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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and evidence for the habitat improvement of wild birds

in urban stream by analyzing changes in habitat characteristics of wild birds by riparian forest construction

in Yangjae stream in Seoul. In Gangnam-gu, the multi layered riparian forest consisting of landscape trees

and shrubs was formed on the slope. In Seocho-gu, the vertical vegetation structure of woody and herba-

ceous wetland plants was good. In Gangnam-gu, the vegetation area of the slope increased and the vertical

stratification structure affected the species diversity of the forest birds. The number of species and in-

dividuals of plovers, sandpipers and wagtails decreased due to the impact of bicycle roads and trails. The

poor forests on the levee slope in Seocho-gu affected the habitat selection and migration of the forest birds.

The willows and amur silver-grasses formed in the riverside have been developed into the riparian forest,

thus stabilizing the habitat of water birds by blocking disturbances from the influence of the trails.

Key Words : riparian vegetation, habitat structure, stream restoration, foraging guild, nesting g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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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천은 연속적이고 동적인 생태계이자 인간

과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생명의 장이

며, 하천환경은 육상환경과는 달리 다양한 생물

군집을 유지하는 곳이다(Lee et al., 1998). 하천

은 물의 흐름, 하천부지 및 경관으로서 뿐만 아

니라 물질순환 기능과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

태 이동통로의 역할을 한다(Lee et al., 2003).

우리나라 도시하천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

시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 이수와 치수 목적으로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유역의 개발밀도 증가로 자연 및 생태경관 상실

등 하천 생태계 기반이 파괴되었으며(SDI,

1999),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공학

적 기능만을 강조한 하천 정비와 토지이용에 의

해 하천식생의 구조와 기능도 매우 교란되었다

(Cho, 2000)

1980년대 중반부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삶

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고, 1990년대 들

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하천의 환

경적 기능을 고려하는 하천 정비와 관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훼손된 하천의 환경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천환경개선사

업 공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Woo and

Park, 2000). 국내 최초로 자연형 하천을 표방한

하천 정비사업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

한 양재천에서 추진되었다.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수질정

화사업 및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의 이름으로 시

행되었다. 1999년에 환경부의 G7과제에 의하여

하천 구간에서 다양한 하천복원 공법이 적용되

었다(KICT, 2000). 2002년까지 하천 둔치에 대

한 녹화 및 저습지 조성 등이 진행되었고 이후

꾸준한 녹화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안식생(Riparian vegetation)은 하천에서 수

체와 인접한 곳에서 주기적 혹은 영속적인 범람

에 영향을 받는 식물군집으로서 육상생태계와

수중생태계의 전이대에 위치한다(Naiman and

Decamps, 1997). 하천생태계에서 식생은 생물

다양성 유지, 수문조절, 수질정화, 하안보호, 경

관미 증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Mitsch and Gosselink, 2000). 국내에서는 일반

적으로 하천 하안 및 둔치, 제방에 형성된 수림

대를 가리켜 하천 숲으로 일컫는다. 하천 숲이

란 하천을 따라 형성된 수변림을 말하며 과거에

는 마을 주변 물가에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자

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범

람피해를 줄이고 찬바람을 막고, 마을의 복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마을숲 기능을 하였다(Cho et al., 2002).

현대의 하천 숲은 도시숲의 한 유형으로 하천

제방이나 둔치에 숲을 조성한 것으로 토양유실

방지, 휴식공간 제공, 경관 개선, 미기후 조절,

생물서식처 및 생물이동통로 역할을 한다(Jung,

2007).

서울 양재천은 자연형 하천 복원의 효시이자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도시하천의 생태계 복

원 및 관리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양재천 복원사업 이후 식생모니터링을 통하

여 적용공법을 평가하고 적응형 관리방안을 제

시하는 연구(Choi, 1997; Shin 1999; Park and

Ma, 2003; Cho et al., 2008)가 주를 이루었다.

야생조류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상위단계에 있

고 도시녹지에 서식하는 대표적 야생동물로서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것은 곤충 및 식물 먹이자

원이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녹지의 질

을 평가하는 큰 척도가 될 수 있다(半田, 1989).

Kim et al.(2003)은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한

양재천에서 하천의 사행화로 발생된 모래톱과

저수호안의 식생복원과 더불어 둔치에 조성한

인공연못으로 인해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 Kim(2002)은 강남구 양재

천 구간에 야생조류 서식처 및 이동통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지역을 중심으로 관목림을

조성하는 녹화방안을 제안하였다.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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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2005)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한 양재천

의 조류군집 변화 분석을 통해 물새류뿐만 아니

라 관목이나 교목에 서식하는 조류를 고려하여

제방 상단부에도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였다.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의 모델은 2000년대

이후 국내 도시하천 복원의 모델로 인정되어 널

리 보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하천

복원사업은 생물종다양성이나 생태적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기보다 친수성 개선에 초점이 맞

추어졌으며, 생태계 복원은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MoE, 2011). 이에 2000년대 중반이

후 양재천의 환경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된 하천 숲 조성사업의 생물서

식처 기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서울 양재천 하천 숲 조성에 의한 야생

조류 서식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하천의 야

생조류 서식처 향상을 위한 하천 숲 조성방안의

기초자료와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양재천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의 관악산 동

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흘러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로질러 탄천과 합류한다

(Figure 1). 양재천의 유로 길이는 총 15.6㎞이고

유역면적은 56.8㎢이다. 양재천은 과거 한강으

로 직접 흘러드는 한강의 제 1지류이었으나

1970년대 한강개발사업과 시가지 개발을 위한

수로변경공사로 현재의 수계와 같이 탄천으로

유입되도록 유로가 변경되었다. 양재천의 서초

구 구간은 양재천 과천시계에서 강남구와 경계

를 이루는 영동2교까지 약 2.2㎞구간이고, 강남

구 구간은 영동2교에서 탄천 합류부까지 약 3.5

㎞ 구간이다.

양재천 서울구간의 하폭은 평균 105∼119m

이며, 탄천합수지점은 하류구간으로 최대 198m

에 이른다. 저수로 폭은 25m 내외이고 둔치 폭

은 양안 15m이다. 제방구조는 1:2 경사면에 전

면 호안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소단 상부는 토

사가 없거나 얇게 복토되어 있고, 소단 하부로

갈수록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다. 수목식재를 위

해 호안블럭을 걷어내어 조경수를 심었으며, 일

부 자생수목은 호안블럭 빈틈이나 호안블럭 위

복토된 곳에서 자라고 있다. 산책로가 제방상

단, 제방사면 소단, 둔치에 조성되어 있다. 양재

천 주변에는 아파트, 상업·업무지역이 고밀도로

개발되었으며, 강남의 주요 보조 및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다. 양안에 양재시민의숲, 양재천근린

공원, 달터근린공원 등 공원녹지가 연계되어 강

남권 시민의 녹지 공간 및 생물의 이동통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Figure 1. The location map of research site in Yangjae

stream, Seoul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하천 정비 1

단계는 하천공원화사업이란 이름으로 수질정화

시설, 식생호안, 자전거도로 및 진입로, 징검다

리 등이 설치되었다. 2단계는 2002년까지 하천

에 저습지 조성, 산책로, 침목계단, 계류시설,

둔치녹화 등 자연형 하천에 가까운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2003년부터 방문자센터 조성, 수질

정화시설 기능개선, 보행자교량 설치, 소단산책

로 연결, 하천녹화 등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설

치 및 관리가 진행되었다. 양재천 하천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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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강남구 구간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서초구 구간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

었다.

2. 조사분석 방법

1) 서울 양재천 하천 숲 조성 및 식생현황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서 추진한 2003년부

터 2014년까지 서울 양재천에 식재한 녹화사업

준공자료를 확보하여 식재수목 및 수량을 분석

하였다. 현존식생 조사는 교목층 수종의 식생상

관(Vegetational Physiognomy)을 바탕으로 주요

우점종을 기준으로 1/1,000 수치지형도에 분포

범위를 도면화하였다. 현존식생 조사는 2015년

3월 15일에 실시하였고 목본류와 초본류 우점

종을 대상으로 습지성 목본식물, 습지성 초본식

물, 조경수 교목, 조경수 관목, 건조지성 초본식

물, 침입성 식물 등으로 식생을 유형화하였다.

Arc-view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형별 면적

및 비율을 산정하였다. 하천 숲 조성 전․후의

현존식생 변화는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과거

연구(Gangnam-gu, 2003; Secho-gu, 2007)에서

구축된 현존식생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2) 야생조류 서식특성

야생조류 출현현황 조사는 2014년 4월 20일,

2014년 8월 24일, 2014년 11월 28일, 2015년 1

월 04일에 걸쳐 총 4차례 계절별로 실시하였으

며, 조사시간은 오전 8시∼12시였다. 야생조류

조사는 Colin et al.(1997)의 선조사법(Line

transect census method)과 정점조사법(Point

census method)에 의하여 제외지 하상, 둔치, 제

방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경로를 걸어가며 출현

야생조류를 육안 및 쌍안경을 이용하여 직접 관

찰 및 울음소리로 식별하여 종과 개체수 등을

파악하였다. 하천 내 출현한 야생조류의 서식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길드(guild)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길드는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자

원을 이용하는 종의 모임이라고 정의된다(Root,

1967). 종의 다양성을 서식처(둥지, 먹이자원)

다양성으로 변환한 채이길드, 번식길드 기준

(Park, 1994)을 응용하고 서울 한강생태계 야생

조류 서식처 복원 연구를 수행한 Kim(2005)의

길드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채이길드는

수면, 물가, 수간, 수관, 관목, 공중 등으로 구분

하였고, 번식길드는 수관, 나무구멍, 관목, 습지

초지, 바위틈 등으로 구분하였다. 하천 숲 조성

에 따른 야생조류 서식특성의 변화상을 비교하

기 위해 본 연구자가 과거에 수행한 강남구 구

간 2003년 6월, 서초구 구간 2007년 1월 야생조

류와 비교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하천 숲 조성 및 식생 변화

1) 하천 숲 조성 및 현존식생

양재천 강남구 구간에는 2004년부터 2014년까

지 왕벚나무 955주, 느릅나무 575주, 물푸레나무

247주, 버드나무류 200주, 느티나무 104주 등 교

목 2,371주가 식재되었으며, 조팝나무 15,330주,

산철쭉 5,800주, 좀작살나무 5,440주, 화살나무

4,400주, 갯버들 3,350주 등 관목 43,320주가 식재

되었다. 초본류로는 물억새 62,800본, 갈대

27,000본, 수크령 3,030본 등 112,380본이 식재되

었다. 서초구 구간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왕벚나무 93주, 느티나무 50주 등 교목 181주로

강남구 구간에 비해 교목수량이 적었으며, 관목

29,622주, 초본류 129,268본, 식생매트 31,924㎡

등으로 관목과 초본식물 위주로 식재되었다.

하천 내 둔치와 제방사면 공간으로 구분하여

강남구와 서초구 구간의 현존식생유형을 비교

하였다(Table 1). 분석에 적용된 둔치와 제방사

면의 면적은 강남구 구간이 154,239㎡, 185,671

㎡이었고, 서초구 구간이 97,144㎡, 45,503㎡ 이

었고, 구간별 전체면적 대비 현존식생 및 식생

유형의 면적비율을 분석하였다. 강남구 구간에

서는 제방사면의 조경수 교목과 관목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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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type Species
Gangnam-gu Seocho-gu

Riverside(%) Levee slope(%) Riverside(%) Levee slope(%)

Woody

wetland plants

Salix koreensis 1.93 2.22 9.28 -
Salix preudo-lasiogyne - 2.49 - -
Salix gracilistyla 0.61 - 2.28 0.65

Herbaceous

wetland plants

Miscanthus sacchariflorus 8.10 1.41 8.49 3.04
Phragmites japonica 6.38 0.49 - -
Phragmites communis 5.78 - 13.34 0.13
Persicaria hydropiper - 1.93 0.45 -
Phalaris arundinacea 1.45 - - -
Zizania latifolia 0.52 - - -

Landscape tree

Festuca arundinacea - - - 0.37
Morus bombycis - 0.50 - 0.18
Castanea crenata - 0.47 - -
Prunus yedoensis - - - 4.06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 10.09 - -

Ulmus parvifolia 0.07 6.37 - -
Acer triflorum - 3.37 - -
Fraxinus rhynchophylla 1.21 1.86 - -
Zelkova serrata 0.03 2.63 - 0.04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 2.55 0.21 -
Platanus occidentalis 0.04 0.92 - 0.42
Acer palmatum - 0.15 - -
Pinus densiflora - 0.10 - -
Malus spp. - 0.10 - -
Ginkgo biloba - 0.06 - -
Acer buergerianum - 0.05 - -
Pinus strobus - 0.02 - 0.09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 - 0.15 -
Phyllostachys bambusoides - - - 0.11

Landscape shrub

Diospyros lotus - - - 0.11
Forsythia koreana - 5.62 - 0.71
Ericaceae spp. - 1.80 - 0.35
Hibiscus syriacus - 0.68 - 1.77
Rosa multiflora - 0.60 - -
Sasa borealis - 0.28 - -
Corus alba - 0.22 - -
Syringa dilatata - 0.20 - -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 0.18 - 0.34

Arid

herbaceous plants

Euonymus alatus - - - 0.70
Lespedeza bicolor - 0.05 - -
Rubus oldhamii - 0.02 - -
Bromus japonicus 1.85 0.08 - -
Achyranthes japonica - 0.03 - -
Pennisetum alopecuroides - 0.36 - 0.03
Setaria viridis - 1.87 4.06 3.04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0.40 1.02 0.66 3.63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0.09 0.29 - -

Zoysia japonica 0.66 - - 2.43
Glycine soja - - 0.10 -
Poa pratensis - - 1.38 -
Horticulture spp. 0.71 0.19 1.75 0.04

Invasive plants

Robinia pseudo-acacia 0.03 0.44 - 0.23
Ailanthus altissima - - - 0.04
Amorpha fruticosa - 1.07 - -
Humulus japonicus 0.94 - 1.03 2.10
Ambrosia trifida - - 0.89 -

None green space 14.59 1.86 25.9 7.31

Table 1. Vegetation type and actual vegetation in Yangjae strea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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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9.58%로 높았고 둔치의 습지성 초본식

물이 22.23%로 높았으며 둔치내 산책로, 시설

지 등 비녹지지역은 14.59%이었다. 조경수 교

목으로 왕벚나무는 제방상단 산책로에 식재되

었고, 느릅나무, 복자기, 물푸레나무 등은 제방

사면 소단 산책로 주위에 식재되었다. 개나리,

철쭉류, 무궁화, 찔레꽃 등 조경수 관목은 제방

사면 소단 상부에 넓게 분포하였다. 버드나무류

와 느릅나무 등은 둔치보다 침수 영향이 소단

하부에 식재되었다. 물억새, 달뿌리풀, 갈대 등

습지성 초본식물은 둔치에 넓게 분포하였다. 원

예종 초본식물과 억새, 강아지풀, 수크령, 쑥 등

건조지성 식물이 둔치에 3.74% 제방사면에

4.35% 분포하였고, 침입성 식물로서 환삼덩굴

은 둔치에 0.94%, 족제비싸리는 제방사면에

1.07%, 아까시나무는 둔치와 제방사면에 0.47%

분포하였다.

서초구 구간은 양재천 상류구간으로 하천 폭

이 좁아 강남구 구간에 비해 소단 산책로가 영

동1교에서 영동2교 구간만 개설되어 있다. 둔치

의 습지성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이 각각 22.28%,

11.56%로 높았으며, 제방사면의 건조지성 초본

식물이 10.10%, 조경수 교목은 5.27%이었다.

산책로, 시설지 등 비녹지지역은 둔치와 제방사

면에 각각 25.90%, 7.31%로 넓게 형성되어 있

었다. 갈대, 물억새 등 습지성 초본식물과 버드

나무, 갯버들 등 습지성 목본식물이 수면과 가

까운 둔치에 주로 분포하여 습지식생 경관을 형

성하고 있었다. 제방사면 폭이 넓지 않아 교목

식재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제방상단 산책로를

따라 왕벚나무와 양버즘나무 등 교목이 주로 식

재되었으며, 관목은 제방사면에만 식재되었다.

원예종 초본식물과 잔디, 왕포아풀, 큰김의털

등 건조지성 식물이 둔치에 7.95% 제방사면에

10.01% 분포하였다. 침입성 식물로서 환삼덩굴

은 둔치와 제방사면에 3.13%, 아까시나무와 가

중나무는 제방사면에 일부 분포하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행정구역별로 양재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하천 숲 조성과 하천

경관이 상이하였다. 강남구는 제방사면에 조경

수 위주로 구성된 하천 숲이 수직적 층위구조를

이룬 하천경관 이었고, 서초구는 둔치에만 습지

성 초본식물과 목본식물로 구성된 하천 숲 경관

을 형성하고 있었다. 강남구 구간에 교목이 상

대적으로 많이 심겨진 이유는 둔치와 제방사면

폭이 넓어 교목 식재가 용이하였고, 제방사면

폭이 넓어서 조성된 소단 산책로를 따라 그늘목

을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남구에는 제방

사면이 교목층과 관목층 구조를 이루는 다층구

조를 형성하였고 둔치는 초본층 위주의 단순한

식생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서초구에는 제방사

면이 관목 및 초본층 등 단순한 식생구조이었고

둔치는 습지성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에 의한 수

직적 식생구조 비율이 강남구 구간보다 양호하

였다. 서초구 구간에는 영동1교와 양재시민의

숲 사이 둔치에 야외수영장이 조성되어 있어 둔

치의 비녹지지역이 25.90%로 높았고, 제방사면

의 비녹지지역 면적비율도 강남구 1.86%에 비

해 7.31%로 높았다.

2) 하천 숲 식생 변화

하천 숲 조성 전․후 식생유형 변화를 둔치와

제방사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Figure 2).

강남구 구간에서 뚜렷한 식생유형 변화를 보이

는 결과는 제방사면에서 조경수 교목이 1.10%

에서 29.24%로, 조경수 관목이 0.30%에서 9.58%

로 증가하였고, 건조지성 식물이 20.10%에서

4.35%로 감소한 것이다. 강남구 구간의 둔치에

서는 식생유형의 면적비율 변화가 미미한 것으

로 볼 때, 제방사면을 중심으로 조경수 교목과

관목 위주의 하천 숲이 형성되었다. 서초구 구

간에서는 둔치의 습지성 목본식물과 초본식물

로구성된하천숲이 주요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데, 습지성 목본식물이 7.65%에서 11.56%로증가

하였다. 서초구 구간 내 야외수영장 조성으로 인

해 둔치의 비녹지지역이 14.00%에서 25.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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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ngnam-gu b: Seocho-gu

Figure 2. Change of vegetation according to riparian forest construction in Yangjae stream, Seoul

Legend: :Before construction, riverside :Before construction, levee slope :After construction, riverside

:After construction, levee slope

증가하였고, 습지성 초본식물과 건조지성 초본

식물 생육지가 일부 감소하였다. 서초구 구간의

제방사면에는 조경수 교목과 관목이 각각 약

3% 증가하였고, 습지성 초본식물과 침입성 식

물이 각각 약 3% 감소하였다.

2. 야생조류 서식현황 및 변화

1) 계절별 야생조류 서식현황

서울 양재천의 계절별 야생조류 출현현황을

서초구와 강남구 구간별로 분석하였고(Table

2), 세부 구간별로 산새류, 물새류로 구분하여

출현 종수를 분석하였다(Table 3). 하천 숲 조성

이전 2003년 6월 강남구 여름철에는 21종 222

개체가 출현하였고, 2007년 1월 서초구 겨울철

에는 13종 168개체가 관찰되었다. 하천 숲 조성

이후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절별 4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강남구 구간에 39종, 서

초구 구간에 21종, 총 41종의 야생조류가 관찰

되었다. 하천 숲 조성 이후 강남구 구간에서는

봄철 16종 136개체, 여름철 19종 430개체, 가을

철 15종 93개체, 겨울철 28종 273개체로 총 39

종이 관찰되었다. 물새류는 청둥오리,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쇠백로, 중백로 등 도시

하천에서 흔히 관찰되는 오리류와 백로류가 주

로 관찰되었다. 하천 모래 및 자갈을 이용하는

도요·물떼새 및 할미새류의 종수 및 개체수는

적었다. 산새류는 박새, 쇠박새, 멧비둘기, 직박

구리가 주로 관찰되었고, 쇠딱따구리, 오색딱따

구리, 청딱따구리가 제방사면 조경수식재지에

서 관찰되었다. 우점도가 높은 붉은머리오목눈

이는 둔치와 제방사면의 갈대와 관목림에서 주

로 출현하였다. 영동4교와 영동5교 사이에서 쇠

딱따구리, 오목눈이, 박새 등 산새류 출현빈도

가 높았다. 이곳은 산림이 남아있는 구릉형 잔

존산림인 달터근린공원으로서 산새류의 서식공

간에 양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탄천과 합

수되는 하류구간은 학여울 지역으로 물새류와

산새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출현하였는데, 이

는 넓게 발달한 퇴적지에 습지초본과 습지목본

이 자생하고 있고 수량이 풍부하고 여울, 모래

톱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Kim et al., 2003).

하천 숲 조성이후 서초구 구간에서는 봄철

10종 68개체, 여름철 8종 35개체, 가을철 6종

43개체, 겨울철 14종 141개체로 총 21종이 관찰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강남구 구간에 비해 출현

종수 및 개체수가 적었다. 물새류는 오리류와

백로류가 주로 관찰되었으나 강남구 구간에 비

해 출현 개체수가 적었으나 삑삑도요, 깝작도

요, 노랑할미새, 백할미새, 검은등할미새 등 도

요류 및 할미새류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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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Korean name

Gangnam-gu Seocho-gu

2003 2014 ∼ 2015 2007 2014 ∼ 2015

Sum. Spr. Sum. Aut. Win. Win. Spr. Sum. Aut. Win.

Falco tinnunculus 황조롱이 1 - 1 - 1 - 1 - - -

Accipiter soloensis 뷹은배새매 3 - - - - - - - - -

Eurystomus orientalis 파랑새 - - 5 - - - - - - -

Poiceps ruficollis 논병아리 - - - 7 8 - - - - 8

Anas penelope 홍머리오리 - - - 7 10 - - - - -

Anas crecca 쇠오리 - 5 - 6 4 - - - - -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6 16 23 17 21 - 4 1 10 3

Anas poecilorhyncha 흰뺨검둥오리 17 2 - 20 14 2 - - - 5

Mergus merganser 비오리 - - - 4 12 - - - - -

Gallicrex chloropus 쇠물닭 - - 1 - - - - 2 - -

Phalacrocorax carbo 민물가마우지 - - 1 - - - - 2 - -

Ardea cinerea 왜가리 10 1 4 6 4 - 1 - 1 -

Egretta alba modesta 중대백로 4 - - 3 8 - - - - 2

Egretta garzetta 쇠백로 7 5 3 8 5 2 1 1 1 3

Nycticorax nycticorax 해오라기 1 - - - - - - - - -

Charadrius dubius 꼬마물떼새 - - - 1 - - - - - -

Tringa ochropus 삑삑도요 - - - - - - - - - 2

Tringa hypoleucos 깝작도요 1 - - - - - - 1 - -

Larus argentatus 재갈매기 - - - - 2 - - - - -

Alcedo atthis 물총새 - - 3 - - - - - - -

Motacilla cinerea 노랑할미새 2 - - - - - - 1 - -

Motacilla lugens 백할미새 - - - 1 - - - - 1 1

Motacilla grandis 검은등할미새 - - - - - - - - - 1

Acrocephalus orientalis 개개비 1 - - - - - - - - -

Troglodytes troglodytes 굴뚝새 - - - - 1 - - - - -

Dendrocopos kizuki 쇠딱따구리 - 1 - 1 - 1 - - - -

Dendrocopos major 오색딱따구리 - - 1 1 - - - - - -

Picus canus 청딱따구리 - - 1 - - - 1 - - -

Cuculus canorus 뻐꾸기 1 - - - - - - - - -

Eophona migratoria 밀화부리 - - - - 10 - - - - -

Hypsipetes amaurotis 직박구리 3 3 5 8 15 1 2 - - 3

Aegithalos caudatus 오목눈이 - 3 - - 3 - - - - -

Parus palustris 쇠박새 - 1 - - 2 2 - - - -

Parus major 박새 2 9 12 3 1 3 - - - -

Fringilla montifringilla 되새 - - - - 7 - - - - -

Oriolus chinensis 꾀꼬리 1 - 3 - - - - - - -

Garrulus glandarius 어치 - - - - 1 - - - - -

Corvus corone 까마귀 - - 1 - 1 - - - - -

Phasianus colchicus 꿩 1 1 - - - - - - - -

Streptopelia orientalis 멧비둘기 1 7 14 - 7 5 5 - 20 8

Anthus rubescens 밭종다리 - - - - - 3 - - - -

Phoenicurus auroreus 딱새 - - - - 2 - - - - -

Turdus naumanni 개똥지빠귀 - - - - 2 - - - - -

Turdus naumanni naumanni 노랑지빠귀 - - - - 1 - - - - -

1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 - - - - 2 - - - -

Paradoxornis webbiana 붉은머리오목눈이 20 22 145 25 60 75 - 22 - 30

Passer montanus 참새 85 28 174 20 30 2 15 5 - 20

Pica pica 까치 21 16 20 - 11 51 1 - 10 5
Columba livia var.
domestica 집비둘기 34 16 13 - 30 6 37 - - 50

Total species 21 16 19 15 28 13 10 8 6 14
Total individuals 222 136 430 93 273 168 68 35 43 141

Table 2. Seasonal comparison of wild bird community in Yangjae strea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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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y

Foraging guild Nesting guild

Water &
Water edge

Trunk &
Crown

Shrub Tree crown Tree hole Shrub Herbaceous
wetland plant

S* I* S I S I S I S I S I S I

Gangnam-gu

Before
construction

9 49 4 7 3 22 8 28 1 2 2 22 3 24

After
construction 6 35 6 23 2 159 6 30 3 14 1 145 2 24

Seocho-gu

Before
construction

2 4 4 7 4 85 3 8 3 6 3 80 1 2

After
construction

7 28 1 3 2 68 4 16 0 0 1 60 3 19

* S: No. of species, I: No. of individuals

Table 4. Change of wild bird’s foraging and nesting guild in Yangjae stream, Seoul

Habitat
type

Gangnam-gu Seocho-gu

Yeongdong2
(Br) ~

Yeongdong3
(Br)

Yeongdong3
(Br) ~

Yeongdong4
(Br)

Yeongdong4
(Br) ~

Yeongdong5
(Br)

Yeongdong5
(Br) ~

Yeongdong6
(Br)

Yeongdong6
(Br) ~

Daechi(Br)

Daechi
(Br) ~

Tan stream

Gwacheon-si
~

Umyeon(Br)

Umyeon
(Br) ~

Yeongdong1
(Br)

Yeongdong1
(Br) ~

Yeongdong2
(Br)

Forest
birds

8 6 6 10 6 8 5 3 2

Water
birds

5 7 5 9 7 13 13 4 3

Table 3. Spatial comparison of wild bird’s habitat type in Yangjae stream, Seoul (2014~2015)

적인 산새류인 박새, 쇠박새 등이 관찰되지 않

았고 황조롱이와 청딱따구리가 하천과 인접한

문화예술공원 잔존산림 상공에서 관찰되었다.

서초구 구간에서는 과천시 경계에서 우면교 사

이에서 다양한 야생조류 종이 출현하였다. 이

구간은 잔존산림이 인접해 있고 둔치에 습지성

초본식물, 갯버들, 버드나무가 수림대를 형성하

여 산책로를 차폐하는 기능을 하며, 저수로 내

여울과 잔잔한 수면, 모래·자갈톱 등 다양한 구

조가 형성되어 있어 다른 구간보다 야생조류 출

현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초구 구간은

물새류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

고 있지만 산새류 서식처로는 미흡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2) 야생조류 서식특성 변화

Table 4, Figure 3은 서울 양재천 구간 내 하

천 숲 조성전·후 채이·번식길드별 야생조류 출

현종수 및 개체수를 비교한 것이다. 하천 숲 조

성이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강남구 구간은 여

름철, 서초구 구간은 겨울철 조사자료를 분석하

였다. 강남구에서는 채이길드에서 수면 및 물가

길드종이 9종 49개체에서 6종 35개체로 감소하

였고, 수간 및 수관 길드종이 4종 7개체에서 6

종 23개체로 증가하였고, 관목 길드종이 3종 22

개체에서 2종 159개체로 증가하였다. 번식길드

에서 교목수관 길드종이 8종 28개체에서 6종

30개체로 유사하였고, 나무구멍 길드종이 1종 2

개체에서 3종 14개체로 증가하였고, 관목 길드

종은 2종 22개체에서 1종 145개체로 증가하였

고, 습지초지 길드종은 3종 24개체에서 2종 24

개체로 유지되고 있었다. 강남구 구간의 두드러

진 변화는 수간 및 수관에서 먹이를 구하고 나

무구멍과 관목에서 둥지를 만드는 산새류의 종

수와 개체수가 증가한 것이다.

서초구에서는 채이길드에서 수면 및 물가 길

드종이 2종 4개체에서 7종 28개체로 증가하였

고, 수간 및 수관 길드종이 4종 7개체에서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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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aging guild (No. of species) b: nesting guild (No. of species)

c: foraging guild (No. of individuals) d: nesting guild (No. of individuals)

Figure 3. Change of wild bird’s foraging and nesting guild in Yangjae stream, Seoul

Legend: :Before construction, Gangnam-gu :After construction, Gangnam-gu :Before construction,

Seocho-gu :After construction, Seocho-gu

3개체로 감소하였고, 관목 길드종은 4종 85개체

에서 2종 68개체로 감소하였다. 번식길드에서

교목수관 길드종이 3종 8개체에서 4종 16개체

로 소폭 증가하였고, 나무구멍 길드종이 3종 6

개체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관목 길드종이

3종 80개체에서 1종 60개체로 감소하였고, 습

지초지 길드종은 1종 2개체에서 3종 19체로 증

가하였다. 서초구 구간의 두드러진 변화는 수면

및 물가에서 먹이를 구하고 습지초지에서 둥지

를 만드는 물새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였

으나, 교목의 수간 및 수관에서 서식하는 산새

류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3. 식생변화에따른야생조류서식특성변화고찰

강남구 구간에서는 제방사면을 중심으로 조

경수 교목과 관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층식

생의 하천 숲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과거 양

재천 상류인 과천 구간에 비해 서울 구간에는

교목군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멧비둘

기와 같은 산새류의 서식지로 부족하다고 평가

되었다(Kim and Koo, 2005). 강남구 구간에는

제방사면에서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쇠딱

따구리가 출현하였고, 박새, 쇠박새, 오목눈이,

꾀꼬리, 멧비둘기 등 다양한 산새류가 증가하였

다. 제방사면을 중심으로 하천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식생면적이 증가하였는데, 식물의 수

직적 층위구조가 산새류의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acArthur and MacArthur,

1961)와 유사하였다. 대전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의 야생조류 연구(Kim, 2008)에서 산림과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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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에서는 교목성 산림조류가 다양하게 서식

한다고 하였고, 한강둔치의 야생조류 연구(Kim,

2005)에서도 교목식생면적이 증가할수록 야생

조류의 종수 및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물새류 중에서 물떼새류, 도요류, 할미새류는

하천의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서식하는 대표적

인 종이다. 그러나 이들의 출현 종수와 개체수

는 대폭 감소하였는데,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만든 둔치의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빈번한 사람

의 왕래가 이들의 서식환경을 악화시켰기 때문

이다(Kim and Koo, 2005). 흰뺨검둥오리, 청동

오리, 쇠오리 등 오리류와 쇠백로, 중대백로, 왜

가리 등 백로류는 서식지 교란환경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서초구 구간에서는 둔치를 중심으로 습지성

목본식물과 초본식물로 구성된 하천 숲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둔치에서 습지성 목본식물이

증가하였으나 야외수영장 조성으로 비녹지지역

이 증가하고 제방사면에 수림대가 형성되지 않

았다. 과거에 비해 산새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방사면에 수림대가

형성되지 않아 수목의 수간과 수관에서 먹이를

구하고 나무구멍에서 둥지를 만들어 서식하는

산새류의 서식지 선택과 이동에 영향을 끼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서초구 구간에는 물새류가 증

가하였고 특히 삑삑도요, 깝작도요, 백할미새,

검은등할매새 등의 도요류, 할미새류가 강남구

구간 보다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이는 서초구

구간에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고 수변부에 일정

한 폭으로 조성된 버드나무, 갯버들, 물억새 등

이 수변 수림대로 성장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시야를 차단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을 하여 물새류의 서식환경을 안정적으로 변화

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천 내 갈대, 달뿌리

풀, 물억생, 버드나무, 능수버들 군락 등이 존재

하는 지역에서 수변의 덤불과 관목이 다양한 조

류의 서식지로 작용한다고 하였다(Kim et al.,

2010).

하안림의 관목 및 교목 등의 식생이 다양하

고 양호할수록 조류 종다양성이 높고 조류 서식

에 더 적합한 하천이라고 하였다(Anderson et

al., 1983; Hoover et al., 1995; Winter et al.,

2005; Kim, 2005; Pyo and You, 2011; K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식생이 풍부한 지역에

서 다양한 조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둔치뿐만 아니라 제방사면에까지 하천 숲을 조

성하는 것이 산새류 다양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양재천을 대상으로 하천 숲

조성에 의한 야생조류 서식특성 변화를 분석하

여 도시하천의 야생조류 서식처 향상을 위한 하

천 숲 조성방안의 기초자료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강남구 구간에는 제방사면에

조경수 교목이 1.10%에서 29.24%로, 조경수 관

목이 0.30%에서 9.58%로 증가하여 다층식생의

하천 숲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방사면의

폭이 넓어 교목 식재가 용이하였고, 제방사면

소단 산책로를 따라 그늘목을 식재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서초구 구간에는 제방사면이 관목 및

초본층 등 단순한 식생구조이었고 둔치는 습지

성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에 의한 수직적 식생구

조가 양호하였다. 둔치의 습지성 목본식물이

7.65%에서 11.56%로 증가하였고, 야외수영장

조성으로 인해 둔치의 비녹지지역이 14.00%에

서 25.90%로 증가하였다.

강남구 구간에는 제방사면에서 딱따구리가

출현하였고, 산새류의 종수 및 개체수가 증가하

였다. 제방사면의 하천 숲 조성으로 식생면적이

증가하고 식물의 수직적 층위구조가 형성되어

산새류의 종다양성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둔치

의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빈번한 사람의 왕래로

인해 물떼새류, 도요류, 할미새류의 출현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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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체수는 대폭 감소하였다. 서초구 구간에서

는 제방사면에 수림대가 형성되지 않아 수목의

수간과 수관에서 먹이를 구하고 나무구멍에서

둥지를 만들어 서식하는 산새류의 서식지 선택

과 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일부 구간은 수변부

에 일정한 폭으로 조성된 버드나무, 갯버들, 물

억새 등이 수변 수림대로 성장하여 산책로를 이

용하는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교란을 차단하여

물새류의 서식환경을 안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본 연구결과 양재천의 둔치에서 제방사면까

지 숲으로 연결된 강남구에서 더 많은 야생조류

의 종수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도시

하천변 식생조성사업에서 야생조류 종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둔치뿐만 아니라 제방사면

에까지 하천 숲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방사면의 침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단 상부에는 교목, 아교목, 관목을 입체

적으로 식재하여 다층구조를 유도하고, 소단 산

책로 양쪽에 교목과 아교목을 교호 식재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일 것이며, 침수 영향을 받는 소단

하부와 둔치는 물이 잠긴 후 유속에 견디고, 상

류에서 내려온 부유물에 쓰러질 염려가 없는 수

종을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호안사면에는 버드나무류 등의 식재를 통해 수

면에 그늘을 형성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

들에 의해 발생하는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

며, 수변부에는 물새류가 휴식할 수 있는 모래

톱·자갈톱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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