 2.70 ± 2.67 7.90 ± 1.72 9.03 ± 2.77 5.98 ± 1.34 6.63 ± 1.15

15H 1.97 ± 1.72 2.75 ± 2.48 7.26 ± 1.91 8.56 ± 3.04 5.58 ± 1.33 6.45 ± 1.53

20H 2.42 ± 1.72 - 7.37 ± 1.72 - 5.77 ± 1.14 -

Table 2. Reduction rate of wind speed according to distance

from forest belt of Caragana korshinskili (%).

1-Strip 2-Strip 3-Strip

0.5 m 1.0 m 0.5 m 1.0 m 0.5 m 1.0 m

1H 21.27 11.05 29.17 7.65 36.03 8.60

3H 14.28 11.99 25.14 6.12 27.87 8.12

5H 13.59 8.69 25.27 8.68 26.75 9.06

7H 20.85 4.22 20.12 9.57 19.45 7.44

10H -3.10 7.08 10.34 6.25 7.43 4.39

15H 19.64 5.23 17.62 11.10 13.55 6.96

20H 1.07 - 16.36 - 10.73 -

Figure 6. Amount of sand.

Figure 7. The rate of sand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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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는 1H(34.16%), 3H(23.03%), 7H(54.21%)였으며,

3H 지점에서 방사효과가 감소하다 7H 지점에서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7).

기존의 연구 결과, 교목의 경우 풍속은 수림대 수고의

20~25H 범위 내에서 평균 10~15%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

으로, 그리고 15H 지점에서는 풍속이 40~50%로, 20H 지

점에서는 20%로 각각 감소한다. 식물 울폐도(Coverage)가

70%일 때, 지표면의 풍속은 62.8%까지 감소하며, 모래의

양은 75%이상 감소한다(朱 & 朱, 1999b).

이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각 열별 1H~20H의 평균

풍속은 1열(12.51%), 2열(20.57%), 3열(20.26%)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각 열별 1H, 3H, 7H 지점의 방사효과는 1

열(20.87%), 2열(55.28%), 3열(37.13%)로 2열의 방풍효과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중국 닝샤(寧夏)회족(回族) 자치구 옌츠현(池縣) 샤췐완

(沙泉灣)의 북경임업대학 사막화 방지연구기지에서 실시

한 닝티아오 수림대의 방풍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0.5 m 높이의 각 열별 방풍효과는 1H~5H 까지의 방

풍효과는 3열(30.22%) > 2열(26%53) > 1열(16.28%)의 순

으로, 7H 이후의 방풍효과는 2열(16.11%) > 3열(12.79%)

> 1열(9.82%)의 순으로 나타났다. 2열과 3열의 회귀분석

경향식을 보면, 2열 닝티아오 수림대의 방풍효과는 44H

에 이르렀으며, 3열 닝티아오 수림대의 방풍효과는 27H

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거리에는 3열 닝티아

오 수림대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장거리는 2열 닝티아오

수림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1.0 m 높이의 각 열별 방풍효과는 평균 방풍효과가 1

열 8.04%, 2열 8.23%, 3열 7.43%로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풍속을 나타냈다.

3. 평균 방사효과는 2열(55.28%) > 3열(37.13%) > 1열

(20.8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열 닝티아오 수림

대의 경우, 1H 지점에서 방사율이 86.06%로 높은 방사효

과를 보였다.

중국 사막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조림을 위해, 앞으로 사

류(沙柳/Salix psammophila), 사사(梭梭/Haloxylon ammo-

dendron), 신장포플러(新彊楊/Populus alba L. var. pyrami-

dahis Bunge)등 중국 사막 지역 주요 조림 수종의 지형별,

수림대별 방풍, 방사효과와 수분 조건을 고려한 조림 밀

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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