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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ragmented points of mountain rang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using New Sangyeongpyo (Chart of Mountain Ranges), road system map and GIS

spatial analysis, and to prioritize the identified fragmented points for restoration based on quantitative

assessment.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restoration plans reflecting the assessment resul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fragmented poi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mountain rang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showed that

jimaek and semaek in Daegu account for 2% of all mountain ranges in the country, implying that the

mountain ranges of Daegu do not hold significant ranking on a national level. However, it was found

that numerous fragmented points are appearing due to roads. According to the analysis, 35 fragmented

points were identified, of which 15 were found to be restorable. In terms of restoration potent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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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d risks, assessment results of the 15 fragmented points indicated that 6 points are at Grade I,

3 points are at Grade II and 6 points are at Grade III. Therefore, a methodology of restoring

fragmented mountain ranges was proposed through three suggestions of restoration plan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ragmented po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ighly useful as basic data for effective restoration of

mountain ranges in connection with mountain range restorations and relevant projects implemented on

a national level in the future.

Key Words : Potential of restoration, Risk, GIS analysis, Restoration Method

I.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한반도 산지의 공간적

인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Park and Son, 2005). 특히 이러

한 움직임은 1980년대 산경표가 알려지기 시작

하면서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산맥체계가 아

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산의 인식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 결

과, 대간 1개 구간, 정맥 7개 구간, 기맥 6개 구

간, 지맥 149개 구간, 세맥 700개 구간 등 총

863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산경표가 구

축되었으며(Kim et al., 2004; Park, 2010)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우선 문화지리학적 측면에서 산경표를 해석

한 연구(Kim, 2002), 산줄기 분석을 통한 한반

도의 산맥 체계 재설정에 관한 연구(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4), 산지의 분포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산줄기 지도화에 관한 연구(Park and Son,

2008)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산맥체계 확

립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생태적 측면에서 산줄기 체

계는 우리나라 전역을 하나의 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는 녹지축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의 개발사업인 도로의

개설로 인해 산림은 파편화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산줄기 역시 단절 되었다. 이러한 산림

의 파편화 및 산줄기의 단절은 서식처의 질을

낮추는 주요 원인임과 동시에 서식처간 이동에

저항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생물종의 생존을 직

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Forman et

al., 2002; Lee et al., 2010; Kim et al., 2012).

따라서 이러한 훼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노력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우선 산줄기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Seo and Lee, 2010; Jung

and Kim, 2016).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8)은 경기도 내 한북정맥을 중심으로 한북

정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훼손유형을 문

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면적, 선적, 점적으

로 구분하여 적합한 보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Korea Environment Institute(2012)에서는

백두대간의 하위 산줄기인 기맥을 대상으로 GIS

자료구축을 통해 환경성평가 시 적합한 평가방

향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부터 사전에 산

줄기 능선을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단절된 산줄기의 복원을 위한 연구 역

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생태통로 관련 연

구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The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Park et al., 2012). 먼저 Park

et al.(2009)은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생태

통로 우선 설치지역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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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항목별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Kim

et al.(2016)은 인천시 한남정맥 녹지축을 연결

하는 생태통로인 징매이고개 생태통로를 대상

으로 식생의 생태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의 이용

현황을 추적하여 생태통로서의 기능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선행 연구들 중 산줄기의 훼손

및 복원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단절지점의 파악

및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단절지점별 정량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복원의 우선순위를 파악

하고 효과적인 복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뿐

만 아니라 연구의 범위 역시 일부 산줄기 구간

혹은 생태통로 설치 구간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으로 진행되어 온바 도시 전체의 산줄기 네트워

크 회복이라는 보다 거시적 측면으로까지 그 의

미를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줄기 체계에 대한 다양

한 접근방법들 중 생태적 측면에서 대구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 구축된 신산경표 및 도로망

도, 그리고 GIS 공간분석을 통해 단절지점별 정

량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

으로 산줄기 단절지점의 복원우선순위를 설정

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또한 추가적

으로 현장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단절된 산줄기 네트워크 복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언해 보았다. 더불어

산줄기의 복원은 궁극적으로 고유의 산림경관,

즉 원풍경의 복원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바 역사문화적, 경관적 측면 등 다양한 부

문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지역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Figure 1)

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산림 내 산줄기를 대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전체 산림의

면적은 총 48,705 ha이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산림 면적은 부산광역시(35.386 ha), 인천광역시

(39,978 ha), 광주광역시(19.244 ha)와 비교했을

시 넓은 수준이라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임상

별 면적을 살펴보면 침엽수가 가장 넓은 21,600

ha, 다음으로는 혼효림이 16,302 ha, 활엽수가

10,443 ha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의

산지구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산림의 면적 중

보전산지가 약 80%, 준보전산지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가보전산지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http://kosis.kr). 다음으로 시간적 범

위는 2017년 0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개월

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

해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1차조사는 구축된산줄기 자료 및 GIS 도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실제 단절지점들을 파악하

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2017년 8월 26일, 9월 9일

과 9월 10일총 3회, 2차조사는평가및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정밀한 수준에서의 현장조사로써

2017년 10월 8일, 9일, 그리고 11월 12일, 26일,

12월 3일, 총 5회 수행하였다.

Figure 1. Research site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

다. 먼저 첫째, 대구광역시 산줄기 분포현황 및

도로에 의한 단절지점 파악, 둘째, 복원 가능한

단절지점 선정 및 현황분석, 셋째, 우선복원지점



4 김진효․나정화ㆍ권오성ㆍ조현주

Figure 2. Selected input data-mountain range map(left) and road map(right) of daegu city

Classification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grade V grade

Grade of
mountain range

Daegan Jungmaek Kimaek Jimaek Semaek

Classification
standard

Protection law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e

Sinsangyeongpyo Sinsangyeongpyo Sinsangyeongpyo Sinsangyeongpyo

Table 1. Classification of mountain range in sinsangyeongpyo

선정을 위한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며 주요 단계

별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산줄기 분포현황 및 단절지점 파악

대구광역시의 산줄기 분포현황 파악에는 산

지의 유역구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신산경표

를 활용하였다. 신산경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

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간으로부

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나오는 세부 산줄기들

을 지역 혹은 강의 이름을 따 구분하고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산줄기의 체계는 크게 대간, 정

맥, 기맥, 지맥, 세맥(분지맥)으로 구성되며 백두

대간에서 갈라지는 정맥, 강 발원지에서 시작해

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산맥인 기맥과 보다 짧

은 거리의 지맥과 세맥으로 신산경표에서는 구

분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산림청에서는 대간만

을 법제화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2; Jejudo,

2012)에서는 아래 Table 1과 같이 산줄기의 위

계를 구분하여 중요도를 설정하고 있다.

신산경표를 통해 파악된 대구광역시의 산줄기

체계는 GIS상에 도식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

며, 이외에도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

go.kr)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도로망도와 중첩

하여 도로로 인한 산줄기 단절지점을 살펴보았다

(Figure 2).

2) 복원 가능한 단절지점 선정 및 현황분석

앞선 데이터들을 활용한 단절지점 파악 이후

에는 실질적인 분석 및 복원가능여부를 살펴보

기 위한 분석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시에는 단절된 산줄기 주변부가 다양한 토지이

용 형태들 중 특히 상업지구, 주택지구 등으로

둘러싸여 있을 시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하여 평가 및 복원가능 지점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록 도로가 지나고 있지만 터널에

의해 능선이 보호되고 있을 경우 역시 분석 지

점에서 제외한 이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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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ssessment model for selection of priority restoration points

3) 우선 복원지점 선정을 위한 평가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선

정해야 하는바,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평

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 시에는 특히 물리적

정량화가 용이하며 야생동물의 이동 및 연결성

의 회복에 효과적인지, 산줄기라는 독특한 공간

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

적으로 고려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

하여 각각 3점에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선행 연구와 유사한 등급 구분이 어렵거나 등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지표들의 경우 단절지점

별 상대비교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도출된

지표들은 복원 잠재력과 위험성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우선, 복원잠재력 측면에서는 향

후 산줄기 복원 이후의 생태계 건전성 회복 및

생물종의 서식지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

자연도 1등급 면적 비율, 연결요소의 면적, 영

급, 식생조성상태 및 층위구조 등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위험성 측면에서는 산줄

기의 단절위계, 도로 유형, 단절요소의 면적, 멸

종위기종의 출현 여부 등 4개의 지표를 선정하

였다(Figure 3 and Table 2).

먼저 복원잠재력에 해당하는 지표들 중 생태

자연도 1등급 면적비율의 경우 환경공간정보서

비스(https://egis.me.go.kr)에서 제공하는 생태자

연도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대

구시의 경우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점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동물의 적정 이동거리로

나타난 3km(Riess, 1986; Forman and Gordon,

1986, Lee, 2011)를 범위로 설정한 이후 이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생태자연도 I 등급지 면적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

다. 또한 연결요소의 면적 비율 역시 앞선 지표

와 동일한 3km 범위 내 나타나는 다양한 토지

피복 유형들 중 선행연구(Park et al., 2016)에서

연결요소라 정의하고 있는 활엽수림, 혼효림, 침

엽수림, 자연초지의 면적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

을 수행하였다. 등급 구분은 변곡점을 보이는

18㎢을 기점으로 이상일 경우에는 I등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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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Index Grade Description References and note

Potential of
restoration

Percentage of
ecological integrity
grade-I

I(3) Over 160,000㎡
Kwak et al., 2016
(Relative comparison)

II(2) Over 100,000~under 160,000㎡

III(1) Under 100,000㎡

Area of connecting
element

I(3) Over 18㎢
Park et al., 2016
(Relative comparison)

II(2) Over 11㎢~under 18㎢

III(1) Under 11㎢

Age class

I(3) Class 5
Kwak et al., 2016
(Relative comparison)

II(2) Class 4

III(1) Class 3

Vegetation status
and vertical
structure

I(3)
Fine vegetation status and multiple
vertical structure

Bauer et al., 1976
Cho et al., 2010

Chungcheongnamdo. 2013
II(2)

Normal vegetation status and two-stories
vertical structure

III(1)
Poor vegetation status and simple
vertical structure

Risk

Hierarchy of
fragmentation

I(3)
Offset and first fragmented point from
main forest area

Cho and Lee, 2015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2

II(2)
Offset and second fragmented point from
main forest area or fine chains of
mountain and first fragmented point

III(1)

Offset and more than third fragmented
point from main forest area or fine
chains of mountain and second
fragmented point

Road type

I(3) Express way or over ten-lane road Jeong, 2011
Kim et al., 2000

(Relative comparison)
II(2) Four~six lane road

III(1) One~two-lane road

Area of
disconnecting
element

I(3) Over 1.6㎢
Park et al., 2016
(Relative comparison)

II(2) Over 1.0㎢~under 1.6㎢

III(1) Under 1.0㎢

Appearance of
protected species

I(3) Appearance Shin and Ahn, 2008
Daegu Metropolitan City,
2009

II(2) No appearance but located closely

III(1) No appearance

Table 2. Description of criteria and index for selection of priority restoration points

미만이거나 11㎢ 이상인 경우에는 II등급을, 11

㎢ 미만인 경우에는 III등급을 적용하였다. 영급

의 경우 지점별 영급을 살펴보고 가장 높은 영

급과 낮은 영급을 기준으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

등급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위험성 측면에 해당하는 지표들 중

단절위계의 경우 근본지로부터 몇 번째 단절지

점인지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첫 번째

단절지점일 경우 I등급, 두 번째 단절지점인 경

우 II등급, 그 이상일 경우 III등급으로 적용하였

다. 계속해서 단절요소의 면적 비율의 경우 앞

선 연결요소와 마찬가지로 3km 영역 내에서 단

절요소로 나타난 토지피복 유형인 교통시설지

역의 면적 비율을 산정한 이후 상대비교를 통해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1.6㎢ 이상인 경우 I 등급

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멸종위기종의 경우

대구광역시 자연환경조사(2009)를 바탕으로 단

절지점 영역 내에 멸종위기종(포유류, 조류, 식

생)이 나타날 경우 I등급, 인접한 곳에 위치할

경우 II등급, 출현하지 않을 경우 III등급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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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Daegan Jungmaek Kimaek Jimaek Semaek

No. of Korean mountain range 863 1 7 6 149 700

No. of Daegu mountain range 18 - - - 6 12

Percentage 2.09 - - - 4.03 1.71

Table 3. Distribution of mountain ranges in Daegu city

치등급을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평가지표들은 평가모형을 활용

하여 합산화를 통해 정량적으로 등급을 구분하

였으며, 최종 가치등급은 3단계로 구분하였다.

합산화 결과 점수가 높게 나타난 지점은 복원을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지점을 의미하며 위험성

이 높지만 복원 시 높은 잠재력으로 인해 다른

지점들보다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

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구광역시산줄기분포현황및단절지점파악

신산경표를 바탕으로 한 대구광역시 산줄기

분포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주요 정맥 및 지맥

은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맥

(4.03%)과 세맥(1.71%)만이 대구시 내에 분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구시에 분포하고 있

는 지맥과 세맥은 전국대비 약 2%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구시의 지맥과 세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룡지맥의 경

우 도시화된 대구시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남북

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지점

이 도로 및 도심지로 인해 단절된 양상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다음으로

황학지맥의 경우 대구시의 서쪽, 다사읍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도로로 인해 수많은 단절

지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절은 산지의

생태 및 경관, 나아가 생물종의 로드킬 위험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적절한 복

원대책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왕령지맥은 대구

시의 남쪽인 달성군 현풍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팔공지맥의 세맥은 대구시의 북쪽에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시의 산줄기는 핵심이라 볼 수 있

는 대간 및 정맥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

만 분석 결과 총 35곳의 단절지점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 및 단절폭 등을 고려했을 시 복원이 불가

능한 지점 역시 상당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시 차원에서 향후 산줄기

의 효과적인 보전 및 추가적인 단절지점의 발생

을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단절된 산줄기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4. Mountain range and fragmented points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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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inal fragmented points for analysis and it's distribution

2. 복원 가능한 단절지점 선정 및 현황분석

앞선 단절지점 분석결과 도출된 35곳의 단절

지점을 바탕으로 복원이 가능한 지점에 대한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Figure 5) 복원이 불가

능할 것으로 분석된 지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단절지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써 터널로 인해 산줄기가 보호되고 있

거나 단절지 주변이 도심지라는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Figure 5의 A지점의 경우 팔

공세맥이 도로에 의해 단절된 것으로 분석되었

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우터널에 의해 능선이 보

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원을 위한 평가지

점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B지점 역시 백안터

널에 의해 능선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원가능지점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지점 C와 D의 경우는 앞선 A, B 지

점과 달리 단절지점 주변부로 도시화가 많이 진

행된 곳으로서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점 D의

경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인근으로 비슬세맥

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어 복원이 요구되는 지점

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원을 위해서는 단절

된 두 산림간의 연결이 필수적이지만 단절구간

의 폭이 400m를 넘어서고 있으며, 왕복 6차선

의 신천대로 및 추가적인 도로와 상업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는바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처럼 복원불가 지점들에 대한 산줄기

복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

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산줄기

의 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가로녹지 및 소규모

녹지의 조성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산줄기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복원불가 지점들을 제외하고 복원

가능 지점으로 선정된 단절지점은 총 15곳이며

(Table 4 and Figure 5), 우선 지점-1의 경우 팔

공지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팔공세맥의 단

절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으로 왕복 2차선의 팔

공산로가 지나고 있다. 도로 양안으로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립공원 및 주변이 대부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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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ed
point(No.)

District Mountain range Road name Road type

1 Dong gu Palgong semaek Palgongsan-ro Two-lane

2 Dong gu Yubong semaek Palgong-ro Six-lane

3 Dong gu Yubong semaek Pagunjae samguri Six-lane

4 Dong gu Yubong semaek Iksan-pohang Express way

5 Dong gu Yubong semaek Kyungbu Express way

6 Suseong gu Biseul semaek Dalgubul-daero Ten-lane

7 Suseong gu Biseul semaek Buman-ro Six-lane

8 Dalseong gun Hwanghak jimaek Kangjungbon-gil Two-lane

9 Dalseong gun Wangryung jimaek Samkang-gil One-lane

10 Dalseong gun Wangryung jimaek Yuseonbangsong-saguri Two-lane

11 Dalseong gun Wangryung jimaek Yuseonbangsong-saguri Two-lane

12 Dalseong gun Chungryong jimaek Dalseo-daero Ten-lane

13 Dalseong gun Hwanghak jimaek Habin-ro Two-lane

14 Dalseong gun Hwanghak jimaek Dasa-ro Two-lane

15 Dalseong gun Hwanghak jimaek Dasa-ro Two-lane

Table 4. The main status of the practical points for restoration

호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생조성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점-5는 대

구시 동구 일원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유

봉세맥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다. 앞선

지점 1과는 달리 고속도로에 의한 단절이 발생

한바 단절 폭이 매우 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

대구JC가 인접하고 있어 고가도로 등과 같은 교

통시설이 타 지점들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점-15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

으로 황학지맥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다. 본 지점은 일차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단절지점 양안으로 소규모의 경작 활동이 나타

남에 따라 식생조성상태 및 주변부의 관리 상태

가 불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차량의

이동량이 매우 적으며 도로와 산림간의 높이차

가 크지 않아 산줄기 복원 시 생태네트워크적

측면에서 연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

며, 인접한 지점-14 역시 환경조건이 유사하게

나타난바 복원 시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점-9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일원으

로 왕령지맥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다.

본 지점의 경우 단절지점 양안으로 특히 주거지

및 경작지, 축사 등과 같은 토지이용이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배후에 있

는 대니산과의 단절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지 특성상 도시화 지역이 아닌 경작지

중심의 반자연경관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산줄기 복원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라 사료된다.

3. 우선 복원지점 선정을 위한 평가

복원 가능한 단절지점들에 대한 평가결과, I등

급으로 선정된 지점은 총 6곳인 지점-1, 2, 3, 6,

7, 1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I등급 지점은 총

3곳인 지점-4, 5, 13이 선정되었으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즉,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원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 III등급은 지점-8, 9, 10, 11, 14,

15가 선정되었다(Table 5 and Figure 6, 7, 8).

우선 I등급으로 평가된 지점-1은 연결요소의

면적이 약 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본 지점의 경우 팔공산과 인접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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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presentative point of grade-I and details

으로서 생태자연도 상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되어 높은 생태적 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원 잠재력의 다른 지표들인

영급, 식생조성상태에서도 I등급으로 평가되어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위험성 측면

에서는 대부분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단절요소

의 면적 역시 15곳의 지점들 중 가장 낮은

160,670㎡, 도로의 차선은 2차선, 멸종위기종의

분포 역시 본 지점의 영역 내에는 나타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속해서 지점-7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

으로 연결요소의 면적은 지점-1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은 18㎢로 나타났으며 단절지점 양안으로

식생 조성상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3km 영역 내 생태자연도 1등급은 분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를 얻

었다. 다음으로 위험성 측면에서 단절요소의 면

적은 1㎢로 II등급, 도로의 차선은 6차선으로 나

타났으며, 대구광역시 자연환경조사 결과 법종

보호종인 황조롱이,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인

깽깽이풀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수

달의 서식지가 매우 인접한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복원 시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II등급으로 선정된 지점-13은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분석 결과 연결

요소들의 면적은 약 15㎢로 II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절지 주변부의 영급은 5영

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조성상태 역

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3km 영역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은 62,499㎡로 선정된 15

곳의 지점들 중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위

험성 부문에서 본 지점은 황학지맥의 첫 번째

단절지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절요소인 교

통시설의 면적은 약0.3㎢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영역 내에 멸종위기종 역시 나타

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위험성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인접한 곳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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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ed
point(No.)

Potential of restoration Risk of fragmentation Adding up
score

Final grade
1 2 3 4 A B C D

1 I I I I II III III II 18 I

2 I II I II III II III I 17 I

3 I II I II III II III I 17 I

4 III II III II II I II II 15 II

5 III III II II III I II I 15 II

6 III III I II III I I I 17 I

7 III I II I II II II I 18 I

8 III III II III III III I I 13 III

9 III III II III III III III I 11 III

10 III III III III II III III I 11 III

11 III III III III II III III I 11 III

12 I III II III III I I I 17 I

13 III II I I I III III III 15 II

14 II II III II II III III III 12 III

15 II II III II II III III III 12 III

-1 : Percentage of ecological integrity grade I, -2 : Area of connecting element , -3 : Age class, -4 : Vegetation status
and vertical structure -A : Hierarchy of fragmentation, -B : Road type, -C : Area of disconnecting element, -D :
Appearance of protected species

Table 5. Final score and grade of 15 fragmented points

-14, 15가 위치하고 있어 이들 지점과 연계한 복

원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높은 복원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해서 II등급으로 평가된 지점-5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복원잠재력 부

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결요소의 면

적은 8㎢로 나타났으며 영역 내 생태자연도 1등

급 지역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영급과 식생

조성상태 두 지표 모두 II등급으로 평가되었으

며 전반적으로 복원잠재력 측면에서는 높지 않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단절 지점

을 관통하는 도로의 종류가 경부고속도로 나타

났으며, 단절요소의 면적 역시 1.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

고 영역 내에 보호종인 황조롱이 서식지가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수달의 서식

지가 인접하고 있어 특히 위험성 부문에서 단절

지점의 복원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III등급으로 평가된 지

점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점-8

의 경우 영역 내 연결요소의 면적은 6㎢로 15곳

의 지점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공간도 분

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

조성상태 역시 단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복

원 잠재력 부문에서 매우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

고 있었다. 다음으로 위험성 부문의 경우 2차선

의 도로가 단절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단절요소의 면적은 매우 높은 수준인

1.8㎢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지점 인근으로 달성

습지 및 삵 및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등 다양한

법종보호종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전반적으로 몇몇 지표들을 제외하고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지점-10 역시 앞선 지점-8과 마찬가

지로 연결요소의 면적은 5㎢로 낮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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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presentative point of grade-II and details

이외에도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 비율 지표와

영급, 식생조성상태 모두 III등급으로 분석되어

복원 잠재력 측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위험성 부문에서는 2차선의 도로

로 인한 단절이 발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보였으며 단절요소의 면적비율 지표

의 경우 799.360㎡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지점-13, 14, 15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법종보호종이 출현하

거나 혹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법종보

호종의 출연 여부’ 지표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

은 반면, 고속도로 및 달구벌대로 등이 지나는

지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차로에 의한 단

절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2차로에 의한 단

절지점들의 경우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단절지점과 산림간의 높이차가 크지 않아 복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절지

점들의 공간적 특성은 실질적인 산줄기 복원 사

업 시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복원 효과가 기대되는바 적절한 복원대책의

수립은 대구광역시의 생태네트워크 복원 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신산

경표 및 도로망도를 활용하여 산줄기 단절지점

을 파악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복원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보았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시에 분포하고 있는 지

맥과 세맥은 전국대비 2%정도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총 35곳의 단절지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 결과 실질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지점은 총

15곳으로 나타났으며, 지점별 평가 결과 I등급

은 6지점, II등급은 3지점, III등급은 6지점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15곳의 복원가능 지점들에 대

한 산줄기 복원은 단순히 산줄기의 복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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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presentative point of grade-III and details

대구시의 생태네트워크 복원 측면에서도 의미

가 매우 높은바 단절지점별 환경특성을 고려하

여 실현가능하고 차별화된 복원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우선 첫 번째, 연결성의 확보 및 생물종의 원

활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설

치는 단절된 산줄기의 직접적인 연결이라는 측

면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이며, 단

절폭이 좁은 지점-1, 2, 3, 7, 13, 14, 15에 적용

가능하다. 이들 지점들의 경우 2차로 혹은 6차

로의 도로에 의해 산줄기의 단절이 발생한바 야

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시 높은 복원효과가 예상

되며, 추가적으로 유도펜스(Wildlife-proof fence)

설치 시 야생동물의 로드킬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방안으로는 폭 100m 이상

의 녹지 코리더 조성을 통한 산줄기 복원방안을

들 수 있다. 본 복원방안은 앞선 두 개선방안과

는 달리 선적인 의미를 넘어서 면적인 측면에서

의 복원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원방안

은 도로에 의한 단절폭이 넓으며 주변부에 파편

화된 산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점-4, 5, 6,

12에 적용 가능하다.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코리더 조성 및 단절지점 주변부로 나타나고 있

는 훼손지점들에 대한 복원사업이 병행될 경우

산줄기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면적확보를 통한 산줄

기 복원으로써 본 복원방안은 앞선 야생동물 이

동통로 설치 지점과는 달리 도로와 단절지점 양

안간의 높이차가 크지 않으며, 단절지점으로부

터 산줄기가 외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산줄기의 복원을 위해서는 단

절지점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초지, 농경지, 나

지 등 비교적 매입이 용이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산림 혹은 초지로의 복원을 통해 산줄기 네트워

크의 회복을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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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 가능한 지점은 지점-8, 9, 10, 11이며

특히 지점-9, 10, 11은 산줄기 복원 시 단절된

왕령지맥의 온전한 복원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

줄기 연결망 관리 및 복원 정책 수립과 연계하

여 효과적인 산줄기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로로 인

한 영향이 단지 산림의 파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녹지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산줄기에 대

한 단절이라는 개념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다양

한 개발사업으로부터 사전에 산림과 산줄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써의 역

할 역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

한 평가지표들에 대해서는 향후 객관성 확보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한 가중치 적용에 대한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단

절지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로드킬 발생 여부,

산사태 위험성 등과 같은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

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산줄기

복원방안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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