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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the expansion of reed at a wetland ecological park due to their

aggressive reproduction capability. Therefore, proper topography and wetland hydrology should be

provided before the construction of a wetland ecological park.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at the initial stages to prevent reed expansion.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the newly

constructed wetland ecological park for 15 months to develop methods to control the reproduction and

expansion of Phragmites communis. A complete shading method had the best effect on the prevention

of reed reoccurrence among other methods. Complete removal of the rhizomes controlled the reed

growth to a greater extent than cutting the aboveground shoots. Water-level manipulation was also

better than a half-shading method for the prevention of reed reproduct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oil properties and edge effects can influence the reed growth. Cutting only the aboveground shoots

facilitates the growth of re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ed control should be implemented repeatedly

and an alteration in the wetland topography and hydrology may be more effective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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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of treatments such as water-level management with shading should be considered to

control the growth of reed. Adoptive management for created or restored ecosystem might be considered

for accomplishment of its original purpose.

Key Words：Reed expansion, Adoptive management, Shading, Water level manipulation.

I. 서 론

자연생태계가 아닌 인공생태계 특히 교육이나

서식지 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특정

종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하였던

것과는 다른 경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성기준,

2006).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을 때 빈번히 발생하

는 갈대세력의 확장(Gratton and Denno, 2005;

Chambers et al., 1998)은 조류 서식처를 목적으

로 조성된 생태공원에 있어서는 다양한 조류의

서식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북미에

위치한 습지에서 갈대 세력의 확장은 조류(tidal

current)의 영향을 받는 담수습지(tidal freshwater

wetlands)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지역의

자생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mbers et al., 1999). 하천의 중․하류지역과

하구 또는 수로와 습지에서 자생하는 갈대는 종

자 및 뿌리줄기에 의하여 대량 번식하고 군생하

면서 자라는 화본과의 다년생 초본으로(구자옥

등, 2005),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갈대의 경우 4

월에 발아하여 10월에서 11월까지 생장하며 꽃

을 피우고 종자를 만들며 1～3m 높이로 생장한

다(박우하․박희진, 2009). 갈대는 동일한 지역

에서도 조류나 미지형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생육하고 있는데(김창호, 1997), 하

구 생태계에서 갈대는 수계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며 인간에 의한 압력요인을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생태계에서의 긍정적

인 기능 또한 담당하고 있다(USEPA, 1988; US

ACE, 2000). 하지만 갈대의 땅속줄기는 영양생

식기관으로 땅속 20～100cm의 깊이에 존재하며

두세 마디만 있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해서 일단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제거가 힘들

고 양분과 공간, 햇볕을 차단하여 타 식물의 생육

을 저해할 수 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필요

로 하는 생태공원에서는 오히려 장애 요소로 작

용할 수 도 있다(원병호, 2004; 정용현 등, 2008).

갈대가 과다하게 우점하게 되면 습지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될 수 있으며, 습지의 표면을 높이고

평평하게 하거나 수로를 메워 서식처로서의 가치

를 감소시킬 수 있다(Teal and Peterson, 2005).

정수식물인 갈대가 세력을 확장하면 생물다양성

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갈대는 물새들이 뚫고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밀생할 수 있는데 이러

한 환경에서는 특정 오리류만 갈대 밀집지역의

가장자리에 둥지를 틀 수 있는 단조로운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다 번식한 갈대

는 다른 유용한 정수식물을 몰아내기도 하여, 그

들이 제공하고 있는 종자, 괴경 및 새싹들의 먹이

와 둥지로서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원병오, 2004).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을숙도를 포함한 낙동

강 하구는 과거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라 불리어

졌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서식지 훼손으로 이전의

습지환경과 철새도래지의 역할을 많이 잃어버리

게 된 지역이다. 이에 2002년부터 을숙도에 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조류서식지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복원되거나 새로이 조성된

습지생태계에서 갈대의 세력이 확장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갈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되었

던 연구들은 대부분 습지식물들의 영양물질 흡수

능, 분포,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생태공원이나 습지 조성 시 습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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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관리 측면보다는 습지식물의 이용 측면이나

현상 파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양홍모, 2006; 이효혜미 등, 2001; 강호철․주용

규, 1999; 이호준․양효식, 1993), 습지 복원 혹

은 생태공원 조성지역에서의 갈대 세력 확장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또

한 이전의 갈대 조절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습지

관리 차원이 아닌 농경지에 침입하는 갈대 처리

를 목적으로 하는 제초제 사용에 관한 것(권오도

외, 2006)과 습지식물의 지상부제거가 생산력과

영양염류의 제거량에 미치는 영향(정연숙 외,

1999)과 같이 갈대의 관리보다는 영양물질의 제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행한 연구이다. 최근

에 들어서야 갈대의 지상부제거가 갈대군락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김구연 외, 2007), 인공습지

에서 소각에 의한 갈대의 지상부제거 영향(김호

준․정철원, 2008), 인공습지 운영을 위한 갈대

관리(박우하․박희진, 2009)와 같이 습지 관리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험기간이

한 성장기간으로 짧아 습지복원 지역이나 생태

공원 내 갈대 관리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인공습지 조성 이후 별 대책마련 없이 사업의

진행에 급급한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달리 외국의

경우 생태복원이나 조성시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

동성의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고, 적절한 모니터

링을 통한 생태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대세력을 조절하기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inchinton et al.,

2006; Findlay et al., 2003; Ailstock et al., 2001;

Weinstein et al., 1997). Coops et al(1994)은 갈대

의 생장에 미치는 수심과 파랑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파랑과 수심에 의하여 갈대의 생체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초제를 이

용하여 갈대의 생장을 조절하는 연구(Ailstock et

al., 2001; Truner and Warren, 2003)와 동물들의

섭식에 의한 갈대성장 효과(Wyngaert et al.,

2003; Hayball and Pearace, 2004) 등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습지생태계에서 갈대세력

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하여 국외에 적용 중인 갈대관리 기술

중 관리의 용이성과 제거효율성을 고려하여 비교

적 쉽게 도입이 가능한 갈대 확장 억제 기술을

선별하여 적용하였다. 실험은 갈대의 확장이 문

제가 되고 있는 습지생태공원 조성지역 내에 현

장 실험구를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며, 서식처 기

능이 있는 생태공원에서 적용이 어려운 화학적

조절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갈대의

세력 확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류 서식지 목

적의 인공습지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갈대관리 방

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실험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

한 을숙도 생태공원내에 설치하였는데, 을숙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

역 등에 의하여 특별 관리되는 지역이므로 실험

구의 설치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실험구의 설치가 가능한 을숙도 내부의

담수 습지 주변의 갈대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실

험구를 설치하였으며 가급적 기존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구의 크기 또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이

기존에 갈대가 왕성히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0.5m×0.5m 크기의 총 11개의 실험구를 설치하

여, 인위적으로 갈대를 제거한 후 시간경과에 따

른 갈대의 재발생률과 생장량(초장, 직경, 건물

중) 및 토양온도, pH 및 산화환원전위(ORP) 등

과 같은 토양 환경요인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갈대 제어 방법은 침입식물

(invasive plant)의 관리를 위해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리방안(표

1)을 참조하여 비교적 쉽게 현장에서 도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적용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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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특 징 적용 방법

기계적

처리

- 인력 혹은 장비를 사용 갈대의 경엽부 혹은 전체를

제거.

- 고립혹은 작은 규모로 생장하는 경우 파내기 적합.

-근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거된 뿌리, 근경과 줄기에서도 다시 새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 요구.

- 습지의 형태와 경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파낸 근경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이 공급되면 다시

근경에서 새로운 개체가 생장 할 수 있음.

- 1년에 5회 이상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적인 관리

바람직함.

- 제거횟수와 지속 시기는 기후와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봄에 제거하면 원래 상태보다 밀도가 더욱 증가될

수 있음.

-베어내기는늦가을 혹은늦은 생장시기가 효과적임.

-늦여름에 갈대를 처리하면겨울의 저온과 서리 등에

의하여 근경이 완전 제거 될 수도 있으나 제거지역

을 건조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함.

생물학적

처리

- 먹이사슬에 의한 갈대의 섭식이 주요 제거 기작임.

- 나방유충(moth larvae), 진딧물(aphids), 잠엽곤충

(leaf miners), 혹파리(gall midges), 설치류 (rodents),

조류(birds), 소(cattle) 등을 이용.

- 물닭은 둥우리 주변의 어린 줄기를, 소는 어리고 즙

이 많은 줄기를 제거하므로, 갈대 발생초기에 적용

이 가능.

-머스크렛(muskrats)이나 누트리아(nutria)와 같은 설

치류의 경우에 인위적인 조절이 안 됨.

수위

조절

- 수심을 30cm 이상 유지하여 갈대를 제어.

- 정착한 갈대의 경우 제거가 어려움.

- 갈대 발생기에 적용.

-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 가능.

노출/

차광/

멀칭

-투명하거나 검은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갈대온도

조절.

-광합성능력을 감소시켜 갈대의 생장 억제.

- 특정지역의 세부적인 조절에 효과적으로 사용됨.

- 1년여 정도 (전체생장기간) 지속적으로 적용이 필요.

- 적용 후 목표종의 재식재 등 갈대의 재침입 방지

필요.

화학적

처리

- 제초제를 사용하여 갈대를 제거.

- 지역적 특성, 주민의반발, 주변 생물의독성, 적용

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사용된 제초제가 근경까지 이동하여야 함.

- 생장기에 생성된 영양분과 함께제초제가근경으로 이

동할 수 있기 때문 실제 생장기간에 적용이 바람직함.

- 종자를 생성하는 시기가 제초제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환경

변화와

소각

-갑작스러운 염분변화 등의 환경변화를 이용함.

- 소각하여 제거함.

-겨울이나봄에 태우는 것은 오히려 다음해의 갈대생

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소각의 경우 늦여름이 가장 적합함.

- 이른 여름의 경우에도 새로운 싹이 나와 생장 할 수

있음.

복합

처리

방법

- 복합처리의 경우 그 효과가 클 수 있음.

-배수-기계적 혹은 화학적 처리-수위조절 혹은 화학

적 처리와 소각의 병행.

- 적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Barnes, 2003; Ailstock et al., 2001; Kay, 1995; Cross and Fleming, 1989; Apfelbaum and Sams, 1989.

Table 1. Common wetland invasive plant control methods.*

방법은 크게 경엽부제거구, 근권제거구의 2 가지

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침수조건과 비침수조

건, 복토 및 차광 조건 등을 병행하여 실험하였

다. 차광의 경우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완전차광

과 빛을 어느 정도 투과하는 반차광의 2 가지로

나누어 적용하였는데, 갈대의 경엽부 혹은 근권

을 제거한 후 지표면과 밀착하여 차광막을 설치

하였다. 이때 완전차광의 경우 타포린 재질의

차광막을, 반차광의 경우 농업용 차광망을 설치

하였다. 경엽부제거는 갈대의 지상부를 완전히

베어내었으며, 근권제거는 지상부제거와 함께

50cm 깊이의 토양에 존재하는 뿌리를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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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setup for reed control at the ecological park.

적용하였다. 물론 갈대의 뿌리는 1m 이상 생장할

수 있으나 사전 조사결과 근경이 많이 존재하는

50cm 깊이내 존재하는 뿌리를 제거하여 근권제

거에 의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는 향후 현장 관

리에 있어서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깊

이로 판단된다. 침수조건은 주변 습지로 부터 물

이 공급되도록 지형을 낮추어 침수조건이 유지되

도록 하였다. 복토처리는 영양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미사토를 이용하여 갈대 서식토양을 개량하

여 적용하였다. 조성한 실험구의 후면은 습지와

인접하여 있으며 우측은 기존의 갈대서식지와 좌

측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에 인접하고 있으

며, 각각의 실험구의 배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임의로 정하였다(그림 1). 15개월 경과 후 실험구

의 양 측면에 설치한 실험구와 동일 크기의 면적

을 갖는 대조지역의 갈대를 측정하여 실험구의

생체량과 비교하였다.

그림 1은 대상지역의 갈대제어 실험의 모식도

이다. 재발생률은 조사 시기별로 새로 출현한 갈

대의 초본수를 개수하여 계산하였으며, 초장은

줄자로, 직경은 버니어켈리퍼스로 측정하였으며,

갈대의 실험구별 생장률은 측정한 초장의 생장량

을 조사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토양온도와

pH 및 ORP는 YK-2001(Sechang, Korea)을 사용

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실험구는 갈대의 밀도가 높은 8월에 설치하였

으며, 갈대의 발생과 생장은 실험구 설치 후 일

부 실험구에서 갈대의 재발생이 관찰되기 시작

한 3주 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갈대의

생장이 완료되는 겨울철(실험구 설치 후 약 15

개월 후)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조사

시점에서는 경엽부를 모두 제거한 후 생체량을

측정하여 처리방법에 따른 생체량의 차이를 측

정하였다.

III.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실험구 설치 3주 후부터 465일후인

약 15개월간 갈대의 재발생본수와 재발생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갈대 재발생의 억제

를 위해서는 완전차광법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완전차광의 경우 경엽부제거(4-1)

나 근경제거(5-1)와 관계없이 초기에는 재 발생

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엽부제거의 경우에만

이듬해에 주변 실험구에서 영양번식으로 침입한

한 개체만이 발견되었다. 반차광 처리의 경우, 근

권제거 실험구(5-2)가 경엽부제거 실험구(4-2)보

다 재 발생 본수가 적게 나타나, 반차광의 경우에

는 가능한 근권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침수조건하에서 근권을

제거한 실험구(3)와 반차광 조건에서 근권을 제

거한 실험구(5-2)를 비교하면, 설치 당해년도인

약 4개월 까지는 침수조건의 실험구(3)에서 재

발생 본수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발생 본수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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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동일하게 근권을 제거하여 처리하였어

도 침수조건이 반차광조건보다 갈대의 재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완전차광을 도입할 수 없을 경우에 효

과적인 대안으로 수문조절이 근권제거와 함께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수위가 갈대

의 생장에 중요한 영향인자라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ayball and Pearce, 2004;

Croops et al., 1994).

복토로 처리한 실험구(6, 7, 8) 에서는 근권제

거 실험구(6)에서 경엽부제거 후 침수 실험구(7)

와 경엽부제거 후 비침수 실험구(8) 보다 재 발생

본수가 낮았으나, 복토를 처리하지 않은 방법과

비교할 때 처리방법과 상관없이 모두 재 발생 본

수가 많은 수준이었다. 한편 경엽부제거 후 복토

처리한 실험구에서 침수조건(7)과 비침수조건(8)

을 비교하면 비침수조건에서 재발생률이 높아서

복토와 경엽부제거에 의해서는 갈대 조절의 효

과가 없으며 오히려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토에 의한 환경변화와 토

양 특성 변화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실험구 별

토양산화환원전위(ORP), 토양 pH, 토양온도를

비교하면, 토양산화환원전위의 경우 복토처리구

(6, 7, 8)에서 282±148 mV로서 실험구 설치전의

-180±70 mV이나 그 외 다른 실험구의 -169±144

mV 보다 높은 산화환원전위를, 토양 pH의 경우

역시 복토처리구에서 원습지 토양의 4.96±1.07이

나 다른 실험구의 5.22±0.50 보다 높은 6.70±0.28

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토양온도의 경우도

복토처리에서 13.5±1.4℃ 로서 다른 실험구의

9.9±1.2℃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이는 복토 후 높아진 지반 때문에 복토처리 실험

구들의 산화환원전위와 토양 온도가 높아진 결과

이며, 토양 pH 경우도 유사한 수문조건으로 실험

구간 차이가 크지 않았던 다른 실험구와는 달리

복토한 토양의 특성과 침수조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 (a) Number of reoccurrence and (b) occurrence

rate at each treatment for Phragmites control.

Figure 3. (a) soil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ORP) and

(b) pH and temperature (late fall) of each

treatment for Phragmites control.

경엽부를 제거한 실험구(1, 2, 9)의 경우에는

초기에만 재 발생 본수의 차이가 있었을 뿐, 15

개월 경과 후 조사에서는 침수조건과 비침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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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어, 경엽부 제

거에 의한 제어효과는 수문조절 여부와 관련 없

이 장기간 처리효과가 매우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일단 경엽부가 생장하면 수문

처리의 효과가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

히 경엽부제거를 복토처리와 병행한 실험구(8)에

서 매우 높은 재발생 본수를 나타내어 수위의 변

화가 없는 단순한 복토와 경엽부제거 방법은 갈

대 제어 효과가 매우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엽부를 제거한 선행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소각이나 절취로 지상부를

제거했을 경우에 오히려 발생밀도가 증가하거나

생장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바 있다(정연숙외,

1999; 김호준․정철원, 2008). 따라서 경엽부 제

거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된바 있다(Cross and Fleming,

1989).

차광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실험구에서 갈대

재발생률이 한 달 이내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차광의 경우 경엽부제거 실험구(4-2)

에서는 30일 이후, 근권제거 실험구(5-2)의 경우

에는 60일 이후에 증가하여 처리 방법에 따른 시

차를 보여주긴 하였지만 완전한 제어는 불가능함

을 보여주었다(그림 2(b)). 4개월 이후의 조사에

서 재 발생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이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때

문이며, 15개월 이후의 조사결과에서 완전차광처

리를 제외하고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증가율은 크지 않아 이전 조사와 비교

할 때 갈대의 서식 밀도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구에

서 갈대의 재 발생률은 재 발생 본수와 마찬가지

로 완전차광, 침수조건, 근권제거의 순으로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4는 동일기간 갈대 초장을 측정하여 실험

구 별 평균 초장과 생장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초

장의 경우 완전차광을 제외한 모든 실험구에서

지속적으로 생장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최종

Figure 4. (a) average height and (b) average growth rate

of each treatment for Phragmites control.

조사시점인 15 개월 경과 후 경엽부제거 실험구

(1, 2, 4-2, 7)에서 평균 1.6～2.2m의 초장을 나타

내어 평균 0.75 ～1.2m의 초장을 나타낸 다른 실

험구 보다 초장 생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 경엽

부 베어내기가 갈대의 세력을 오히려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4(a)). 예외적으로 근

권제거 후 침수조건을 유지한 실험구 3에서도 평

균 1.74(±0.56)m의 높은 초장 생장을 나타내었는

데, 이와 같은 결과는 근권제거와 침수조건을 유

지하였더라도 일단 근경의 영양물질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되면, 이후에는 침수조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생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갈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회적인

처리가 아닌 지속적인 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설치한 실험구의 위치적인 요인도 초장

생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 바깥쪽

에 위치한 실험구(7, 8, 9) 보다 습지 쪽에 근접

한 실험구(1, 2, 3)에서 생장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갈대서식지와 인접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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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길가에 인접한 실험구보다 생장이 큰 것

은 길가에 인접한 실험구가 외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나타난 일종의 변두리 효과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재발생 본수 보다는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실험이 현장에서 적용되어 주변갈대의 이입

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험이 진

행되었으므로 외부의 간섭에 의한 영향도 배제

할 수 없다. 한편 복토처리 실험구(6, 7, 8)에서

다른 실험구보다 낮은 생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두리 효과일 가능성

과 복토로 인한 영양물질 부족에 의한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갈대의 기간별 초장 생장률의 경우 조사 초기

에는 완전차광 실험구들을 제외하고는 0.014～

0.023m/day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에는 습지내부 쪽으로 위치하거나 경엽부제거 실

험구(1 , 2, 3, 4-2)가 복토처리 실험구(6, 7, 8) 보

다 높은 생장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실험구의 초장 차이와 마찬가지로 변두리효과와

토양의 영양 상태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특이한 것은 근권처리 후 침수조건을 유지

한 실험구 (3)과 경엽부제거 후 반차광 처리를

한 실험구(4-2)에서 모두 높은 생장률을 보인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 역시 일단 영양생장에

의하여 경엽부가 수면위나 차광높이 위로 생장

하게 되면 이후에는 생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1회적인 처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Cross and

Fleming, 1989).

갈대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초장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습지내부 쪽으로 위

치한 실험구 또는 경엽부제거 실험구(1 ,2, 3,

4-2)에서 복토처리 실험구(6, 7, 8) 보다 갈대 직

경 측정치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5). 이 또한 변

두리효과와 토양 영양 상태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5. Diameter of Phragmites at day 465 of each

treatment.

Figure 6. Aboveground biomass of Phragmites at day

465 of each treatment.

그림 6은 조사 기간 동안의 갈대의 총 생장량

을 조사하기 위하여 15개월 이후에 각 실험구와

실험구 주변에서 지상부를 채취하여 건물중을 측

정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경엽부제거 후 반차광

처리를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생장이 일어났던 실

험구(4-2)에서 총 941g의 건물중으로 가장 높은

지상부의 생체량을 나타내었으며, 경엽부제거와

복토 처리한 침수조건 실험구(7)에서 713g, 경엽

부 제거 후 비침수 조건을 유지한 실험구(1)에서

654g, 경엽부 제거 후 침수조건을 유지한 실험구

(2)에서 594g, 경엽부제거 후 복토처리한 비침수

조건 실험구(8)의 417g 순으로 조사되어, 경엽부

를 제거한 실험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건물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엽부 베어내기가 오히려 갈

대의 생장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으며 이러한 경엽부의 제거가 습지의 영양염류의

흡수능을 증가시키게 되므로(정연숙외, 1999),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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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목적이 아닌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처리습

지(treatment wetland)에서 적합한 습지식물의 관

리방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일단 갈대가 다시

발생하여 수면위로 생장하게 되면 침수조건이 재

발생 본수에 미쳤던 것과는 달리 생체량에는 영

향이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IV. 결 론

습지를 조성하여 조류생태공원으로 활용할 경

우, 단일 식물종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

기 위하여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습지에 유입

되는 식물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염물질

의 정화 목적이 아닌 서식처 조성을 목적으로 습

지를 조성할 때에 습지의 지형과 습지 수위 등을

고려하여 습지를 설계함으로써 갈대의 확장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갈대

가 세력을 지나치게 확장하기 시작하면 초기에

대상지역에 적합한 갈대 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성기준, 2006). 이는 일종의 생태

복원지역의 적응관리(adoptive management)로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복원지역내 발생하는

문제를 순응적으로 해결하여 성공적인 복원을 이

루어내기 위한 생태계 복원지역의 관리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습지 생태계에서 갈대확장

조절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갈대의 확장이

문제되고 있는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지역에 비

교적 쉽게 도입이 가능한 갈대 제어 방법을 적용

한 현장 실험구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갈대제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갈대 재발생 억제에 완전차광법이 가장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엽부 제거 보다는

근권제거가, 또한 침수와 같은 수문조절이 반차

광방법 보다는 갈대의 재 발생을 제어하는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전차광을

도입할 수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수문

조절이 근권제거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갈대의 초장과 직경 생장에는 변두리

효과와 토양의 영양 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본 실험이 주변갈대의

이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진행되

었으므로 외부의 간섭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초장 생장의 경우 실험 초기에는 완전차광

실험구들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

으나, 이후에는 습지내부 쪽에 위치한 실험구와

경엽부제거 실험구가 복토처리 실험구보다 높은

생장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근권처리 후 침수조

건을 유지한 실험구와 경엽부제거 후 반차광 처

리를 한 실험구에서 모두 높은 생장률을 보여, 일

단 영양생장에 의하여 경엽부가 수면위나 차광높

이 위로 생장하게 되면 이후에는 생장이 지속적

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생체량은 경엽부를 제거한 실험구에서 전반적

으로 높게 나타나, 경엽부 베어내기가 오히려 갈

대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아

울러 일단 갈대가 다시 발생하여 수면위로 생장

하게 되면 침수조건이 재발생 본수에 미쳤던 것

과는 달리 생체량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갈대의 제어는 1회적인 처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경을 약하게 하거

나 갈대의 활력도를 낮추어 확산을 방지하고 이

와 함께 수문조절을 적용하는 복합적인 처리방법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차광법의 도

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범위

하게 적용할 경우 전체 경관이나 기능을 악화시

킬 수 있으므로, 국부적이거나 핵심지역에 선택

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습지복원 지역이나 생태공원에서 갈대 세력의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조성 할 때

침입식물의 세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지형 및

수문 구조를 제공하여 사전 예방적인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후 시간경

과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적응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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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생태계 조성 후 갈대 세

력이 일단 확장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갈대의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필요시 지

형이나 수문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도 장기적으

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지형이나 수문

구조의 조절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성된 환경조건

에 적합한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야

하나 조성 목적상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규

모의 핵심적인 지역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차광, 수위, 근권제거 등 적절한 방법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갈대 조절 이후 대상지역을 대체 식물의

서식지로 활용할 것인지 혹은갯벌과같은 나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후 대상지역의 이용

목표가 정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갈

대 관리 기술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여러 대안들

중에 대상 현장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선택하여야

한다. 갈대관리 기술의 도입 시기는 관리의 목적

과 적용의 기술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또한 대체

식물의 경우 이들의 종류와 도입방법등도 갈대관

리기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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