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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해서는 다각 인 근방법이 요구되는데, 도

시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시숲의 효율  조성  리는 그 방법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의 경 생태학  리를 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역시와 울산 역시 

시가지에 분포하는 도시녹지를 상으로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 으며, 그 

기능  특성에 기 한 등 과 식생경 의 구성  특성을 평가하 다. 평가지표  방법은 국내의 

연구사례가 드물어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 으며, 최종 결

과는 합산평가 매트릭스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비오톱 유형은 기존 문헌의 조사결과

와는 달리 면 이 다양성에 미치는 향은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오톱 등 은 공원의 

면  차이와 성립 치  인  간섭정도의 차이로 인해 남선공원과 함월산은 3등 , 보문산과 

염포산은 4등 으로 나타났다.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비오톱 기능평가 등 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계없이 3～5등  즉 보통 이하로 나타나, 서식공간의 제공이라는 기능  역할은 상 으로 낮

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용어 : 경관생태, 도시숲, 생물서식공간, 비오톱, 비오톱 지도, 비오톱 평가

ABSTRACT

To provide more natural elements in the harsh urban environment, ‘planting trees as urban 

forests’ has been emphasized as having an important role, and trees are expected to be as 

functional as the trees under more natural conditions in rural areas, and provide peopl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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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To do this, urban forest policies needed a better idea of planting methods and 

management of trees through the theory of landscape ecology, and also the feedback system 

according to the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urban forests. In this case study, a new 

principle and assessment indices for the evaluation are applied for the 4 urban forests in two 

Korean metropolitan cities, Daejeon and Ulsan. The evaluation of Korean urban forest-function 

as biotope and the assessment for the classification of biotope diversity types are carried out. 

The AUEM(Adding Up Estimation Matrix) is applied for the analysis of urban forests. 

Unlikely previous researches on the other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e size of urban forest 

has less influence on the vegetation diversity. The most frequent biotope grade is the 3rd 

grade at Namseon park and Mt. Hamwol, while Mt. Bomun and Mt. Yeompo show the 4th 

grade. The grades of forest-function as biotope are from 3rd to 5th in which lower than 

average in forest-function grades. This means that the 4 sites are still not-matured forests 

and less-functional forests as the urban biotope.

KEYWORDS : Landscape Ecology, Urban Forest, Biotope, Biotope Mapping, Biotope Evaluation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과 가장 친 한 계를 갖는 산림으로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있어 도시민으로부터 환

경녹지로서의 역할을 받고 있는 도시숲은 생

활환경보 , 방재, 경 , 휴양, 생산 등 여러 

면에서 그 존재가치가 인식되고 있으나, 공업

화  산업화의 진 에 따라 수반되는 환경 , 

인  향으로 날로 쇠퇴하는 경향이 

함에 반해, 격한 생활문화  시민의식의 변

화는 도시 내외의 숲에서 공익  기능의 발휘

를 더욱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국립산림과

학원, 2007). 

즉, 도시숲은 자연생태계나 지역생태계와는 

달리 인공환경이 지배하는 도시내에서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와 증진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나(Sukopp, 2004), 끝임없는 인간의 간

섭 아래 놓여있어 인간환경의 한 부분으로 인

식되기도 한다. 그 결과 도시숲과 같은 도시내

의 자연요소들은 다양한 오염물질과 열섬 상 

등에 노출되어 있고, 산림쇠퇴와 같은 문제

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도시숲

의 경 생태학  진단을 바탕으로 하는 객

 보   리계획 수립은 아주 요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도시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열섬화 상, 기

오염, 토양의 산성화, 외래종의 유입 등은 도

시숲의 생물 종 조성 변화  미세 기후의 변

화를 래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 도시의 효

율성뿐만 아니라 도시생태계의 생태학  지식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으며(Niemelä, 1999; Savard 등, 2000), 실천  

방법으로 도시내 녹지의 양 인 확산과 더불

어 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Hibberd, 198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도시민 1인당 녹지면  최소

기 으로 9㎡을 권장하고 있고, 미국, 독일, 일

본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사회   

생태  특성에 맞는 도시녹지제도를 정착시키

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Kim and Kwon, 2002).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도시숲의 기능  

가치에 한 인식의 증   녹지네트워크라

는 개념이 부각되면서 도시숲이 도시생태계 

반에 미치는 향에 한 장기 이고 체계

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 

도시숲을 효과 으로 조성하고 리하기 한 

많은 연구와 시도들이 수행되었다. 그 로 비



경 생태학  도시숲 리를 한 비오톱 평가지표  유형 분류에 한 연구 / 오정학⋅조재형⋅조 제⋅최명섭⋅권진오 
―――――――――――――――――――――――――――――――――――――――――――――――――――――――――――――――――

103

오톱 개념을 도입한 생태계 평가에 한 산림

생태계 평가기법 개발을 한 비오톱 유형 분

류(김정호, 2007), 도시 심부 지역의 비오톱 

구조분석  평가(나정화와 도후조, 2003), 비

오톱 지도  평가방법을 통한 도시생태계 보

(오충 과 이경재, 2000)  Landsat 상을 

이용한 토지이용별 도시열섬효과 분석(정성

과 박경훈, 1999; 도후조 등, 2007) 등과 같은 

가로수  녹지에 의한 도시내 열섬완화 효과 

분석을 들 수 있다.

한,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해 조류 서식

지의 합성을 기 으로 한 도시녹지 정 배

치기법 제시(차수 과 박종화, 1999), 요거

녹지 설정을 통한 도시 지역에서의 한 

도시녹지 배치형태 제시(나정화와 사공정희 

2002), 경 생태학  측면에서의 녹지연계망 

구축방법 규명을 한 모델 도출(사공정희, 

2004) 등과 같이 도시 속의 녹색섬으로 고립

되어 있는 녹지들을 서로 연결시켜 도시생태

계의 생태축으로 조성하기 한 연구 등이 수

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부분이 도

시외곽의 산림을 상으로 식물사회학  방법

에 의한 식물군락 구분, 토지이용 패턴에 따른 

비오톱 유형 분류  도시녹지들 상호간의 면

인 계 계를 우선시 한 녹지네트워크 연

결 등을 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어떤 지역을 우선 으로 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각 지역에 한 객 인 평가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오동하, 2006)에도 

불구하고,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

 속성을 경 생태학 측면에서 해석하고 유

형화를 함과 동시에 비오톱 공간으로서의 기

능  역할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생태계에서 유일한 

생산자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도시생환

환경 개선 향상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숲의 생태  리계획  도시경

계획 수립의 기 정보를 제공할 목 으로 

역시  울산 역시에 분포하고 있는 도

시숲을 상으로 도시숲의 생태  가치를 종

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오톱 지도(Urban 

forest biotope map) 작성을 통해 비오톱의 유

형과 도시숲의 구조  특성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자 하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의 도심지역이 도시화와 산업화라

는 슬로건 아래 개발 주의 양 인 팽창으로 

인해 녹지공간이 으로 부족하여 도시의 

주변과 심이 생태 으로 단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의 상지인 역시와 

울산 역시의 경우에도 외곽의 산지연계형 도

시숲이 가장 요한 핵녹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나, 그 간 지 에 시가화구역이 

집 으로 분포하고 있어 도심외곽 산림지역

과 도심내 지역은 심한 단  상을 보이고 

있다.

먼 , 역시는 공간체계상 국토의 심

부에 치하고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주변의 산  산맥이 자연생태계의 

큰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변의 녹

지는 벨트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편 되어 

분포하고 있어 부분 으로 녹지체계의 연계성

이 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 

역녹지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그

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에 철도에 의해 크게 3

등분되어 있고, 그 외에도 국도가 녹지축을 분

하고 있다(정재용, 2001). 

울산 역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하

구에서 동북으로 펼쳐진 삼산과 산의 넓은 

평야를 동 , 함월, 문주의 산맥과 이 감

싸고 있는 도시로, 1962년 공단제정법에 의해 

공단이 들어선 이래,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규모의 화학임해공업단지로 속한 성장을 

해온 표 인 공업도시이다(성백진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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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s of the studied four urban forests in Daejeon and Ulsan

울산 역시의 일인당 도시공원 면 은 고시면  

기 으로는 7  도시  가장 넓은 39.75㎡이지

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성 완료된 공원면

은 고시면 의 11.5%에 불과한 1인당 4.57㎡로 7

 도시  가장 좁다. 이로 인해 국내 최 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내 녹

지공간의 부족으로 열섬화 상이 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으로 부

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김재홍, 2007).

따라서, 도시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해서는 시민들의 생활권

에 치하면서 섬처럼 존재하는 형태의 도시

숲을 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시의 남선공원과 보문산, 

울산 역시의 염포산과 함월산 등 총 4개의 

공원을 심으로 분석하 으며, 각 공원의 지

리  치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역시와 울산

역시의 시가지에 분포하는 4곳의 도시숲을 

상으로 그림 2와 같은 과정으로 수행되었으

며, 조사방법은 Sukopp(1993)와 Grabher 등

(1997)의 방법을 토 로 국내․외 비오톱 련 

문헌  우리나라 도시숲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용하 다.

FIGURE 2. Process to classify and evaluate 
the biotope type in the study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  상지역의 식

생경  특성  비오톱 유형분류를 한 선행

단계로 1/5,000 축 의 정 식생도를 각 식생

단 의 공간  규모  유역 계, 식생상  등

을 통하여 작성․평가하 다(조 제 등, 1999; 

Zonneveld, 1995). 정 식생도는 실내에서 1차

로 개략 인 임상경계의 독, 장조사를 통

한 임상경계 확정, 임상경계가 확정된 임상 내

에서 상임분의 상  특성  종조성에 의

거한 조사구를 선정, ZM학 의 식물사회학  

방법으로 식생조사 실시, 장에서 수집된 정

식생자료를 토 로 한 산림식생 리단 표 

작성, 장 재확인 작업을 통한 보완작업  

련된 모든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수치식생

지도화 등의 과정을 통해 흑백항공사진, 임상

도, IKONOS 성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

여 작성하 다. 다음으로, 작성된 정 식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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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thod of mapping and assessment for the biotope type and function

FIGURE 4. Criteria and indicator to grade the biotope function(left) and value(right)

를 기 로 하여 각 공간단 에 비오톱 평가지

표를 용하여 합산평가 매트릭스 방법을 통

해 비오톱 유형분류  기능평가지도를 작성

하 다.

비오톱 공간분포의 지도화 기 은 공간정보

의 계량화  향후 그들의 변화과정을 지속

으로 악하고 효율 인 장조사, 도면화 등

을 하여 기존의 식생도 작성방법인 Polygon

형을 지양하고 Mesh형으로 하 으며(최상일, 

2004; Mesh의 크기는 공원의 면 에 따라 

25m×25m, 50m×50m를 혼용하여 작성하 음), 

지도 작성에 한 일련의 과정은 ArcGIS 9.2 

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과 및 고찰

1. 비오톱 평가지표 

본 연구에 사용된 평가기 을 살펴보면, 지

까지 국내의 경우, 도시숲을 공간단 로 하

여 비오톱 유형분류  기능평가를 수행한 사

례가 드물어 유럽을 상으로 연구되어진 평

가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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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elements types
Namseon 

park
Mt. Bomun Mt. Hamwol Mt. Yeompo

Natural vegetation elements

Quercus acutissima community(3 types)    3.1(27.2)   633.5(43.8)    3.4(27.0)   10.7(1.3)

Pinus densiflora community(7 types)    0.8(7.0)   130.8(9.0) -   72.0(8.9)

Quercus mongolica community(2 types) -   107.5(7.4) -    8.3(1.0)

Quercus serrata community - - -   12.7(1.6)

Platycarya strobilacea community    0.1(0.8) - -    2.5(0.3)

Quercus variabilis community(2 types) - -    0.3(2.4) -

Subtotal    4.0(35.0)   871.8(60.2)    3.7(29.4)  106.2(13.1)

Artificial vegetation elements

Alnus firma community(3 types) - -    0.6(4.8)  378.2(46.5)

Pinus rigida community(5 types)    0.4(3.5)   262.7(18.2)    2.5(19.8)    4.3(0.5)

Pinus thunbergii community(6 types)    1.8(15.8) -    2.2(17.4)  179.2(22.1)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4 

types)
   1.8(15.8)   102.0(7.0) -   26.5(3.3)

Others : 7 community(9 types)    0.9(7.9)    82.7(5.7) -   22.3(2.7)

Subtotal    4.9(43.0)   447.4(30.9)    5.3(42.0)  610.5(75.1)

Others    2.5(22.0)   128.8(8.9)    3.6(28.6)   95.8(11.8)

Total   11.4(100.0) 1,448.0(100.0)   12.6(100.0)  808.9(100.0)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forest landscape elements of the four parks
(Unit : ha(%))

평가기   평가지표에 사용된 기 을 살

펴보면, Sukopp(1993)의 도시 비오톱 평가지표

는 자연녹지와 조성녹지(인공녹지)를 포 하는 

측면이 강하여 상지역이 하나의 통합된 생

물서식공간으로 평가되므로 다양한 식물군락

이 각각의 특유한 비오톱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하고 있는 잔존임지 즉, 자연녹지에 용하

기에는 다소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그 

평가지표와 등 구분 과정이 복잡하고, 평가인

자간 복성, 등 구분의 모호함, 합산과정에

서의 임의 인 가 치 부여 등과 같은 단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Grabher 등(1997) 등이 유럽에서 역 으로 

용하여 실제 산림지역 비오톱 보 에 활용

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우리나라 도시권역 산

림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 으며, 최종 으

로 분석에 사용된 평가기   평가지표는 다

음의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지표들은 3개 등

으로 평가한 것과 5개 등 으로 평가한 것으

로 나 어진다. 먼 , 생물서식지로서의 기능

을 표시하는 비오톱 기능평가 등 은 Ⅰ～Ⅴ

등 으로 구분하 으며, 평가결과는 수치가 높

을수록 비오톱으로서 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

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비오톱 기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종 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

기 하여 Grabher 등(1997)이 비오톱 평가방

법에서 사용한 여러 지표들을 합산하여 종합 

평가를 하기 한 방법인 합산평가 매트릭스

법을 사용하 다. 합산평가 매트릭스법은 2개 

지표의 등 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열과 행

으로 배열하여 조합된 등 이 생성되며, 이러

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으로 종합된 등

이 계산되는 형태이다(여운상 등, 2006). 

다음으로, 자연성, 다양성, 희귀성을 기 로 

한 도시숲의 비오톱 유형(비오톱 등 )은 0～9

등 으로 구분하 으며, 이를 다시 4개 등 으

로 나 어 평가하 다. 비오톱 유형 등 은 비

오톱 기능평가 등 과 달리 수치가 높을수록 

비오톱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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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iotope Low Middle High

0 1 2 3 4 5 6 7 8 9

Namseon 

park

Area(ha) 2.5 - 1.7 1.9 1.4 2.4 1.2 0.3 - -

Ratio(%) 22.5 - 14.8 16.5 12.1 20.9 11.0 2.2 - -

Mt. Bomun
Area(ha) 128.8 1.0 9.8 333.8 630.8 156.5 108.3 79.0 - -

Ratio(%) 8.9 0.1 0.7 23.0 43.6 10.8 7.5 5.4 - -

Mt. Hamwol
Area(ha) 3.6 - - 1.8 1.3 1.2 1.6 2.9 0.2 -

Ratio(%) 28.6 - - 14.3 10.3 9.4 12.3 23.1 2.0 -

Mt. Yeompo
Area(ha) 95.8 - 0.3 45.9 348.3 160.0 92.8 62.5 3.3 -

Ratio(%) 11.8 - 0.1 6.1 42.9 20.0 11.4 7.6 0.4 -

TABLE 2. The distribution area and ratio by the biotope value in the four parks

반 로 수치가 낮을수록(0등 은 나지 등 불

투수성 포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비오톱으

로서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음) 비오톱으로서

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식생경관 특성 및 비오톱 유형(0∼9등급)

도시림의 경 생태학  리를 한 기 정

보 수집을 하여 조사지역인 역시와 

울산 역시의 도시숲 4곳의 산림비오톱 유형

을 구분하고, 질  구조를 분석한 기능  등

과 경 생태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 , 조사지역인 4개 도시숲에 하여 산림 

비오톱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비오톱 등

을 자연성, 다양성, 희귀성을 기 으로 평가

하 다. 표 1에서와 같이 비오톱의 유형을 상

단 , 즉 군락수 으로 살펴보면, 남선공원 

9개, 보문산 10개, 함월산 5개, 염포산 11개로 

나타났다. 구 역시를 상으로 분석된 결과

(Kwon 등, 2006)와는 달리 공원면 이 다양성

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한편, 유형 하 단 (군 수 )는 남선공원 

14개, 보문산공원 17개, 함월산 10개, 염포산 

16개로 상 단 에 비해 1.5～2배 정도 다양성

이 높게 나타났다. 

반 으로 하  분류군으로 갈수록 유형이 

다소 복잡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록 도시내 

잔존임지로 존재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이용되

는 특성상 다양한 인  간섭과 개발에 의한 

결과로 단된다. 

군락수 의 분류은 상  임상과 숲의 

성립배경에 의하여 자연식생, 인공식생, 암반

식생, 경작지, 묘지 나지  시설지 등에 의해 

향을 받으며, 군 수 의 하 분류는 분류

에 의한 인  간섭과 종조성의 차이를 유발

시키는 자연  천이과정에서 수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한편, 상지별 핵심 산림비오톱 유형에는 

남선공원과 보문산은 상수리나무군락(Quercus 

acutissima community)형, 염포산과 함월산은 

소나무군락(Pinus densiflora community)형 

등의 자연식생형을 들 수 있었는데, 이는 내륙

지방과 해안지방의 지리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4개 도시숲에 한 산림 비오톱 

등  평가를 한 결과  지도는 표 2  그림 

5와 같다. 평가등 에서 0등 은 나지나 용

임지, 수지 등 산림비오톱 등 으로 볼 수 

없는 공간, 1～3등 은 ‘낮음’, 4～6등 은 ‘보

통’, 7～9등 은 ‘높음’ 등 크게 4개 범주로 묶

을 수 있으며, 각 범주에서 숫자가 클수록 높

은 등 으로 평가된다. 

염포산과 보문산은 등  4이상인 보통 이상

이 각각 74.3%와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생물서식공간으로 합한 공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변지역이 주거지

보다 공단지역이 많고, 산지연계형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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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ope function grades

Very high Very low

1 2 3 4 5

Namseon park
Area(ha) - - 7.5 1.3 2.6

Ratio(%) - - 65.9 11.6 22.5

Mt. Bomun
Area(ha) - - 162.5 1,156.5 128.8

Ratio(%) - - 11.2 79.9 8.9

Mt. Hamwol
Area(ha) - - 6.1 2.9 3.6

Ratio(%) - - 48.3 23.1 28.6

Mt. Yeompo
Area(ha) - - 90.7 626.0 95.8

Ratio(%) - - 11.2 77.0 11.8

TABLE 3. The distribution area and ratio by the biotope function grades in the four parks

(a) Namseon park (b) Mt. Bomun (c) Mt. Hamwol (d) Mt. Yeompo

FIGURE 5. Spatial distribution map of the biotope value in the four parks

특성으로 인해 인 인 간섭이 상 으로 

어서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함월산의 경우에는 등  7이상인 높음으로 

평가되는 지역이 25%로 높게 나타나 다양한 

산림생물이 서식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 있는 반면, 생물이 서식하기에는 부

합한 공간으로 평가되는 지역 한 2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원면 에 비

해 산림 비오톱의 유형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선공원의 경우에는 체면

의 53.8%에 해당하는 6.1ha의 지역이 산림 

비오톱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기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원면 에 비해 과

도한 이용압과 숲의 단편화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비오톱 유

형 구분을 한 기 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

과 상  우 종을 주로 분석하 으나, 향

후에는 식물사회학  군락단 , 임상  잠재

자연식생 등을 고려한 정기 을 정립할 필

요가 있으며, 지속 인 도시녹지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단 의 조사방법론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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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mseon park (b) Mt. Bomun (c) Mt. Hamwol (d) Mt. Yeompo

FIGURE 6. Spatial distribution map of the biotope function in the four parks

3. 생물서식지로서의 비오톱 기능평가 등급

(1∼5등급)

다음으로 4개 도시숲의 비오톱 지닌 생물서

식지로서의 기능  역할을 등 화 한 결과(표 

3), 체 으로 3등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으

며, 도심지 외부에 치한 일반 산지지역에 비

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시숲별로 

살펴보면, 남선공원의 경우 보통 등 에 해당되

는 3등 의 구성비가 66% 정도로 높게 나타나 

단 면 에 비해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도시숲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3%의 면 을 유하고 있는 5등  지역

은 다른 도시숲과는 달리 조경지의 면 이 

부분을 차지하고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시가화와 이용객

의 요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이용시

설 설치에 따른 형질 변경  생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숲가꾸기 등이 복합 으로 작용

하여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역할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문산과 염포산의 경우에는 낮은 등 에 

해당되는 4, 5등 의 구성비가 약 90%를 유

하 다. 이들 지역은 생물서식공간의 규모가 

상 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숲 가장자리에 

한 개발과 잔존 자연식생의 분포면 이 단

면 에 비해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비오톱 등 은 남선공원과 함월산은 3

등 , 보문산공원과 염포산은 4등 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면 차이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공원의 성립 치  인 인 간섭정도

의 차이로 단되며, 각 상지역의 비오톱 기

능평가 등 도 작성사례는 그림 6과 같다.

각 도시숲별 체 면 에 비한 자연식생형 

비오톱의 유비(표 1, 그림 7)에 있어서는 남

선공원 35.0%, 보문산공원, 60.2%, 함월산 

29.4%, 염포산 13.1%로 나타나, 역시의 

도시숲(남선공원, 보문산)이 울산 역시(함월산, 

염포산)보다 자연식생형 유비율이 상 으

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해안가에 치한 지리  요인

과 숲의 성림기원, 도시화에 의한 향 등 다양

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

후 도시화와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임상의 변화, 

조림역사 등의 문헌조사와 함께 지속 인 도시

숲 모니터링 통해 도시별 특성에 부합하는 

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생태계에 있어 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숲의 경 생태학  



A Study on the Biotope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Urban Forests for Landscape Ecological Management
―――――――――――――――――――――――――――――――――――――――――――――――――――――――――――――――――
110

Figure 7. The configuration of the forest biotope from the biotope function map of the four parks

리를 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역시와 

울산 역시 시가지에 분포하는 도시녹지를 

상으로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 으며, 그 기능  특성에 기 한 등 과 

식생경 의 구성  특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분석에 사용된 평가지표  방법은 국

내의 경우 연구사례가 드물어 유럽을 상으

로 분석한 지표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설정하 다. 즉, Sukopp의 방법은 도시

내 소생물서식공간의 기능  가치를 등 화 

하는 데에는 효과 이나 도시숲 자체가 하나

의 통합소생물서식공간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

지표와 등 구분 과정이 복잡하고, 평가인자간 

복성, 등 구분의 모호함, 합산과정에서의 

임의 인 가 치 부여 등과 같은 단 을 내포

하고 있어 국내 도시숲 평가에 그 로 용하

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Grabher 등이 유럽에서 역 으로 용하여 

실제 산림지역 비오톱 보 에 활용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혼합 으로 사용하여 평가지표  

방법론은 수정하여 용하 다.

다음으로 상지역의 자연성, 다양성, 희귀

성을 심으로 한 비오톱 유형  등 을 살

펴보면, 군수 의 하 단 가 군락수 의 상

단 에 비해 1.5～2배 정도 다양성이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

시내 잔존임지로 존재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이

용되는 특성상 다양한 인  간섭과 개발에 

의한 결과로 인해 반 으로 하  분류군으

로 갈수록 유형이 다소 복잡해 진 것을 분석

되었다. 한, 공원별 핵심 산림비오톱 유형에

는 역시의 남선공원과 보문산은 상수리

나무군락(Quercus acutissima community)형, 

울산 역시의 염포산과 함월산은 소나무군락

(Pinus densiflora community)형 등의 자연식

생형을 들 수 있었는데, 이는 내륙지방과 해안

지방의 지리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내 녹지의 생물서식 공간으로

서의 기능  역할을 분석한 결과, 체 으로 

3등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도심지 외

부에 치한 일반 산지지역에 비하여 낮은 값

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시숲별로 살펴보면, 남

선공원의 경우 보통 등 에 해당되는 3등 의 

구성비가 66% 정도로 높게 나타나 단 면 에 

비해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도시

숲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문산

과 염포산의 경우에는  낮은 등 에 해당되는 

4, 5등 의 구성비가 약 90%를 유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생물서식공간의 규모가 

상 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숲 가장자리에 

한 개발과 잔존 자연식생의 분포면 이 단

면 에 비해 기 때문인 것을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숲의 양

인 확산 뿐만 아니라 질  향상을 도모하여 

생물서식공간, 열섬완화 등의 도시생활환경 개

선효과를 증진시키고, 우수한 도시숲 조성을 



경 생태학  도시숲 리를 한 비오톱 평가지표  유형 분류에 한 연구 / 오정학⋅조재형⋅조 제⋅최명섭⋅권진오 
―――――――――――――――――――――――――――――――――――――――――――――――――――――――――――――――――

111

뒷받침할 수 실질  기술 개발을 한 기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오톱 평가지표  

방법론은 국내의 연구 역사  결과가 상

으로 미흡하여 외국의 지표와 방법론을 수정

하여 분석하 으므로, 향후에는 국 주요 도

시숲을 상으로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

해 국가단 의 조사방법론  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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