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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problems with amphibian habitation by the wetland types and improve

their habitation environment in urban forest wetlands, thus creating a habitat for amphibians. Study site

include forest swamps in Jatjul Park as well as Yeoji neighborhood Park in Guro-gu, and in Choansan

neighborhood Park in Dobong-gu.

The forest swamp in Jatjul Park gets its water from Mt. Maebong and it is a former escalated farm-

land-turned wetland. The swamp area is 2,500㎡, a forest zone and a landscape planting site are 83.27%

and 6.70% each. Target species Seoul pond frogs are inseparable from rice fields because they live

in a short radius of and lay eggs in or near paddy fields, and Rana nigromaculata have similarities

with Rana plancyi chosenica in choosing their habitats. There was need for paths that would lead to

other paths so amphibians would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forest and for measures to secure open

water. Modifying a variety of routes for water, human and animals along with building a buffer to

keep the core habitation zones were required.

The forest swamp in Yeonji neighborhood Park used to be a water reservoir on the foot of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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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ji. The swamp area is 1,980㎡, a forest zone and farmland account for 80.61% and 4.88% each.

Non-point pollutants from upstream along run into the subject forest marsh, bare ground on the around

swamp and steep stone embankments obstructed amphibians. Target species was Bufo gargarizans that

live in forests and edges of hills and spawn in deep water.

The forest swamp in Choansan neighborhood Park gets its water from Mt. Choan and it is close

to its water source that it is a mountain stream forest wetland. The basin and the swamp are 35,240㎡

and 250㎡ in size respectively. A forest zone accounts for 90.20%, high stone embankments laid in

refurbishing the valley obstruct amphibians and there is water shortage in times of droughts. Target

species were Rana coreana, Rana dybowskii and Hynobius leechii that live in mountain valleys, streams

and wetlands and lay eggs in forest marshes and rocks in valleys.

Looking into the three swamps of amphibian habitation, I came to conclusions that those wetlands

were suitable for their amphibians but man-made facilities blocked their corridors leading to other corri-

dors and even killed off target species in some parts of those swamps by destroying those parts.

Amphibians live in water, on ground and underground at different stages of life. Hence, we should

take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when planning their habitats and design core habitation zones, buffers

zone and use zones accordingly. Buffer zones ought to be between core habitation zones and surround-

ing trees. Aiming at protecting core habitation zones, buffers should be in harmony with habitation

zones. Use zones should be minimized in size and not in direct contact with core habitation zones.

Key Words : Target Species, Amphibian, Habitat Structure, Inhabiting Characteristic, Catchment Area

I. 서 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과 자연훼손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도시 내 생물서식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식지 단편화로 인

한 생물이동단절과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경문화가 쇠퇴하면서 과거 농업기반으로 이

용되던 많은 저수지와 농업용 수로가 메워지고

있고, 도시개발로 저지대에 위치한 습지가 사라

지거나 습지 생태계 훼손으로 환경에 민감한 양

서류가 크게 감소하였다. 양서류는 습지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생물지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Wyman, 1990). 또한 생태

계 먹이사슬에서 중간 고리에 해당하므로 자연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인

하여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양서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서류 핵

심서식공간인 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

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습지 내 다양한 야생동

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습지는 자연환경 질을 향상시킴과 동

시에 각종 야생생물 중요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 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세계적인 양서류 감소와 멸종 원인으로는 서식

지 파괴(Houlahan et al., 2000), 서식지 단편화

(Hels and Buchwald, 2001; Carr et al., 2002)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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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등으로 서식지가 감소되고 파괴되어

양서류 수가 날로 감소하는 실정이다. 세계 각

국에서는 양서류 감소 현상에 대응하여 다각적

인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멸종위기

에 처한 종 개체군 강화 및 복원등을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Adama et al., 2004; Bland,

2006). 서울시에서도 도시 내 생물종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였

다. 조성시 각 대상지의 생물서식처로서 잠재성

여부, 훼손정도 등의 검토가 부족하였고, 환경

생태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대상지

별 환경생태특성을 고려한 목표종 설정이 불가

능하고, 주변환경에 부적합하게 조성되는 등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서류

서식공간 중 하나인 서울시 내 산림습지를 대상

지로 습지 유형별 환경생태현황을 조사·분석하

여 양서류 서식 문제점을 도출하고, 습지 내 양

서류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지표종인 양서류를

목표종으로 복원하는 서식처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산림습지 유형별 양서

류 서식적합성을 검토하고, 양서류 서식처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각 대상지에 적용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양서류 서식공간으로 대표되는 습

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서울시 도

시습지 중 산림 내에 위치한 습지이고, 각 습지

유형은 서울시 내륙습지 분류 유형(생태보전시

민모임, 2001)을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계

단식 논을 활용하여 습지를 조성한 잣절공원 습

지는 농경지형 습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저수지형태로 존재하던 물 웅덩이를 활용하

여 습지를 조성한 연지근린공원 습지는 저수지

형 습지, 산림 내 계곡부에 인접한 초안산근린

공원 습지는 산림계류형 습지로 분류하였다. 모

두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주민 이용도가 높으

며 생물종 서식을 위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조성시 각 대상지

별로 생물서식처로서 잠재성 여부, 훼손정도 등

의 검토가 부족하였고 환경생태현황에 대한 조

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2. 조사분석 방법

1) 습지 조성현황

(1) 식재 및 동선현황

연구 대상지별 식재 및 동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 교목, 관목, 초화류 식재현황을 파악하였

다. 주변 동선 및 이용현황은 현장 조사를 통해

주변 등산로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1/5,000 수치지도에 도면화 하였다.

2) 양서류 서식특성

(1) 양서류 방사

각 연구대상지는 조성이후 서울시에서 북방

산개구리(Rana dybowskii), 도롱뇽(Hynobius lee-

chii), 두꺼비(Bufo gargarizans) 등 양서류 유생

을 방사하였다. 대상지 양서류 방사현황은 서울

시 야생동물 방사실적을 참고하여 파악하였다.

(2) 양서류 서식현황

대상지 내 양서류상과 서식현황을 밝히기 위

하여 산란기인 봄과 성체로 바뀌어 활동하는 시

기에 맞춰 2014년 3월, 5월 현장조사를 실시하

였다. 주요 서식장소를 중심으로 알덩이, 유생,

성체를 확인하고 조사하였으며 출현목록 및 출

현현황은 서울시 1/5,000 수치지도에 도면화하

였고 양서류 알덩이와 성체가 발견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수심 및 관찰위치를 조사하였다.

3) 기반환경

(1) 대상지 유역권 수계

습지로 유입되는 대상지 유역권 수계는 유역

권 지형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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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Jatjul Park wetland Yeonji neighborhood wetland Choansan neighborhood wetland

Location
․The whole area of 2-48 San,

Gaebong-dong, Guro-gu, Seoul
․The whole area of 131-1 Cheon-

wang-dong, Guro-gu, Seoul
․The whole area of 189-3 San

Chang-dong, Dobong-gu, Seoul

Area
․Catchment area : 104,200㎡ ․Catchment area : 120,880㎡ ․Catchment area : 35,240㎡

․Swamp area : 2,500㎡ ․Swamp area : 1,980㎡ ․Swamp area : 250㎡

Overall
conditions

․Creation of wetlands with the
old rice terraces

․Creation of deck observation
paths inside wetlands and nature
study sites in upper parts

․Creation of reservoir-type forest
wetlands in upper parts, small
wetlands in lower parts, resting
places, and viewing paths

․Creation of small wetlands and
puddles with the valley water of
Mt. Choan

Surroundings

․The wetland is connected to the
residential area in east and the
trail of Mt. Maebong in west.

․There are a badminton court,
mineral spring, fitness facility,
and restroom in western parts of
the wetland.

․There are a dog breeding farm
and farmland in northwestern
upper parts of the wetland.

․The wetland is connected to the
old forest in southwest and
adjacent to the access road to
the row houses and religious
facility in eastern lower parts.

․There is a badminton court in
the upper part of forest valley.

․There are a trail to Mt. Choan,
resting place, and fitness space
around the wetland

Table 1. Overall conditions of survey site

되는 주변 산림의 자연계곡 수계 및 배수로를

조사·분석 하였고,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대상지

내부 수계를 파악하였다.

(2) 유역권 수계 수심

대상지 유역권 수계 수심은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 대상지로 유입되는 주변 산림 자연계곡 수

계 수심과 습지내부 평상시 수심을 파악하였다.

4) 식물생태

(1)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

현존식생유형은 이용과 식생상관을 바탕으로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이용유형을

조사하고,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은 교목층 우점

종 식생상관에 의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도면화

하였다. 지형도는 서울시 1/5,000 수치지도를 이

용하였고 작성된 도면은 Autocad 2007과 Arcview

GIS 3.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존식생 유형별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2) 지형단면 및 식생구조

습지 지형구조의 자연성을 판단하고 지형변화

에 따른 식생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

상지 대표 지형유형에 Line-transect 조사구를 설

치하여 조사하였다. 지형단면은 경사계(Clino-

meter)를 이용, 지형 변화에 따른 경사도를 측정

하여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도시 산림습지 환경생태특성

1) 대상지 개황 및 조성현황

잣절공원 습지는 2010년 서울시 구로구에서

과거 논농사를 지었던 계단식 논을 습지로 조성

하였고, 습지내부 관찰을 위한 데크관람로와 습

지 상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였다. 연지근린

공원 습지는 기존 물 웅덩이를 활용하여 면적

1,800㎡정도 저수지형 깊은습지와 하부 180㎡

정도 소규모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주변으로 휴

게공간과 관람로를 설치하였다. 초안산근린공

원 습지는 면적 약 250㎡로 소규모이고, 2009년

초안산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습지주변 계곡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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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Jatjul Park wetland Yeonji neighborhood wetland Choansan neighborhood wetland

Planting

․Around the swamp: Bald
Cypress, weeping willow, and
willow trees

․Inside the wetland: flag-iris,
cattail, and river bulrush

․Nature study site: landscape
trees and big pine trees

․Landscape trees around the
upper parts of forest wetland

․Poor growth of landscape
trees around the wetland

․Various water plant inside the
wetland

․Planting of landscape trees aro-
und the forest wetland

․Planting of water plants inside
the wetland including the Japa-
nese iris and cattail

Walkway
status

․Blocking a watercourse and
creating a walk during the cre-
ation of swamp

․Excessive way of deck ob-
servation inside the swamp

․Observation of inside of forest
wetland and the entire wet-
land

․Absence of traffic line for ve-
hicles to enter for wetland
management

․No separate traffic lines for ob-
servation inside the wetland

․Many users of trails and walks
in Mt. Choan

Consideration

․Planting of nature study sites
linked to the surrounding for-
ests

․Corridor to surrounding for-
ests for amphibians

․Minimization of observation
paths around the core amphib-
ian habitats

․Planting of facility and buffer-
ing space to the old forests

․Selection of tree species fit for
growth and development in
wetland surroundings

․Planting of forest trees in bare
ground in southwestern sur-
roundings of the wetland

․Need for Planting linked to the
forest tree species around the
wetland

․Creation of bushes to attract in-
sects

․Connection of corridor for am-
phibians to the western walks

Table 2. Overall creation of survey site

(1) 식재현황

잣절공원 습지는 습지주변으로 습윤한 지역

에서 잘 자라는 교목과 습지내부에는 다양한 수

생식물을 식재하였고, 자연학습장은 조경수 위

주의 식재를 하였다. 습지주변 교목 수량이 부

족하여 양서류 핵심서식공간이 보호되지 못하

고 있었고, 자연학습장 조경수식재지는 주변 산

림과 연계된 구조 및 습지로부터 양서류 이동과

서식을 위한 공간에 맞는 식물 식재가 필요하였

다. 연지근린공원 습지는 습지 주변으로 조경수

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생육이 불량하였

고, 일부 수생식물의 관리가 요구되었다. 습지

주변부 돌쌓기호안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돌틈식재를 하여 생태적 복원 및 주변산림과 연

계가 필요하였다. 초안산 근린공원 습지는 계곡

및 습지 주변에 식재된 일부 초화류 생육이 불

량하였다. 습지 서측 초화류 식재구간은 양서류

의 주 이동통로에 해당하므로 초화류 상부에 주

변 산림수종을 추가 식재하여 산림과 연결이 필

요하였다. 계곡 사면에 식재된 억새와 수크령의

생육이 불량하였는데 이는 건조지에 자생하는

초종을 습윤한 지역에 식재하여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동선현황

잣절공원 습지 및 주변 동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지 유역권 매봉산 등산로와 산림습

지 주변 산책로, 산림습지 내부 데크 관람로, 자

연학습장 관람로 등으로 동선 유형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습지는 논둑을 걸으며 관찰 가능하

였고, 데크 관찰로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습지내

부 동선 축소 방안이 요구되었다. 습지 조성시

주변 물길을 차단하고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습지와 주변 산림과의 양서류 이동이 단절되고

있어 이동통로 확보가 필요하였다. 연지근린공

원 습지는 진입로, 습지 관람로와 제방 관람로,

습지 상부 시설지내 도로 등으로 동선유형을 구

분하였다. 습지는 목재데크 관람로와 제방 관람

로를 걸으며 관찰 가능하고, 습지 남서측으로

전체 관람이 가능한 나지가 분포하였으며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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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Count

Date
Rana dybowskii Hynobius leechii Bufo gargarizans Sum

Jatjul Park wetland
1,000 - - 1,000 2008.07.03

5,300 300 600 6,200 2013.06.19

Yeonji neighborhood wetland 4,000 200 500 4,700 2013.06.18

Choansan neighborhood wetland

200 50 - 250 2009.08.03

1,000 200 - 1,200 2012.07.05

1,300 100 100 1,500 2013.06.13

Total 12,800 850 1,200 14,850

* Source : Internal data reorganization of Seoul City (Seoul City, 2013)

Table 4. Amphibian larva unleash status of each site

북측으로 시설지 이용을 위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습지 남서측 건지산 자락과 연계된 나

지는 산림으로 양서류 이동통로 연결을 위해 주

변 산림과 유사한 식생으로 복원이 요구되었다.

초안산근린공원 습지는 초안산 내부 등산로, 습

지 주변 산책로, 배드민턴장 진입로 등으로 유

형을 구분하였다. 습지는 소규모로 내부 관찰동

선을 조성하지 않아도 주변 산책로에서 관찰가

능하고, 세 방향의 탐방로를 통해 습지로 접근

가능하였다. 습지 서측에 조성된 산책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어 주변 계곡과 산림내부로 양

서류 원할한 이동을 위해 산림식생으로 복원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양서류 서식특성

(1) 양서류 방사

잣절공원 습지는 2008년 북방산개구리 유생을

방사하였고, 2013년 북방산개구리, 도롱뇽, 두꺼

비 유생을 방사하였다. 연지근린공원 습지에는

2013년 북방산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유생을 방

사하였다. 초안산근린공원 습지에는 2009년과

2012년에 북방산개구리와 도롱뇽 유생을 방사하

였고, 2013년 북방산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유생

을 방사하였다. 각 대상지들은 과거 농경지, 깊은

수심의 저수지를 활용하여 습지를 조성하였거나

산림계곡 내 위치하여 규모, 위치, 수심, 주변환경

등 서로 다른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양서류 종을 방사하였다. 서식환경이 맞지 않는

종은 개체군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향후 야생동물 방사시에는 서식환경에 맞는 종

선정이 필요하였다.

(2) 양서류 서식현황

잣절공원 습지 양서류 출현현황 조사결과 3월

조사시 한국산개구리 성체와 북방산개구리, 한

국산개구리 알덩이가 관찰되었고, 5월 조사시에

는 3월 조사시 알덩이가 대규모로 발견된 습지

에서 유생이 다수 발견되었다. 수생식물이 없는

습지에서는 수심이 낮은 가장자리에서 알덩이

가 많이 관찰되었고, 노랑꽃창포 군락지에서 성

체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양서류가 수초군

락지를 산란장소로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대

상지는 농경지형 습지이고 주변 산림에서 참개

구리가 관찰되어 참개구리 산란을 예상하였으

나 관찰되지 않았다. 연지근린공원 습지는 3월

조사시 한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알덩이가

관찰되었고 5월에는 참개구리 알덩이와 3월에

관찰된 종의 유생이 확인되었다. 습지 가장자리

와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곳, 수초군락지에서

다수의 알덩이가 관찰되었다. 저수지형 깊은습

지로 두꺼비 알덩이가 관찰될 것으로 예측하였

으나 관찰되지 않았다. 청문조사시 과거에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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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두꺼비 알덩이와 성체가 많았고, 서울시

생태계조사에서도 인근 산림에서 두꺼비 성체

가 관찰되었음을 확인하였다(서울특별시, 2008).

초안산근린공원 습지에서는 3월 조사시 북방산

개구리 성체와 알덩이가 관찰되었고, 5월 조사

시에는 북방산개구리 유생과 무당개구리 성체

가 다수 확인되었다. 산림계곡부에 도롱뇽 서식

이 예상되었으나 산란시기에 계곡부 수원이 부

족하여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대상지는 2013년 북방산개구리, 두꺼비, 도

롱뇽 유생을 방사하였다. 잣절공원 습지는 수심

이 얕은 논습지로 수심이 깊은습지 주변에 산란

하는 두꺼비나 산림계곡 인근에 서식하는 도롱

뇽과는 서식환경이 맞지 않고, 연지근린공원 습

지는 깊은 저수지형태 습지로 산림내부에서 서

식하는 도롱뇽은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었다. 초안산근린공원 습지는 산림계곡 내 위치

한 소규모 웅덩이로 두꺼비 서식 환경과 맞지 않

아 각 습지에서 방사한 종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1. Current appearance of amphibians in the

Jatjul Park wetland

Figure 2. Current appearance of amphibians in the

Yeonji neighborhood wetland

Figure 3. Current appearance of amphibians in the

Choansan neighborhood wetland

3) 기반환경

(1) 대상지 유역권 수계

잣절공원 습지 유역권 수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주변 자연계곡과 습지주변 인공배수로, 습지

내 계곡수 유입수로 등을 조사하였다. 산림 계곡

수는 대상지 서측 인공형배수로에 집수되어 일

부가 습지내부로 유입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남

측 인공형배수로를 통해 대상지 외부로 배제되

고 있었다. 습지 남측에 설치된 인공형배수로는

깊이와 폭이 약 1.3m×1.3m 정도로 양서류의 원

할한 이동을 위해 경사가 완만한 자연형배수로

로 교체가 필요하였다. 습지 북사면 지하수 용출

구간은 겨울철에도 얼지 않아 양서류 동면을 위

한 깊은 습지 조성 장소로 적당하였다. 연지근린

공원 습지 유역권 수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습지

내부로 유입되는 계곡수 흐름을 파악하였고, 상

부시설지에서 집수된 지하수계도 파악하였다.

습지 서측 건지산 계곡수 및 상부 시설지에서 집

수된 지하수가 습지로 유입되고 있었고, 유량이

풍부하였으며 습지는 우수시 집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초안산근린공원 습지 유역권 수계 분석

결과 습지 남측 상부에서 집수된 계곡수가 북측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계곡수 일부가 습지

로 유입되고 있었다. 겨울철이나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계곡수가 흐르지 않아 습지 수원이 확보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습지 수질 유지와 상시

수원확보를 위해 계곡상단부에 우수 저장을 위

한 습지를 조성하는 대안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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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urrent water systems of Jatjul Park wetland

basin zones

Figure 5. Current water systems of Yeonji neighbor-

hood wetland basin zones

Figure 6. Current water systems of Choansan neigh-

borhood wetland basin zones

(2) 대상지 유역권 수계 수심

잣절공원 습지 수계 수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약수터와 연결된 인공형배수로, 습지상부 소규

모 연못, 수원 유입부, 수원 유입수로 및 습지

수심을 파악하였다. 주변계곡수와 지하수가 흐

르는 인공형배수로는 2∼5cm, 수원유입수로는

5cm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습지내부

는 20∼30cm 정도, 습지 가장자리는 10∼15cm

정도의 물이 항상 잠겨 있었다. 평균 수심이

10cm 이상으로 양서류의 산란은 가능하지만 겨

울철 동면공간을 위한 깊은 습지와 습지 내부

다양한 수서생물 생육을 위해 습지바닥면 레벨

조정이 필요하였다. 연지근린공원 습지 수원 유

입수로 수심은 약 3∼5cm 정도이며, 급경사로

유속이 비교적 빠르고, 주변 인공형배수로는 우

기시를 제외하고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습지내

부는 약 50∼150cm 정도, 습지 가장자리는 약 5

∼30cm 정도의 물이 항상 잠겨 있었다. 습지 평

균수심이 약 50cm 이상이고, 습지 내부 수심은

1.0m 이상으로 겨울철 양서류 동면공간이 확보

되어 있었다. 초안산근린공원 습지 계곡수 수심

은 약 2∼5cm로 가뭄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

고, 습지 수심은 약 5∼10cm 이었다. 습지 상부

에 위치한 소규모 인공형 연못은 약 30∼50cm

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4) 식물생태

(1)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

잣절공원 습지와 유역권의 식생현황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식생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을 분석하였다. 대상지 주

변 산림은 참나무류 자연림과 아까시나무림, 리

기다소나무림 등의 인공림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었다. 계단식 습지주변으로 습윤지성 목본

을 식재하였고, 자연학습장 외곽은 스트로브잣

나무, 메타세콰이어, 소나무 등의 조경수가 식

재되어 있어 주변산림과 연계한 식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지근린공원 습지 유역

권에는 산림이 가장 넓게 분포하였고, 습지 상

부에 경작지와 습지주변으로 조경수식재지가

대부분이었다. 습지내부에는 습윤지성 초본식

재지 및 수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습지사면

부 및 나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초본류가 자생하

고 있었다. 초안산근린공원 습지는 물 웅덩이

및 계곡계류를 중심으로 관목, 초본류를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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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Jatjul Park wetland Yeonji neighborhood wetland Choansan neighborhood wetland

Land use and
current

plantation

⦁Forests account for the big-
gest percentage, being fol-
lowed by landscape trees,
park facilities, grassland,
drainage facilities, and sur-
face of the water areas in
the order

⦁There are Alnus japonica
trees around the valley dit-
ches

⦁Landscape tree-centric plan-
tation around the nature
study site and the creation
of mineral spring and bad-
minton court in the upper
parts of the wetland

⦁The forests hold the widest dis-
tribution in the basin zone of
the wetland

⦁There are farmland and agricul-
tural houses in the upper parts
of the wetland

⦁There are mostly landscape trees
and park facilities around the
wetland

⦁Most of the wetland is covered
by surface of the water and
marshy herbs plantation

⦁Forests account for the biggest
percentage, being followed by
damaged forests, park facilities,
landscape trees, herbs, forest val-
ley, wetland, and drainage facili-
ties areas in the order.

⦁Most of forests are covered by
the artificial plantation of black
locust

Topography
and

cross-section
structure of
plantation

⦁Dominance of water plants
inside the wetland

⦁Plantation of marshy trees
in the slopes of the wetland

⦁Creation of walks and artifi-
cial ditches in the corridor
for amphibians

⦁Steep slopes in the section of
stone piling-up in the shore of
the wetland

⦁Terrestrialization in the section
of earth and sand sedimentation
around the edges of the wetland

⦁Distribution of native and natu-
ralized plants in the bare ground
around the forests

⦁Plantation of flowering plants in-
side and around the wetland

⦁Exposure of slopes of stone pil-
ing-up in the shore of the wet-
land

⦁Poor growth and development of
some dried grass species in the
slopes of the valley

Consideration

⦁Smooth growth and devel-
opment of marshy trees and
humidity in the surround-
ings

⦁Need to mitigate the slope
in the artificial ditches

⦁Plantation of additional trees of
wetland and mitigation of slope
in the surroundings of the wet-
land

⦁Need to manage naturalized
plants in the slopes of the wet-
land

⦁Poor growth and development of
black locust and Korean pine
trees in the damp areas

⦁Mitigation of slope and addition
of shrubs in the boundaries of
the wetland

Table 4. Overall Vegetation ecology of subject areas

게 도입하였으나 건조지성 초본은 생육이 불량

하였고 관목류는 조경수 위주로 식재하였다. 주

변 산림은 아까시나무림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상수리나무와 국수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다.

(2) 지형 및 식생 단면구조

잣절공원 습지 지형단면 및 식생구조 분석결

과 양서류 이동통로에 산책로와 인공형배수로

가 조성되어 양서류 이동이 원할하지 못하였다.

습지내부에는 습지 조성시 식재한 수생식물이

우점하고 있었고, 사면부 일부에 자생초본이 자

라고 있었다. 일부 습지 개방수면 확보를 위한

수생식물 관리 및 다양한 곤충류 유인을 위해

흡밀식물 추가 식재가 필요하였다. 연지근린공

원 습지는 습지호안 돌쌓기 구간이 급경사로 조

성되어 양서류 원할한 이동을 위해 경사를 완화

하여야 하고, 관목 및 습지성 초본을 추가 식재

하여 주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성하여

야 하겠다. 식생구조 조사결과 습지 가장자리에

습지조성시 식재한 수생식물 번식이 왕성하였

고, 호안 사면부에는 자생초화류가 분포하였으

며 일부 구간에 귀화초종이 이입되어 적정한 관

리가 요구되었다. 초안산근린공원 습지는 계곡

사면부 돌쌓기 구간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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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pecies
Scientific
name

Habitat Place of spawning Place of hibernation

Hynobiidae Salamanders
Hynobius
leechii

Wetlands and valleys
around mountains

Mountains, ridges
between rice paddies,

and wetlands

Under old trees and
stones

True toad Toads
Bufo

gargarizans
Forest flatlands and

forests
Rice paddies,

reservoirs, and lakes

Edges of hills and
crevices between

stones

Ranidae

Dybowski's
brown frogs

Rana
dybowskii

Valleys and rivers
Rice paddies and
lowland wetlands

Near valleys

Korean
brown frogs

Rana coreana
Near bogs, wetlands,

and rice paddies
Rice paddies and
lowland wetlands

Banks around rice
paddies and wetlands

Black-spotted
pond frogs

Rana
nigromaculata

Watersides, rice
paddies, and furrows

Rice paddies and
puddles

Banks around rice
paddies and water

edges

Hylidae Green frogs Hyla japonica
Shrubs, rice paddies,

and bogs
Rice paddies and
lowland wetlands

Bottom parts of trees

* Source: Shim Jae Han(2001) A frog singing life, Yang Seo Young et al(2001) Reorganization of Amphibian

Materials in Korea

Table 5. Habitation characteristics of habitable amphibians in urban forest wetlands

야 하고 돌틈에 관목 및 초화류 추가 식재가 필

요하였다. 습지내부에는 꽃창포와 부들, 습지주

변으로 다양한 적윤지성 초화류가 자라고 있었

다. 초화류 식재지 상부에는 산림성 교목, 관목

을 추가로 식재하여 양서류 은신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도시 산림습지 양서류 서식 적합성

1) 도시 산림습지 서식가능 양서류와 서식특성

도시 산림습지에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서식가능한 양서류들과 산림내부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가 출현한다. 도시지역에는 전국적

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두꺼비, 청개구리, 한

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고

산림에는 주로 도롱뇽과 산개구리류가 서식한

다. 또한 농경지 주변에서 참개구리와 일부 지

역에서 금개구리가 관찰되기도 한다. 도시 산림

습지에서 서식가능한 양서류의 서식특성을 살

펴보면 도롱뇽은 주로 산지 낙엽속이나 고목 뿌

리 등에서 동면을 하고, 초봄 산지 주변 습지에

산란한다. 두꺼비는 산지주변 저지대 수심이 깊

은 습지 가장자리, 돌, 수초 사이에 무리지어 산

란하고, 산란 후 육상생활을 하며 산란장소를

바꾸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개구리

는 초봄에 북방산개구리와 함께 산림과 가까운

물이 고인 습지에 산란한다. 북방산개구리는 논,

웅덩이, 하천주변 및 계곡에서 집단으로 번식하

며 참개구리는 평야지대의 논, 수풀, 웅덩이와

고산지대 계류 주변 풀밭 등지에 널리 서식하고

(강영선 등, 1975), 추수 후 논물이 빠질 무렵 땅

속에 들어가 동면을 한다. 금개구리와 번식지와

활동기 장소가 비슷하고, 4월 말경 모내기 전에

물 고인 논에 무리지어 산란한다. 참개구리와

금개구리 모두 평야나 구릉의 논에 서식하지만

금개구리는 농지주변 웅덩이나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논에서만 서식하여 참개구리보다 서식지

가 제한적이다(양서영 등, 2001). 청개구리는 전

국의 농지 주변에 널리 분포하고, 주로 평지와

저지대에 서식하며 번식기 이외에는 관목이나

풀잎 위에서 생활한다. 한국산 양서류들은 자신

의 서식처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곳의 웅덩이

나 개울 또는 얕은 계곡의 정지했거나 흐름이

약한 물에 산란하고(양서영 등, 2001) 인근산림

에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산림과 인접하여 위치

한 도시의 산림습지는 도시 내에서 양서류의 중

요한 서식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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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Jatjul Park wetland Yeonji neighborhood wetland
Choansan neighborhood

wetland

Type
⦁Paddy field-type

wetlands
⦁Reservoir-type wetlands ⦁Forest stream-type wetlands

Conditions
for

amphibian
habitation

Location
of wetland

⦁Old farmland at the
bottom of forests

⦁Deep puddles under the
forest

⦁Near the valley inside the
forest

Shape and
depth of
wetland

⦁Staircase-type wetland
based on the old
farmland

⦁Depth: 0.1∼0.3m

⦁Simple circular wetland

⦁Maximum depth: 2.5m,
Usual depth: 1.5m

⦁Simple small oval wetland

⦁Depth: 0.1m or less

Shore
treatment

⦁Utilization of banks of
rice paddies, some
driving in logs, and
stone piling-up in the
shore

⦁Shore treatment by piling up
stones in the slopes at the
entrance of water source

⦁Shore treatment by piling
up stones in the slopes and
rapid slopes

Plantation

⦁Plantation of various
landscape trees and
water plants

⦁Plantation of various
landscape trees and water
plants

⦁Plantation of shrubs and
flowering plants near the
valley

Target species
⦁Pelophylax chosenicus,
Rana nigromaculata

⦁Bufo gargarizans ⦁Hynobius leechii, Rana
dybowskii, Rana coreana

Table 6. Target amphibian species in urban forest wetlands

2) 도시 산림습지 유형별 서식 가능종

도시 산림습지 환경생태특성을 종합하여 양

서류 서식환경을 살펴보았고, 각 습지의 훼손된

서식기능이 회복되면 목표종 양서류가 서식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습지 유형별 서식가능종

을 목표종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종 양서류들은

습지를 산란장소로 이용하고 습지 내에서 동면

하거나 주변 산림으로 이동하여 동면, 활동하는

종들이고 주변 산림은 잘 보존되고 있어 습지

서식기능이 향상되면 목표종 양서류가 서식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잣절공원 습지는 농경

지, 논둑주변에서 서식하고 산란하는 등 행동반

경이 작은 금개구리와, 이와 서식특성이 유사한

참개구리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

종으로 설정하였다. 연지근린공원 습지는 숲속

산림이나 임연부에서 서식하고, 수심이 깊은 저

수지나 습지 주변에 산란하는 두꺼비 서식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종으로 설정하였다.

두꺼비는 알을 낳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산란하고 이후 다시 서식지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는데 청문조사 결과 대상지 및 주변산

림에서 두꺼비가 서식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서

식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두꺼비 산란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습지 상부에 위치

한 개사육장 주변으로 두꺼비 먹이인 곤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고 인근 산림에 참나무림이

분포하고 있어 두꺼비 서식에 적합하였다. 초안

산근린공원 습지는 산림내부에 위치하고 기존

계곡과 인접하며 주변 산림이 습윤한 지역으로

산개구리류와 도롱뇽 서식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목표종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습지

는 목표종이 서식가능한 환경특성을 가지고 있

지만 주택가와 인접하고 주변개발 등으로 서식

처가 훼손되어 과거에 살았던 양서류가 서식하

지 않고 있었다. 이에 목표종에 맞는 양서류 서

식을 위한 서식처 복원 및 주변환경 개선방안이

필요하였다.

3. 도시 산림습지 양서류 서식처 조성방안

양서류 서식처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양서류의 1

년 생활사를 살펴보면 봄에는 번식을 하기 위하



12 허명진․한봉호․곽정인

Categories Content of creation

Core habitation zone
Spawning, Corridor, resting and
hidden spaces for amphibians

Lowland wetlands, various depths, and buffering
spaces nearby,
and consideration into the radius of amphibian corridor

Buffer zone
Surrounding spaces of Core
habitation zone

Protection, connections to the surrounding forests
in the core space, maintenance of slow slopes

Use zone Observation spaces and walks Minimization by avoiding the core space

Table 7. Classification of space to create amphibian habitats in urban forest wetlands

여 산란장소인 수역으로 이동한다. 여름에는 먹

이를 찾거나 은신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이나 먹

이가 풍부한 장소로 옮기고, 가을에는 동면을

위하여 수심이 깊은 물속이나 땅속, 바위틈, 주

변산림 낙엽더미로 이동한다. 즉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서류가 번식할 수 있는

수중조건과 성체로서 성장하며 서식할 수 있는

육상조건, 그리고 두 환경을 연결해주는 이동통

로가 확보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

1) 공간구분

공간구분은 핵심공간, 완충공간, 이용공간으

로 조성하여야 한다. 핵심공간은 목표종인 양서

류의 산란, 은신 및 산란을 마친 양서류 이동,

겨울철 동면을 위한 공간으로 습지와 양서류 이

동반경 내 주변 산림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서

류 행동반경 이내에 산림이 위치하여야 하고 완

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주변산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핵심공간 주변으로는 서식처

보호 및 산림과 연계되는 완충공간이 조성되어

야 한다. 이용공간은 습지 및 양서류 관찰을 위

한 공간, 습지내부 관람공간 등 인간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최소한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양서류 서식처 조성기준

(1) 습지규모 및 세부구조

양서류 산란 장소인 습지 위치는 바람의 영향

을 적게 받고, 햇빛이 가려지지 않는 곳이 좋다.

습지 주변 가까운 곳에 다른 연못이나 개울이

위치하는 곳이 좋고, 습지는 가급적 2∼3개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양서류 서식특성상 습지

면적은 50㎡ 이상이면 가능하다(심재한, 2001).

그러나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므로

면적이 넓을수록 좋지만 양서류를 중심으로 하

는 서식공간임을 감안하여 500∼2,000㎡정도면

적당하다(정영선, 2009). 습지 중간에는 양서류

가 낮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릉지를 초지와

함께 조성하고 수변부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산란 및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여야 한다.

(2) 습지모양과 수심

습지모양은 가급적 부정형이면서 굴곡있는

형태가 좋고, 습지 수심은 다양하게 조성해 주

어야 하는데 연못 바닥에서 동면하는 양서류를

위해 겨울철 연못 바닥이 얼지 않는 1.0m 이상

깊이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 양서류들이

산란시 수심이 30cm 이하로 얕고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습지 가장자리를 선호하므로 해당 수

심의 서식처를 넓게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심은 다양한 수생식물 생육에 중요한 환경조

건으로 다양한 수심은 여러 가지 수생식물의 도

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서 곤충류와 어류의

서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3) 습지 호안 구조 및 식물식재

습지 호안은 여러가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조성하여야 하고, 호안 형태가 다양할수록 습지

내 야생동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습지 주변

숲이나 초지와 연결되는 지역은 사람들의 접근

을 최소화하고 산란 후 주변산림으로 원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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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lan drawing for Amphibian habitat Figure 8. Section drawing for Amphibian habitat

동을 위해 약 10° 정도로 낮은 완경사 호안(심재

한, 2001)을 조성하여야 한다. 습지 식재는 대상

지 인근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양서류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 색깔이 화려한 자생초화류와 흡

밀식물 식재도 필요하다. 또한 습지 내부는 오

염물질 정화효율이 높은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개방수면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봄

철 양서류들은 수초사이에 산란하는 습성을 가

지므로 가을철 식생관리시 일부 수생식물 군락

지는 존치하여야 하고, 광엽성 식물을 식재하여

은신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습지 주변으

로는 습지성 목본류를 식재하고 주변산림은 활

엽수림으로 관리하여 지하수 함양을 높이고, 항

상 촉촉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이용공간 조성 및 동선계획

양서류 핵심서식공간을 피해서 양서류 관찰

공간, 관람동선, 습지주변 산책로 등 인간 이용

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이용공간은 최소한

으로 조성하고, 산림과 연계되는 부분은 양서류

이동통로에 해당하므로 이용을 차단하여 주변

산림과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공간 및 동

선주변에는 양서류 보호를 위한 보호책을 설치

하는 것이 좋다.

2. 연구대상지 적용 및 서식지 구조개선

1) 잣절공원 농경지형 습지

(1) 양서류 서식 문제점

잣절공원 습지는 물길을 차단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대규모 인공형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변산림과 양서류 이동이 단절되고 있었다. 습

지 내부에 동선이 과다하였고, 이용이 많은 산

책로변에는 완충공간이 부재하여 양서류 핵심

서식공간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계곡

수 유입수로와 습지내부 양서류 서식공간 연결

이 미흡하고 겨울철 양서류 동면공간이 부재하

였다.

(2) 개선방안

① 공간구상 및 목표종 서식처 조성방안

계단형 습지와 주변 산림 일부를 양서류 핵심

서식공간, 핵심서식공간 주변 산림을 완충공간,

습지주변 관람로 및 습지내부 관찰공간을 이용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우선적으로 습지와 주변

산림으로 양서류 이동이 원할하도록 단절구간

을 연결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였다. 이동

반경이 작은 금개구리 서식을 위해 계단식 습지

지형을 유지하고 습지 내 겨울철 동면공간을 마

련하였다. 또한 산란공간인 습지 보호를 위해

습지 주변으로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습지성

교목을 추가 식재하였고,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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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Problems for amphibian habitation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ion

Current
creation

⦁Severance of amphibian corridor from the
forests and water systems near the walks

⦁Hindrance of smooth amphibian traveling
due to artificial ditches

⦁Excessive deck traffic line inside the
wetland

⦁Restoration of some sections of walks into
surrounding forests and connection of them to
the amphibian corridor

⦁Installation of nature-type ditches in a slow slope
⦁Minimization of traveling traffic line and

securement of buffering space to protect the core
habitat of amphibians

Conditions
of

amphibian
habitation

⦁Severance of amphibian corridor paths from
the surrounding forests

⦁Poor connections to the amphibian habitats
in the entrance watercourse of valley water
and inside the wetland

⦁Absence of hibernation space for winter
inside the wetland and sedimentation of
organic matters

⦁Creation of amphibian corridor
⦁Creation of additional wetlands in some parts of

nature study sites
⦁Securement of various depths and management

of water plants to guarantee open surface of the
water

Surrounding
environment

⦁Connection to the trails of Mt. Maebong
and lots of users at the upper mineral spring

⦁Influx of contaminants from the badminton
court in the upper part during rain

⦁Securement of buffering space around the walks
⦁Restoration of badminton court with forest trees

after its abolishment

Table 8. Problems and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ion in the forest wetlands of Jatjeol Park

Figure 9.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s in the Jatjul Park wetland

이용이 많지 않은 남측 산책로는 주변 산림수종

으로 복원하여 양서류 이동통로를 연결하였고,

북측산책로 일부구간에 목교를 설치하여 하부

구간으로 양서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서류 서식처 연결을 위해 자연학습장 일부를

습지로 조성하였고. 인공형배수로는 경사가 완

만한 자연형배수로로 개선하였다.

② 주변환경 개선

습지주변 완충식재지는 주변산림과 유사한

수종으로 복원하여 기존 산림과 연결하고, 산림

주연부는 양서류 은신과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 그루터기, 다공질 공간, 덤불숲, 초지 등을

조성하였다. 습지주변 리기다소나무림은 지하

수 함양을 높일 수 있는 활엽수림으로 수종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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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s in the Yeonji neighborhood

wetland

신을 제안하였다.

2) 연지근린공원 저수지형 습지

(1) 양서류 서식 문제점

연지근린공원 습지의 양서류 서식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변산림과 연결된 양서류 이동통로

구간의 경사가 급하여 양서류 이동이 원할하지

못하였고, 산림주연부 및 돌쌓기 구간에 식생이

부재하여 양서류 이동시 은신처가 확보되지 않

고 있었다. 습지 상부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퇴적되어 수면적이 줄어들고 있었고, 호안형태

가 매우 단조롭고 깊은 수심이 확보되나 수심

변화가 거의 없었다. 상부 시설지와 습지 사이

에 완충공간이 부족하였고, 습지 상부에 비점오

염원인 개사육장 및 경작지가 위치하고 있어 오

염물질이 습지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주택가와

인접하여 야간 빛차단 관리가 필요하였다.

(2) 조성방안

① 공간구상 및 목표종 서식처 조성방안

저수지형 습지 및 주변 산림 일부를 양서류

핵심서식공간, 상부 경작지와 하부 소규모 습지,

주변 산림일부를 완충공간, 습지관람로와 진입

공간을 이용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주변 시설지

사이에 완충식재대를 조성하여 습지가 보호되

도록 하였고, 기존 수심을 유지하면서 습지바닥

면 레벨을 조정하였으며, 단조로운 호안선형을

굴곡형태로 조정하였다. 급경사 돌쌓기 호안구

간은 완경사로 변경하여 산림과 자연스럽게 연

결되도록 하고, 양서류 이동시 은신처 확보를

위해 관목류와 수생식물을 추가 식재하였다. 수

원유입부 방향을 변경하여 원할한 물 흐름을 유

도하였고, 습지상부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구간

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제안하였다.

② 주변환경 개선

습지 하부 주택가 인접구간은 수고가 높은 상

록교목으로 차폐식재를 하여 야간 불빛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주연부 나지는 양서

류 이동통로 연결을 위해 주변산림수종을 식재

하고 습지인근 산림에 양서류 은신과 먹이를 제

공할 수 있는 나무 그루터기, 다공질 돌무더기,

덤불숲, 초지 등을 조성하였다. 습지 상부에 위

치한 시설지는 습지 수질관리를 위해 철거하도

록 제안하였다.

3) 초안산근린공원 산림계류형 습지

(1) 양서류 서식 문제점

초안산근린공원 습지는 주변 계곡정비시 사

면부에 급경사로 조성된 돌쌓기로 인해 주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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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Problems for amphibian habitation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ion

Current
creation

⦁Rapid slopes in the shore of stone piling-up and
shortage of plantation in the crevices between
stones

⦁Eutrophication in some parts of the wetland due to
the influx of valley water only in one direction

⦁Shortage of surrounding facilities areas and
buffering space

⦁Mitigation of slopes in the section of
stone piling-up and addition of plantation
in the crevices between stones

⦁Connection of amphibian corridor by
building a wooden bridge in some
sections of bank observation routes

⦁Plantation of wetland woody plants and
surrounding forest trees around the
wetland

Conditions
of

amphibian
habitation

⦁Difficulty with securing a shelter along the
amphibian corridor to the surrounding forests due
to the exposure of bare ground in the bottom of
forests

⦁Maintenance of same depth in most parts inside the
wetland and monotonous shore line

⦁Influx of earth and sand in the upper parts of
wetland

⦁Similar plantation to the surrounding
forests in the exposure sections of bare
ground

⦁Securement of various depths and
adjustment of shore line in curves

⦁Management of sections of earth and sand
influx

Surrounding
environment

⦁Need to block the adjacent resident areas and light
⦁Influx of contaminants from the facilities areas in

the upper parts

⦁Evergreen trees in high density in the
residential areas and buffering zones

⦁Proposal to abolish the facilities areas in
the upper parts

Table 10. Problems and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ion in the forest wetlands of Yeonji neighborhood

Categories Problems for amphibian habitation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ion

Current
creation

⦁Implementation of excessive stone piling-up
during the maintenance of surrounding forest
valleys

⦁Hindrance of smooth amphibian corridor due
to the rapid slopes in the forest valleys and
wetland shores

⦁Shortage of plants to attract insects and
plantation of landscape trees around the
wetland

⦁Mitigation of slopes in the shores of rapid
slopes and additional plantation in the crevices
between stones

⦁Plantation of bee plants and creation of bushes
around the wetland

⦁Plantation of forest trees and natural connection
of them to the surrounding trees

Conditions of
amphibian
habitation

⦁Difficulty with maintaining the water level
during drought

⦁Absence of hibernation space for winter
inside the wetland

⦁Need to create a wetland of excellent storage
in the upper valley

⦁Need to secure various depths inside the
wetland

Surrounding
environment

⦁Influx of contaminants from the badminton
court that is the non-point pollutant source in
the upper parts during rain

⦁Walks by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and
many climbers

⦁Most of surrounding forests are covered by
black locusts

⦁Proposal to abolish the badminton court in the
upper part and create a wetland of excellent
storage

⦁Minimization of walks near the wetland
⦁Management of excessive black locusts

Table 11. Problems and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ion in the forest wetlands of Choansan neighborhood

림으로 양서류 이동이 원할하지 못하였다. 가뭄

시 계곡수가 유입되지 않아 수위유지에 어려움

이 있었고, 산란기 유량 확보방안이 요구되었다.

수심이 얕아 습지 내 겨울철 양서류 동면공간이

부재하였고, 습지주변으로 퇴적된 유기물 관리

가 필요하였다. 습지 상부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배드민턴장이 위치하여 강우시 습지로 오염물

질이 유입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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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reation plans for amphibian habitats in the Choansan neigh-

borhood wetland

(2) 조성방안

① 공간구상 및 목표종 서식처 조성방안

습지, 습지 상부 인공형 연못, 계곡 및 주변

산림 일부를 양서류 핵심서식공간, 핵심공간 주

변 산림 및 계곡 사면부를 완충공간, 주변 산책

로를 이용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습지가 산림내

부 계곡부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주변산림으로

양서류 이동이 원할하고 서식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성하였다. 계곡 정비시 조성한 과

다한 돌쌓기는 양서류 이동을 방해하므로 경사

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관목류를 식재하여 주변

산림으로 양서류 이동통로를 확보하였다. 습지

서측 산책로는 이용이 거의 없고, 양서류 이동

이 단절되므로 주변 산림식생으로 복원하였다.

주변계곡과 습지 상시수원확보를 위해 계곡시

점부 배드민턴장 부지에 우수저장 습지를 조성

하고, 겨울철 계곡내부와 습지의 낙엽 등 유기

물 퇴적지 관리를 제안하였다.

② 주변환경 개선

계곡사면부 조경수 식재지는 산림수종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생육이 불량한 아까시나무림

은 적윤지성 교목으로 갱신을 제안하였다. 습지

주변으로 양서류 먹이가 되는 곤충류 유인을 위

한 다양한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수 식재지

는 덤불숲과 주변산림과 유사한 수종으로 복원

을 제시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 대상지는 도시 내 산림과 인접한 습

지로 인근에 주거지, 이용시설지 등이 있어 야

생생물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과거에 서식

하는 종의 개체수가 줄어들었거나 더 이상 서식

하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에 습지의 환경생태

특성을 분석하였고 도시생태계 가능 회복을 목

적으로 지표종인 양서류를 목표종으로 설정하

여 서로 다른 습지 환경에 맞는 종을 목표종으

로 설정하였다. 목표종 양서류를 복원하기 위해

도시 산림습지 유형별 양서류 서식적합성을 검

토하고 각 습지별로 서식처를 개선하고 복원하

는 양서류 서식처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대상지



18 허명진․한봉호․곽정인

에 적용하였다.

습지 유형별로 양서류 서식환경을 분석한 결

과 각 습지는 목표종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가

지고 있지만 양서류 이동통로에 인위적으로 조

성한 시설들로 인해 양서류 이동이 단절되고 있

었고, 서식처가 파괴되어 목표종 서식이 확인되

지 않았다. 양서류 서식처 조성을 위해서는 양

서류 생활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서류 핵심서

식공간과 완충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보

호하여야 한다.

양서류 서식처 조성방안으로 핵심공간, 완충

공간, 이용공간을 구분하여 조성방안을 제시하

였다. 첫째, 양서류 핵심공간은 양서류 산란, 은

신, 휴식을 위한 저습지 및 구릉초지, 산림을 조

성하고 주변으로 핵심서식공간이 보호되도록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습지 호안

은 다양한 자연재료를 활용하고, 대부분 양서류

들이 산란시 습지 가장자리를 선호하며 수초사

이에 산란하는 습성을 가지므로 식생관리시 일

부 수생식물 군락지를 존치하여 산란공간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완충공간은 목표

종 양서류 핵심서식처 보호 및 산림과 주변수역

으로 양서류 원할한 이동을 위한 통로가 확보되

어야 한다. 산림과 연결되는 부분은 경사를 완

만하게 조성하고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주변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양서류 먹이를 공

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은신 및 겨울철

동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

변산림은 활엽수림으로 관리하여 지하수 함양

을 높이고, 주변은 항상 촉촉한 환경을 유지하

여야 한다. 셋째, 이용공간은 양서류 핵심서식

공간을 피해서 최소한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산

란기에는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선은 수계를 피해서 조성하도록 한다. 습지 주

변 숲이나 초지와 연결되는 지역은 양서류 이동

통로에 해당하므로 이용시설을 최소화하고, 이

용공간 및 동선주변에는 양서류 보호를 위한 보

호책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 결과는 기 조성된 산림습지 생물서식

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으며 향

후 양서류 서식처 조성을 위한 습지 설계의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시 산

림습지 일부 유형에 한정하여 양서류 서식현황

을 분석하였고, 양서류 서식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습지 조성시

다양한 동․식물 서식환경을 검토하여 구체적

설계방법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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