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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egetation Changes for 11years and Vegetation

Structure in the Green Buffer Zone of Sihwa Industrial Complex

Choi, Jin-Woo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vegetation changes and structures in

the buffer green zone of Sihwa Industrial Complex and propose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mul-

ti-functional vegetation management directions. The density of the Pinus thunbergii decreased from

23.1trees/100㎡ in 2006 to 9.6trees/100㎡ in 2017 due to the influence of thinning works. Its green

volume increased from 0.97㎥/㎡ to 2.02㎥/㎡,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biodiversity. The density of deciduous broad-leaved trees at the top

maintained at 18∼21trees/100㎡. In the areas where the understory vegetation was removed, Pueraria

lobata spread as an invasive plant and disturbed the forest. In the areas where the understory vegeta-

tion was not removed, various native plant species including the Rhus javanica and Celtis sinensis

were introduced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 forest in a multiple structure. There was a

concern with the spread of Robinia pseudoacacia which developed into understory vegetation in Pinus

thunbergii forest and some canopy forest. The study proposed vegetation management directions for

the back, top and front side according to the physical structure of large-scale buffer green zone formed

in a long linear form and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adjacen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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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

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

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완충녹지는 대기정화, 미기후완화, 소음감쇠,

심리적 안정 등 도시환경개선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im, 1999). Park and Yoo(2004)

는 토지이용, 소음, 생태, 경관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완충녹지의 기준을 제

시하였다. 경사 1:1～1:1.5의 비율로 마운딩을

조성하고, 흡음과 차폐․배기가스․공해에 강

한 수종을 도입해야 하고, 야생생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층식재와 가장자리 식재기법으로

생태숲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

근에는 도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이나 산책, 휴양

장소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시경관 향상

과 같은 도시공원의 기능도 중요시되고 있어 다

양한 기능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다(Kim et al,

2008). Lee et al(2008)은 안산시 철도변 완충녹

지를 대상으로 완충기능, 경관기능, 생물서식기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재종과 식재밀도를 제

안하였다. 완충기능을 위해 곰솔 등 교목 0.4주/

㎡, 관목 0.5주/㎡, 경관기능을 위해 느티나무,

산벚나무, 살구나무 등 교목 0.2주/㎡, 관목 0.5

주/㎡의 식재밀도 기준을 제시하였고. 생물서식

기능을 위해 상수리나무, 산벚나무, 팥배나무

등을 중심으로 다층식재 밀도기준을 제시하였

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설치되는 완충

녹지는 택지개발지역 및 도심에 설치되는 곳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시화공단 완충녹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구분하고 산업단지에서

대기 및 악취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넘어가

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0년에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당시 시화공단은 금속 및 화학, 플

라스틱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악취물질 배출사

업장이 약 600여 개소에 달했고, 1998년에는

2,1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었다(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2009). 대규모

완충녹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2005년까지 인근

주거지에서의 악취 민원이 폭증하였는데, 녹지

가 악취를 차단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으며, 수

목의 규격이 작고 저밀도로 식재되어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에

2000년대 중반 시화공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SO2, NO2 등 오

염원 확산 분포 분석을 통해 현재 완충녹지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고(Song, 2006), 녹지성토고 증고 및 녹지 단

절축 연결 등 녹지의 물리적 형태변화에 따른

악취물질의 저감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

로 밝혀졌다(Cho and Kim, 2009). 수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기능은 광합성 과정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 온실가스인 CO2를 비롯한

SO2, NO2 등 가스상 물질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Jo and Ahn, 2001). 이에 2006년 완충

녹지 수림대 조성계획(Siheung city, 2006)이 수

립되었고 2012년까지 수림대 조성사업이 추진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 경기도 조례에

의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으

로 관리되면서 악취 민원은 점진적으로 연간

100여건으로 감소하게 되었다(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2009).

시화공단 완충녹지는 2000년에 조성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수림대 조성사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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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map of study area

되어 현재는 울창한 숲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최근 이곳에도 도시숲의 중요한 기능이 부각되

면서 숲의 식생 관리와 시민이용 활성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화공단 완

충녹지 숲의 11년간 식생변화와 식생구조 특성

을 분석하여 도시숲으로서 환경적·생태적·다기

능적 식생 관리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오이도와 안산시 사이의 간석지

에 조성되었다.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전

문 산업단지로, 반월국가산업단지․남동국가산

업단지와 함께 3대 중소기업 산업단지로 꼽힌

다. 시흥스마트허브 또는 시화공단, 시화산단이

라고도 불린다.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산업재배

치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월국가산업단지가 포

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확대하기 위해 1986년

부터 2006년까지 개발되었다. 시화공단 완충녹

지는 시화공단과 시화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녹

지로서 2000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길이

3,464m, 폭 175∼225m, 면적 697,670㎡로 대규

모로 조성되었다(Korea Water Resources Cor-

poration, 2000). 완충녹지는 4차선 도로와 간선

수로에 의해 단절되어 모두 7개의 블록으로 구

성되어 있다(Figure 1).

조성 당시 성토고는 10m이었고, 곰솔 외 21

종 124,000주가 식재되었고 건조 및 염분상승

억제를 위해 스프링클러 71개소가 설치되었다.

축산부의 정상부에 모감주나무, 회화나무, 중국

단풍, 팽나무가 식재되었고, 사면 상부에는 곰

솔, 중상부에는 곰솔 묘목, 중하부에는 낙엽수

묘목 등이 식재되었다. 평지부에는 중국단풍,

회화나무, 팽나무,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참나

무류 등이 식재되었고, 남동측 이면도로 녹지구

간에는 곰솔, 회화나무, 느릅나무, 양버즘나무

등이 식재되었다(Korea Water Resources Cor-

poration, 2000).

2003∼2012년간 시흥시는 대상지에 수목을

보완하기 위해 10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

성토지역을 제외한 전․후면부를 대상으로 참

나무류, 소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이아, 산벚

나무 등 총 289,388주의 수목식재사업을 실시

하였다. 특히 2006년 후면부 수림대 조성 타당

성 조사용역(Siheung city, 2006)의 결과를 토대

로, 후면부 일대에 집중적인 수목 보완식재가

시행되었다. 현재 대상지에는 인접한 옥구공원

과 연결된 그린브릿지와 더불어 도로 단절지 3

개소에 그린브릿지 건설공사, 하천 단절지 3개

소에 보행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완충

녹지의 물리적 연결에 따른 정상부 숲 산책로

이용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시흥시의 중요한 도

시숲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분석방법

현존식생 조사는 교목층 수종의 식생상관

(Vegetational Physiognomy)을 바탕으로 주요

우점종을 기준으로 1/1,000 수치지형도에 분포

범위를 도면화 하였다. 완충녹지는 완충기능뿐

만 아니라 경관기능, 생물서식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재수목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식재지, 경관식재지, 참나무류 식재지, 아



84 최 진 우

Figure 2. Survey plot of vegetation structure

까시나무림 등으로 식재유형을 구분하였다.

Robinson(1992)과 Kim(1999)의 식재기능 기준

에 따라 차폐와 저감의 목적으로 식재된 곰솔,

스트로브잣나무, 양버즘나무, 백합나무 등을 완

충식재지로 분류하였고, 시각적 상징경관 형성

을 목적으로 식재된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메

타세쿼이아와 그 외 낙엽활엽수종이 식재된 곳

을 경관식재지로 구분하였다. 도시생태계의 특

성에 따른 이차천이와 온대중부지방 도시숲의

천이계열(Kim et al, 1989; Kwak, 2011)을 고려

하여 참나무류 식재지와 자연 발생되어 교목림

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까시나무림을 식재유형

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교목성 수림대 이외 관

목림, 초지, 습지, 시설지 및 포장지역을 분류하

였다. 생육불량지의 판별은 수목생육평가(Han

et al., 2014) 기준에 따라 외관상 가지가 30%이

상 고사하거나, 수피가 크게 손상되고, 생장상

태가 불량한 수목이 분포하는 현존식생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현존식생 조사는 2017년 6월

9일, 생육불량지 조사는 2017년 11월 10일에 실

시하였고, Autocad Map 2017, Arc GIS 10.3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면적비율을 산출하였다. 과

거 2006년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계획(Siheung

city, 2006)은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서 2017년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11년간의 식생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상지 축산부 지역의 후면부(시화공단 방

향), 정상부, 전면부(시화신도시 방향)의 연속적

인 식재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하층식생

제거관리 여부를 대표하는 지역에 종단면 Belt-

transect 조사구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하층식

생을 제거하지 않은 지역을 대표하여 2구역에,

하층식생을 제거한 지역을 대표하여 6구역에

조사구를 설치하였다. 조사구 폭은 20m 기준으

로 20m×20m 단위로 설정하였고, 길이는 2구역

125m, 6구역 80m이었다. 축산부 지역의 식생유

형별 구조분석을 위해 Quadrat 조사구 37개소

를 1∼7구역에 10m×10m의 크기로 현존식생별

로 골고루 배치하여 조사하였다(Figure 2). 곰솔

숲은 하층식생 제거관리 여부에 따라 식생유형

을 구분하였다.

식생조사는 각 조사구내에 출현하는 목본 수

종을 대상으로 교목․아교목층은 흉고직경 2cm

이상 되는 수목의 수고, 흉고, 지하고, 수관폭을

조사하였으며, 관목층은 흉고직경 2cm 이하 또

는 수고 2m 이하의 수목에 대하여 수관투영면

적(장축×단축)을 조사하였다. 각 조사구의 수관

층별 종간 상대적 우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Curtis & McIntosh(1951) 방법으로 중요치(I.V.

: importance value)를 통합하여 백분율로 나타

낸 상대우점치(I.P. : importance percentage)를

계산하였다. 식생유형별 교목층, 아교목층, 관

목층 층위별 출현종의 종수와 개체수를 산정하

여 비교․분석하였다. 11년간 식생유형별 수목

밀도와 수관용적을 비교하기 위해 100㎡당 생

육주수 및 단위면적당 수관용적의 합계인 녹지

용적계수(GVZ: Grünvolumenzahl)를 분석하였

다. 녹지용적계수는 수관폭, 수고, 지하고 측정

값과 수목의 형태(구형, 기둥형, 원추형)에 따른

체적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용적을 계산하여 녹

지의 풍부함을 비교하기 위한 정량적 자료를 산

출하기 위한 것으로 ㎡당 평균적인 녹지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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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or 1, 2, 3, 4

b: sector 5, 6, 7

Figure 3. Planting types map of study area

A: Buffer planting site of coniferous trees, B: Buffer planting site of deciduous trees, C: Landscape planting site

of coniferous trees, D: Landscape planting site of deciduous trees, E: Quercus spp. planting site, F: Robinia

pseudoacacia forest, G: Shrub, H: Grassland, I: Wetland, J: Facilities and paved area

/㎡)으로 나타낸다(Pohl et al., 1984).

III. 결과 및 고찰

1. 식생변화

1) 식재유형

곰솔, 스트로브잣나무로 이루어진 침엽수 완

충식재지는 38.7%로 축산부와 후면부를 중심으

로 가장 넓게 분포하였다. 양버즘나무, 백합나무

로 구성된 활엽수 완충식재지는 후면부와 이면

도로변 녹지에 조성되어 있었다(Figure 3). 활엽

수 경관식재지는 28.8%, 침엽수 경관식재지는

11.5%로 정상부와 전면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 식재

지는 4.0%, 아까시나무림은 1.3%로 부분적으로

분포하였다. 2006년 식생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

과, 2000년 조성당시 방화수 기능으로 도입된

싸리류 식재지 일대와 수목 식재량이 낮은 관목

식생지와 초지를 중심으로 곰솔, 소나무, 메타세

쿼이아 등 침엽수와 참나무류, 경관목적의 낙엽

활엽수가 추가로 식재되었다. 일부 지역에는 아

까시나무가 침입하여 교목림으로 확산되고 있

었다. 습지는 2006년에 비해 수량부족과 식생의

육상화로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6구역에 생

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습지가 추가로 조

성되었다. 시설 및 포장지는 그린브릿지 조성사

업으로 인해 증가하였다. 6구역 이면도로에 접

한 녹지에 시흥에코센터 건축물이 조성되어 녹

지 면적이 약 17,700㎡ 감소되었다(Table 1).

2) 현존식생

식재수목의 교목층 식생상관에 따라 현존식

생을 조사 분석하였다(Table 2). 곰솔이 36.8%

로 가장 높은 비율로 축산부 일대에 식재되었

다. 곰솔은 생태적 특성상 내염성, 내조성, 내건

성, 내척박성이 강하여 임해매립지 녹화의 대표

적인 수종으로(Kim et al, 2000), 매립지 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상록수이므로 사계절 완충효과

가 양호하여 대상지에 전면적으로 식재되었다.

2000년 조성 당시, 정상부에는 산책로 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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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vegetation 2006 year 2017 year

Buffer planting site of coniferous trees
Pinus thunbergii 32.8 36.8

Pinus strobus 0.5 1.9

Buffer planting site of deciduous trees
Platanus occidentalis 0.4 0.5

Liriodendron tulipifera 0.1 1.7

Landscape planting site of coniferous trees

Pinus rigida 5.0 4.8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1.8 4.6

Pinus densiflora 0.8 2.0

Landscape planting site of deciduous trees

Quercus palustris 0.0 0.7

Zelkova serrata 1.5 2.6

Acer palmatum 0.9 0.5

Koelreuteria paniculata 2.5 2.7

Salix koreensis 1.7 0.7

Prunus yedoensis 2.5 4.5

Chionanthus retusus 3.4 1.9

Acer buergerianum 4.4 6.2

Ulmus parvifolia 1.3 1.4

Celtis sinensis 1.8 2.3

Styphnolobium japonicum 2.9 3.5

Quercus spp. planting site

Quercus acutissima 2.1 2.2

Quercus serrata 0.3 0.5

Quercus variabilis 0.0 0.2

Quercus aliena 0.0 0.3

Robinia pseudoacacia forest Robinia pseudoacacia 0.0 1.3

Shrub

Amorpha fruticosa 5.9 0.4

Lespedeza cyrtobotrya 5.3 0.1

Rhododendron spp. 0.0 0.4

Grassland

Phragmites communis 0.1 0.4

Conyza canadensis 0.0 0.8

Festuca arundinacea 0.8 0.8

Zoysia japonica 4.3 1.1

Bare land 1.9 2.9

Table 2. Actual vegetation from 2006 to 2017 (Area: %)

Planting type 2006 year 2017 year

Buffer planting site of coniferous trees 32.9 38.7

Buffer planting site of deciduous trees 0.6 2.2

Landscape planting site of coniferous trees 8.1 11.5

Landscape planting site of deciduous trees 27.3 28.8

Quercus spp. planting site 2.5 4.0

Robinia pseudoacacia forest - 1.3

Shrub 13.6 1.2

Grassland 12.2 6.5

Wetland 0.6 0.2

Facilities and paved area 2.1 5.5

Table 1. Planting types from 2006 to 2017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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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growth tree 2006 year 2017 year

Pinus thunbergii 26.9 9.5

Pinus rigida 6.8 2.8

Pinus densiflora 2.4 0.0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11.3 9.1

Koelreuteria paniculata 65.2 17.2

Quercus palustris - 16.7

Acer buergerianum 1.8 4.9

Quercus serrata 42.4 0.0

Zelkova serrata 17.2 0.0

Ulmus parvifolia 80.0 0.0

Prunus yedoensis 38.6 0.3

Celtis sinensis 70.2 1.1

Styphnolobium japonicum 84.8 1.6

Albizia julibrissin 39.8 0.0

Chionanthus retusus 13.9 0.0

Acer palmatum 12.4 0.2

Quercus acutissima 8.4 2.0

Platanus occidentalis 19.2 0.0

Pueraria lobata 0.3 3.6

Table 3. Poor growth trees on the basis of the actual

vegetation area from 2006 to 2017 (Area: %)

심으로 모감주나무, 회화나무, 중국단풍, 팽나

무 등이 경관형성을 목적으로 수종별 집단을 이

루며 선형으로 식재되었다. 2006년 연구에서 중

국단풍을 제외한 회화나무, 모감주나무, 팽나무

가 생육이 불량하다고 보고되었는데, 현재 2, 3,

4, 5구역 회화나무 식재지가 중국단풍과 대왕참

나무로 갱신된 것을 확인하였다.

2006년 이후 곰솔(32.8%→36.8%), 스트로브

잣나무(0.5%→1.9%) 등 침엽수 완충식재지를

비롯하여 메타세쿼이아(1.8%→ 4.6%), 소나무

(0.8%→ 2.0%) 등 침엽수 경관식재지가 증가하

였다. 환경 적응력이 높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

어난 백합나무(Park and Kang, 2010)의 식재가

0.1%에서 1.7%까지 증가하였다. 2006년과 비교

하여 활엽수경관식재지 중에서 대왕참나무

(0.0%→ 0.7%), 느티나무(1.5%→ 2.6%), 왕벚나

무(2.5%→ 4.5%), 중국단풍(4.4%→6.2%), 팽나

무(1.8%→ 2.3%)가 증가하였고, 버드나무(1.7%

→0.7%), 이팝나무(3.4%→ 1.9%) 등이 감소하

였다. 참나무류 중에서 상수리나무는 2.2%로

유사하면서 졸참나무(0.3%→0.5%), 굴참나무

(0.0%→ 0.2%), 갈참나무(0.0%→ 0.3%) 식재지

가 소폭 증가하였다. 아까시나무는 식재종이 아

닌 자연 발생된 유입종으로서 기존 식재지에 확

산되어 1.3% 면적을 차지하였다. 곰솔림에 침

입한 아까시나무는 곰솔을 피압하고, 생장억제

및 고사피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

진 바 있다(Shimizu and Konta, 2003). 관목식생

지에는 족제비싸리, 철쭉류를 비롯하여 병꽃나

무, 산딸나무, 산수유, 조팝나무, 찔레꽃, 참싸리

가 확인되었다. 2006년 이후 추가적인 수목식재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초지에는 갈대, 망초,

잔디, 큰김의털, 등이 우점하고 있었다. 개방수

면이 거의 소멸된 습지에서는 갈대군락이 높은

밀도로 생육하고 있었다.

3) 생육불량 수목

생육불량 수목 면적을 해당 수종의 식재면적

대비 비율로 분석하여 2006년과 2017년 현황을

비교하였다(Table 3). 2017년 생육불량지 면적은

57,939㎡로 전체 면적의 8.7%로 2006년 19.1%

보다 감소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식재된 곰솔

의 생육상태는 식재면적 중 9.5%가 불량하였다.

곰솔은 2006년에 솔잎혹파리 병충해가 발생하

여 곰솔면적의 40.7%가 피해를 입었으며, 생육

불량지로 판단된 지역은 26.9%이었다(Siheung

city, 2006). 이후 수간주사 및 약제살포 등 방역

작업을 통해 생육상태가 건강해진 걸로 알려졌

다. 본 현장조사에서 곰솔의 잎변색 현상이 다

시 발견되어 솔잎혹파리 재발이 우려되었고, 칡

에 의한 수관 피압 피해도 발생되고 있었다.

2006년 이후 신규로 추가 식재된 메타세쿼이

아, 모감주나무, 대왕참나무, 중국단풍 식재지

의 각각 9.1%, 17.2%, 16.7%, 4.9% 지역에서 수

목 생육상태가 불량하였다(Table 3). 2006년 조

사 당시 생육이 불량하다고 조사된 낙엽활엽수

중에서 졸참나무, 느티나무, 참느릅나무, 팽나

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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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1-1 1-2 1-3 1-4 1-5 1-6

C* U* S* C U S C U S C U S C U S C U S

Pinus thunbergii 84.6 - - 100 - - 86.8 - - 100 - - 100 - 4.7 12.7 - -

Prunus yedoensis 15.4 - 1.0 - - - - - - - - - - - - 6.0 - -

Chionanthus retusus - - - - - - - 10.2 - - - - - - - 34.6 - -

Quercus acutissima - - - - - - - - - - - 3.2 - - - 23.3 - -

Koelreuteria

paniculata
- 77.3 5.7 - - - 13.2 63.7 14.7 - 29.5 - - - - 6.1 - -

Salix koreensis - - - - - - - - - - - 3.0 - - 7.4 2.5 - -

Robinia pseudoacacia - - - - - - - - 35.3 - 8.5 15.1 - - 7.4 1.8 - 46.9

Quercus serrata - - 2.6 - - - - - 0.7 - - - - - - 13.0 - -

Celtis sinensis - 13.2 11.6 - - 11.8 - - 0.9 - - 6.0 - - - - - -

Malus sieboldii - 9.5 - - - - - 2.1 1.1 - - - - - - - - -

Quercus palustris - - - - - - - 24.0 - - 52.5 - - - - - - -

Rhus javanica - - 2.1 - - 6.0 - - - - 9.5 7.3 - - - - - -

Amorpha fruticosa - - 44.6 - - 59.0 - - 29.6 - - 13.7 - - - - - 14.7

Styrax japonicus - - - - - 5.8 - - - - - 6.0 - - 32.2 - - -

Pueraria lobata - - - - - - - - 17.0 - - 34.0 - - 7.4 - - 38.4

Castanea crenata - - - - - - - - - - - - - - 7.4 - - -

Quercus variabilis - - - - - 5.6 - - - - - - - - - - - -

Morus bombycis - - 6.4 - - - - - - - - - - - - - - -

Morus alba - - - - - - - - - - - - - - 11.1 - - -

Prunus sargentii - - - - - 5.8 - - - - - - - - 22.3 - - -

Lespedeza cyrtobotrya - - 6.4 - - - - - - - - 5.8 - - - - - -

Acer ginnala - - - - - 6.0 - - - - - - - - - - - -

Lonicera japonica - - 8.0 - - - - - - - - - - - - - - -

Species below 5% of
shrub importance
percentage

- - 11.6 - - - - - 0.7 - - 5.9 - - 0.1 - - -

* C: Canopy layer U: Understory layer, S: Shrub layer

Table 4. Importance percentage of woody plants by belt-transect survey site in none removal area of understory vegetation

양버즘나무 등은 현재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본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생육불량 양상은

칡에 의한 수목 피압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06년에는 칡에 의한 수목 피해 지

역이 전체 면적의 0.3%에 불과하였는데, 2017

년에는 23.6%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녹지 전

체적으로 형성된 칡 분포를 고려한다면 향후 피

해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식생구조 특성

1) Belt-transet 조사구

(1) 하층식생 미제거 지역

2구역에 20m×125m 면적으로 설정된 조사구

1의 상대우점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곰솔이

교목층 전 지역에 폭넓게 식재되어 있었다

(Figure 4). 조사구 1-1 후면부 가장자리에 곰솔

84.6%, 왕벚나무 15.4%, 조사구 1-2에 곰솔

100%, 조사구 1-3 정상부 산책로변에 곰솔

86.8%, 모감주나무 13.2%, 조사구 1-4와 1-5 전

면부에 곰솔 100%, 조사구 1-6 전면부 가장자

리에 이팝나무 34.6%, 상수리나무 23.3%의 상

대우점치로 분포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에서는

조사구 1-1, 1-3, 1-4에서 모감주나무, 팽나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이 곰솔 하층에 우점하

고 있었고, 조사구 1-1과 1-3에 아그배나무, 1-4

에 붉나무, 아까시나무 등 자연발생 수목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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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nalysis map of planting patterns and structure by belt-transect survey site in none removal area of

understory vegetation

육하고 있었다. 관목층에서는 족제비싸리, 아까

시나무 등 귀화식물이 조사구 전체적으로 우점

하고 칡덩굴이 정상부와 전면부 조사구에 분포

하고 있었지만, 자생식물인 팽나무, 산뽕나무,

때죽나무, 산벚나무, 참싸리, 인동덩굴 등 다양

한 식물종이 유입되어 천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Table 4). 본 지역은 하층식생을 제거하지 않은

곳으로서 매토종자 및 식생천이의 영향으로 식

재종 하층에 자생식물 세력이 형성되어 칡의 침

입이 어려웠고 다양한 자생종 낙엽활엽수의 발

달이 예측되었다.

(2) 하층식생 제거 지역

조사구 2는 완충녹지 6구역에 20m×80m 면적

으로 설정되었다(Figure 5). 교목층 상대우점치

분석 결과, 조사구 3-1 후면부 가장자리에 메타

세쿼이아 48.6%, 곰솔 25.3%, 백합나무 13.6%,

조사구 3-2 후면부 사면지에 곰솔 86.3%, 팽나

무 13.7%, 정상부 산책로을 포함하는 조사구 3-3

에 곰솔 58.8%, 팽나무 41.2%, 조사구 4-4 전면

부 가장자리에 곰솔 62.9%, 참느릅나무 37.1%

의 상대우점치로 분포하고 있었다. 하층식생 제

거작업의 영향으로 아교목층에는 조사구 3-4에

서 참느릅나무와 복자기 일부 개체가 생육할 뿐

나머지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았다. 관목층에서

는 전체 조사구에 칡이 높은 우점치를 보이며 계

요등과 함께 완전히 피복되어 있었다(Table 5).

본 지역은 하층식생 제거작업 이후 아교목층이

빈약한 단층구조의 단순한 곰솔숲이었다. 현재

칡과 계요등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하층을 피복

하고 있어 향후 교목을 피압하여 식재목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향후 칡 등 덩굴

성 식물관리가 필요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자생식물이 분포하는 다층구조로 전환

하는 식생관리가 필요하였다.

2) Quadrat 조사구

(1) 곰솔숲 식생구조

축산부 지역의 곰솔숲 조사구는 총 24개소로

하층식생이 제거된 조사구 15개소, 제거되지 않

은 조사구 9개소 구분되었다. 하층식생이 제거

되지 않아 아교목층에 붉나무 또는 아까시나무

가 우점하는 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식생유형

별 조사구를 통합하여 상대우점치와 개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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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2-1 2-2 2-3 2-4

C* U* S* C U S C U S C U S

Pinus thunbergii 25.3 - - 86.3 - - 58.8 - - 62.9 - -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48.6 - - - - - - - - - - -

Ulmus parvifolia - - - - - - - - - 37.1 88.6 -

Celtis sinensis 12.6 - - 13.7 - - 41.2 - 0.8 - - -

Liriodendron tulipifera 13.6 - - - - - - - - - - -

Acer triflorum - - - - - - - - - - 11.4 -

Pueraria lobata - - 99.3 - - 100.0 - - 93.8 - - 78.8

Amorpha fruticosa - - - - - - - - 3.1 - - -

Rosa multiflora - - - - - - - - 2.3 - - -

Robinia pseudoacacia - - 0.8 - - - - - - - - -

Paederia scandens - - - - - - - - - - - 19.7

Indigofera kirilowii - - - - - - - - - - - 1.5

* C: Canopy layer U: Understory layer, S: Shrub layer

Table 5. Importance percentage of woody plants by belt-transect survey site in removal area of understory vegetation

Figure 5. Analysis map of planting patterns and structure by belt-transect survey site in removal area of understory

vegetation

종수를 분석하였다. 곰솔은 평균 22년생으로서

수고 8∼12m, 흉고직경 15∼19cm이었다. 하층

식생이 제거된 곰솔숲에는 교목층에 곰솔이

100%로 우점하고, 아교목층에는 식생제거로 인

해 생육하는 수목이 없었다. 관목층에는 침입성

식물인 칡이 74.7% 비율로 우점하고, 찔레꽃,

아까시나무 등이 분포하였다. 하층식생이 제거

되지 않은 곰솔-붉나무숲에는 교목층에 곰솔이

100%로 우점하고, 아교목층에는 붉나무와 때죽

나무의 상대우점치가 각각 40.4%, 42.9%로 주

요 우점종이었고 산벚나무, 쪽동백나무도 생육

하고 있었다. 관목층에서는 붉나무가 38.4%로

우점하면서 때죽나무, 팽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하층식생이 제거되지 않은 곰솔-아까시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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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Pinus thunbergii

Pinus thunbergii
-Rhus javanica

Pinus thunbergii
-Robinia pseudoacacia

C* U* S* C U S C U S

Pinus thunbergii 100.0 - - 100.0 - - 100.0 - -

Salix koreensis - - - - - 1.1 - - -

Rhus javanica - - 0.1 - 40.4 38.4 - 1.8 1.9

Robinia pseudoacacia - - 9.0 - - - - 87.5 55.8

Styrax japonicus - - - - 42.9 8.4 - - 0.2

Prunus sargentii - - - - 4.9 3.6 - 8.0 2.7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 - - - 4.9 - - - -

Castanea crenata - - - - - - - 2.7 0.1

Styrax obassia - - - - 6.9 7.7 - - 0.6

Pueraria lobata - - 74.7 - - 12.1 - - 26.1

Rosa multiflora - - 11.8 - - 4.1 - - 0.7

Celtis sinensis - - 0.2 - - 5.2 - - 2.0

Rubus crataegifolius - - - - - 3.5 - - -

Prunus yedoensis - - 2.2 - - - - - 0.3

Lespedeza cyrtobotrya - - - - - - - - 3.2

Acer buergerianum - - - - - 3.3 - - 0.1

Amorpha fruticosa - - 0.1 - - 6.0 - - -

Species below 2% of shrub
importance percentage

- - 1.9 - - 6.6 - - 6.3

*C: Canopy layer U: Understory layer, S: Shrub layer

Table 6. Importance percentage of woody plants by Pinus thunbergii vegetation types

Vegetation type
No. of individuals No. of

speciesCanopy Understory Shrub Total

Pinus thunbergii 9.9±2.1 - 30.8±16.6 40.7±17.3 4.2±1.9

Pinus thunbergii-Rhus javanica 9.3±1.0 3.8±1.5 130±63.2 143.0±63.8 12.3±3.6

Pinus thunbergii

-Robinia pseudoacacia
9.3±3.0 8.5±5.4 96.5±32.9 114.3±30.8 7.8±1.8

Table 7.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by Pinus thunbergii vegetation types (Unit: 100㎡)

에는 교목층에 곰솔이 100%로 우점하고, 아교

목층에는 아까시나무가 상대우점치 87.5%로 주

요 우점종이었다. 관목층에서도 아까시나무가

55.8%로 우점하였고, 칡이 26.1% 우점치로 지

표면을 피복하고 있었다(Table 6).

조사지역의 곰솔숲은 대부분 100㎡면적당 교

목의 평균개체수가 9.3∼9.9주로 식생유형과 상

관없이 유사하였으나, 하층식생이 제거되지 않

은 숲에서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개체수가 월등

히 높았다. 곰솔-아까시나무숲에서 아교목층의

평균 개체수가 8.5주었고, 곰솔-붉나무숲에서 관

목층의 평균 개체수가 130주로 많았다. 하층식생

이 제거된 곰솔숲에서 출현 식물종수가 평균 4.2

종/100㎡으로 매우 적은 반면에, 곰솔-붉나무숲

에서는 평균 12.3종이 출현하여 생물종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7). 특히 하층식생이 제

거된 곰솔숲은 관목층에서 칡의 우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분별한 식생관리의 영향

으로 하층식생이 제거된 개방공간을 중심으로

침입성 식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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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Canopy Understory Shrub

Celtis sinensis 33.4 - -

Acer buergerianum 20.4 - -

Koelreuteria paniculata 14.0 - 1.8

Pinus thunbergii 12.2 - -

Ulmus parvifolia 9.0 - 1.8

Styphnolobium japonicum 6.6 - -

Salix koreensis 1.8 - -

Quercus palustris 1.6 - -

Populus tomentiglandulosa 0.5 - -

Paulownia tomentosa 0.5 - -

Pueraria lobata - - 51.6

Lespedeza cyrtobotrya - - 8.7

Rosa multiflora - - 5.9

Ligustrum obtusifolium - - 5.7

Ailanthus altissima - - 3.5

Quercus mongolica - - 3.1

Quercus serrata - - 2.7

Lespedeza cyrtobotrya - - 2.1

Species below 2% of shrub importance percentage - - 13.1

Table 8. Importance percentage of woody plants by Pinus thunbergii vegetation types in the top area

Vegetation type
No. of individuals

No. of species
Canopy Understory Shrub

Quercus palustris 6.0 - - 1.0

Acer buergerianum 20.0 - 40.0 7.0

Styphnolobium japonicum 18.0 - 24.0 5.0

Ulmus parvifolia 17.0 - 4.0 3.0

Koelreuteria paniculata 9.7 - 19.0 4.7

Celtis sinensis 19.0 - 28.0 4.7

Table 9.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by deciduous trees vegetation types in the top area (Unit: 100㎡)

(2) 낙엽활엽수숲 식생구조

정상부에 식재된 팽나무, 중국단풍, 모감주나

무, 참느릅나무, 회화나무 등 낙엽활엽수 숲은

대부분 하층식생이 제거된 상태이었다. 낙엽활

엽수 식생 조사구 전체를 통합하여 상대우점치

를 분석하여 층위별 출현하는 식물종을 분석하

였다(Table 8). 관목층에서는 칡이 상대우점치

51.6%로 가장 높았으며, 참싸리, 찔레꽃, 쥐똥

나무, 가죽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이 출현

하였다. 대부분 생육밀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아 100㎡당 교목 17.0∼20.0주로 밀도가 높아

수관이 중복되고 울폐도가 높았다(Table 9). 모

감주나무 조사구는 생육불량으로 수목이 고사

되었고, 대왕참나무는 생육상태가 불량한 회화

나무를 대체하여 묘목을 식재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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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type
Tree density (N/100㎡) GVZ (㎥/㎡)

2006 years 2017 years 2006 years 2017 years

Pinus thunbergii 23.1 9.6 0.97 2.02

Acer buergerianum 20.8 20.3 1.55 2.79

Quercus palustris - 6.0 - 0.03

Styphnolobium japonicum 19.0 18.0 0.33 3.43

Ulmus parvifolia - 17.0 - 3.37

Koelreuteria paniculata 15.0 9.7 0.34 1.55

Celtis sinensis 19.2 19.0 0.73 4.03

Table 10. Tree density and GVZ by vegetation types from 2006 to 2017

(3) 11년간 수목밀도 및 녹지용적 비교

축산부 지역의 2006년과 2017년 주요 식재유

형의 수목밀도 및 녹지용적을 비교하였다(Table

10). 2006년 조사당시 수목밀도는 2000년 조성

초기의 식재밀도를 반영하고 있었고, 2017년의

조사결과는 그간 시간변화에 따른 수목의 성장

과 녹지 및 수목 관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06년 당시 100㎡당 수고 5∼6m의 소경목

23.1주가 생육하고 있었다. 그 후 수목성장에

따른 수관겹침 방지 및 수형 조절을 위해 간벌

작업이 실시되어 현재 평균 9.6주로 분석되었

다. 녹지용적계수는 과거 0.97㎥/㎡이었는데, 현

재는 2.02㎥/㎡로 증가하였다. 녹지용적의 증가

는 대기오염물질 흡수와 산소 생산 등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엽층의 다양성,

하층식생 피도량, 먹이자원의 다양성을 높여 야

생조류의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Askins et

al, 1987; Lee, 1997). 녹량이 증가된 숲은 시민

에게 산책, 휴양, 체험 등 질적으로 향상된 효용

성을 제공해준다. 중국단풍, 팽나무 식재지의

수목밀도는 100㎡당 18∼21주로 2006년 조사당

시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수목 솎아베기가 진

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화나무는 대

체적으로 생육이 불량하여 대왕참나무로 대체

되었고, 일부 식재지는 조성당시의 수목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감주나무는 일부 수목이 고

사하여 수목밀도가 15.0주에서 9.7주로 감소하

였다. 낙엽활엽수의 녹지용적계수는 비약적으

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단풍은 1.55

㎥/㎡에서 2.79㎥/㎡로, 회화나무는 0.33㎥/㎡에

서 3.43㎥/㎡로, 모감주나무는 0.34㎥/㎡에서

1.55㎥/㎡로, 팽나무는 0.73㎥/㎡에서 4.03㎥/㎡로

증가하였다. 정상부 산책로에 형성된 낙엽활엽

수 식재지는 수목밀도 및 울폐도가 높아 터널경

관의 숲을 이루고 있으나 향후 수목의 솎아베기

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수목 수형을 조절하고

하층식생 발달을 유도해야 한다.

IV. 결 론

시화공단 완충녹지는 2000년에 조성되었고

2012년까지 수목식재 사업이 진행되었다. 곰솔

등 침엽수 완충식재지가 가장 높은 38.7%로 축

산부와 후면부를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후면부

와 평지부 일대에 양버즘나무, 백합나무, 메타

세쿼이아 등이 식재되었다. 정상부에는 모감주

나무, 중국단풍, 팽나무, 대왕참나무 등이 식재

되었고, 일부 사면부에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

가 식재되었다. 곰솔의 생육불량지 비율은 과거

26.9%에서 9.5%로 감소하여 생육상태가 개선

되었고, 2006년 생육이 불량하다고 조사된 낙엽

활엽수 중에서 졸참나무, 느티나무, 참느릅나무,

팽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단풍나

무, 상수리나무, 양버즘나무 등은 현재 생육상

태가 양호하였다. 2006년에 수고 5∼6m의 곰솔

이 23.1주/100㎡ 생육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94 최 진 우

는 그간 수목성장(수고 8∼12m)에 따른 간벌작

업의 영향으로 생육주수가 9.6주/100㎡로 줄어

들었지만, 녹지용적은 0.97㎥/㎡에서 2.02㎥/㎡

로 증가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진

에 기여하고 있었다. 정상부 낙엽활엽수는 대부

분 간벌작업이 시행되지 않아 조성초기의 수목

밀도 18∼21주/100㎡를 유지하고 있어 수형관

리 및 경관형성을 위해 밀도관리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지의 식생변화와 식생구조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침입성식물인 칡의

확산이었다. 교목 식재지 24,145㎡에서 칡의 피

압으로 인해 수목고사 및 생육불량상태가 진행

되고 있었다. 식생구조 분석결과, 그간 무분별

한 하층식생 제거작업으로 인해 숲내 개방 공간

이 형성되어 칡이 유입되어 지표면에 확산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하층식생이 제거되지 않은 지

역에서는 자생식물인 붉나무가 우점하면서 팽

나무, 산뽕나무, 때죽나무, 산벚나무, 쪽동백나

무, 인동덩굴 등 다양한 식물종이 유입되어 다

층구조의 숲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층

식생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곰솔숲 하층에 자생

식물이 아닌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 없었던 아까시나무 교목림이 2017년

에 전체 면적의 1.3%로 확산되고 있어 식생관

리가 필요하였다. 칡과 아까시나무의 관리는 선

택적인 제거방법과 더불어 지속적인 식생구조

관리를 통한 제어가 필요하다(Kwak, 2011).

시화공단 완충녹지의 관리방향은 대기오염물

질을 저감하는 본래의 환경적 기능과 더불어 시

흥시의 중요한 도시숲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경

관성 증진까지 포함해야 한다. 긴 선형으로 형성

된 대규모 녹지의 물리적 구조와 오염원과 주거

지가 인접한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후면부,

정상부, 전면부로 공간을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후면부 녹지는 생물

다양성 중점관리를 통해 곰솔숲 하층에 자연발

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낙엽활엽수를 활용하

여 다층구조의 건강한 곰솔숲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건강하고 녹음이 풍부한 곰솔숲은 대기오

염물질 저감기능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찾아

오는 생태적 녹지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장자리 수목생육 불량지를 중심으로 억새경관

초지를 조성하여 저에너지형 식생관리를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충녹지 정상부는 낙엽활

엽수 숲 터널과 더불어 과밀식재지를 중심으로

수목간벌 및 가지치기를 통해 하부에 야생화 및

화관목 등을 활용한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한다. 칡덩굴 제거를 위해 하층식

생을 무분별하게 자르는 것이 아닌 하층식생에

적합한 자생종 식물을 육성하여 건강하고 아름

다운 숲길을 조성해야 한다. 전면부 녹지는 시민

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으

로 단풍이 아름다운 낙엽활엽수를 혼효하여 아

름다운 경관숲으로 발전시키고, 참나무류 숲은

다층구조의 건강한 숲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

층식생의 유도 및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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