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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eate ecological values for urban rivers. For this, the paper looks

into river bed structures and how nearby lands are us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et the specific

sections for analysis through a field investigation of the infrastructure conditions, surrounding land use,

and the inter habitat structure of Seongnaecheon(Stream). A total of 780 individuals from 31 species

of wild birds appeared in Seongnaecheon(Stream). According to foraging guild's habitat, there were

9 species of water, 8 types of water edges, 5 types of crowns, 5 types of shrubs, 2 types of tree trunks,

2 types of birds of raptors, and 355 individuals of water, 243 shrubs, 90 crowns, 84 water edges and

5 raptors. Many water birds were observed at the site where the Seongnaecheon(Stream) sandy plains

and wetland herbaceous area were developed and the open water was secured. Most of the forest birds

appeared on levee slope connected with forest around and riverside with fewer facilities for 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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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diversity index of Shannon, the entire section of Seongnaecheon(Stream), was 2.2697 and the

downstream ecological landscape conservation area of Seongnaecheon(Stream) was found to be useful

as a habitat for wild birds in the city compared to other sections. Some sections of Seongnaecheon

(Stream) had low species diversity index due to lack of green space and surrounding urbanization

areas. In choosing target species, I researche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habitats and the habitation

structure of wild birds in each zone. Regarding detailed plans, by classifying the breeding place &

roosting site and the roosting site & shelter that took account of the inhabi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pecies in different sections, this paper suggested the major plant species and multilayer planting

structures. Moreover,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of habitats for water birds and forest birds

along with the connection of the green network for improving the Eco-corridor linkage and inhabitation

features in Seongnaecheon(Stream).

Key Words: Target species, Planting structure, Ecological network, Habitat type

I. 서 론

도시하천은 유역의 개발밀도 증가로 생태계

기반이 파괴되었으며(SDI, 1999), 하천 관리는

제방 내부에 인공적 구조와 친수 기능이 강조된

공원 하천 성격으로 관리되었다. 하천 복원사업

은 생물종 다양성이나 생태적 구조와 기능을 고

려하기보다 친수성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Moe, 2011). 도시하천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

인 공간이며,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이동통로이

고, 도시생태계 순환의 공간이다. 하천 식생대가

발달한 지역은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생

물의 휴식처 및 서식공간을 공급하며, 도시 생

태네트워크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Lee, 2006).

도시하천의 생태적 기능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식생분야로 하천 식생을 이용한 생태적

복원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였고(Jeong,

1999), 하천 고유의 식생과 유사한 식생대를 조

성함으로써 하천 환경에 적응된 생물서식공간

이 스스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

다(Gunkel, 1996; Park and Cho, 1996). 도시하

천은 외곽지역의 잠재적 생물상이 우수한 지역

으로부터 도시 내로 다양한 조류를 유치하고,

단편화된 서식지들을 연결하는 Stream corridor

를 고려한 하천정비가 필요하다(Lee et al., 2003).

야생조류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상위단계에

있고, 도시녹지에 서식하는 대표적 야생동물이

다.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것은 곤충과 식물 먹

이자원이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녹지

의 질을 평가하는 큰 척도가 될 수 있다(半田,

1989). 하천 내 수변 지역은 육상 지역 보다 조

류의 종수, 개체수, 종다양도, 종풍부도, 유사도

지수 등 조류군집 분석지수가 높으며,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이라 하였다

(Bing, 2007). 도시하천 내 야생조류 서식 기능

향상을 위해 피난처(Cover), 먹이(Food), 번식장

소(Nest site), 휴식공간(Roosting site)이 필요하

고(Gibert, 1989),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버드

나무, 능수버들 군락과 수변의 덤불과 관목은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이다(Kim et al., 2010). 그

리고 하안림의 관목과 교목 등의 식생이 다양하

고 양호할수록 조류 서식에 적합한 하천이라고

하였다(Anderson et al., 1983; Hoover et al.,

1995; Winter et al., 2005; Pyo and You, 2011;

Kang et al., 2012). 야생조류 서식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이용강도 및 이용면적, 서식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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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목 식생면적, 수변 면적), 호안구조 다양성,

서식처 면적(유효면적), 둔치면적 순이며, 서식

처 복원을 위해서는 이용자에 의한 영향 최소

화, 서식처 다양성 확보, 호안구조 자연성 증진,

서식처 면적 확보가 중요하다(Kim, 2006). 야생

조류 유치 목표종의 설정은 중요하며 녹지의 연

결과 충분한 수관과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자

생종 식재, 식물 생울타리를 통한 자연식생 보

존이 중요하다(Kim, 1999). 야생조류 서식환경

연구로는 산림 식생 유형에 따른 산새류 서식

특성(Kim, 2008; Pyo, 2011) 연구, 물새류 서식

환경에 대한 연구(Pyo, 2011; Kim, 2008; Kim,

2009)가 있었다. 서울의 도시하천 내 야생조류

서식기능 향상과 관련한 연구로 Kim et

al.(2003)은 직강화 하천이 아닌 사행하천에서

나타나는 모래톱과 하안에 활착하는 갈대, 달뿌

리풀, 갯버들은 백로류와 개개비의 서식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Yun et al.(2018)은 양재천을

대상으로 하천 숲 조성에 의한 야생조류 서식특

성 변화를 분석하여 야생조류 서식처 향상을 위

한 하천 숲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하천 고유 기능에 생물이동통로 역

할,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적 부가기능을

부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창출하고자 성내천 주

변 토지이용과 성내천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분

석 구간 설정, 구간별 서식지 현황 및 야생조류

출현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목표종 선정,

식재종 및 식재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또한 성내천 상부는 복개도로로 이용 중

에 있어 향후 복원 시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오

금동, 방이동, 풍납동 거쳐 한강으로 합류하는

성내천으로 총 길이는 9.77km, 복개연장 1.70㎞

로 복개율 20.7%이다. 성내천 홍수위는 101∼

225(㎥/s), 하천 저수로 폭 13.6∼23.8m, 평균 하

폭 116.8m이다. 상류 구간은 주민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체력시설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

였다. 하류 구간은 2009년 하천의 자연성이 남

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

다. 성내천은 과거 하도 및 저수호안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 생물서식을 고려한 정비계획, 생

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등 일반적인

하천 생태계 관리 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내천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자

연지역과 도시지역을 관통하면서 다양한 하천

생태계 서식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도시하천 내

야생조류 서식 기능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대상

지로 판단되었다.

2. 조사․분석방법

1) 구간 설정

기반시설 현황은 외부(제내지) 도로 폭과 토

지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내부(제외지) 시설물

현황은 하폭과 하천의 교량, 조경시설도입 현황

과 하천 사면구조를 파악하였다. 야생조류의 이

동 및 서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토지이용 유형

은 서울특별시(2010)의 도시생태현황지도 내 토

지이용현황도를 활용하였다. 토지이용 분석범위

는 Song(2007)의 기준을 참조하여 500m를 1차

기준으로 하고 도로에 의한 2차 기준과 시가화

특성을 3차 기준으로 토지이용 현황도를 작성

후 면적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성내천 내부 현

존식생은 현장조사를 통해 식생피복지, 시설지,

수면으로 대분류 하였고, 식생피복지는 우점종

의 분포경계를 1/1,000 지형도에 표기하고, 면적

및 비율을 산정하였다. 현존식생 유형은 버드나

무식생지, 목본식물생육지, 관목생육지, 습지자

생초지, 건조자생초지, 원예 및 귀화초지로 구분

하였다. 분석 구간은 기반시설 현황, 토지이용

현황, 내부 현존식생 결과를 바탕으로 총 8개 구

간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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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lassification Total

Protected

lowland
Forceland

Length

(m)

Ratio

(%)

1 Geoma(St)∼Seoul oegwak sunhwan Highway
Forest

Open space
Urban area Levee slope 640 6.7

2 Seoul oegwak sunhwan Highway∼Seongnae 5(Br)
Residential

area
Water Revetment 450 6.3

3 Seongnae 5(Br)∼Seongnae 7(Br)
Forest

Open space
Woody plants Levee slope 470 6.1

4 Seongnae 7(Br)∼Ogeum 1(Br)
Intensive

cultivation

Intensive

cultivation
Levee slope 830 4.9

5 Ogeum 1(Br)∼Dunchon(Br)
Residential

area
Urban area Revetment 590 8.8

6 Dunchon (Br)∼Cheongryong(Br)
Forest

Open space
Urban area Levee slope 810 6.7

7 Cheongryong (Br)∼Seongnae(Br)
Forest

Open space
Exotic plants Levee slope 1,080 14.9

8 Seongnae(Br)∼Han r iver
Residential

area
Urban area Sluice way 1,150 45.6

Table 1. Site of Seongnaecheon(Stream), Seoul

Figure 1. The location map of research site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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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조류 출현현황

야생조류 조사는 계절별로 2014년 5월 3일,

2014년 7월 20일, 2014년 11월 30일, 2015년 1월

5일 총 4회 조사하였다. 조사시간은 봄과 겨울철

오전 8∼12시, 여름과 가을철 오전 6∼10시에 조

사하였다. 야생조류 조사방법은 Line transect

(Colin et al., 1997)와 정점조사(Bibby et al.,

2000) 방법에 따라 성내천과 주변 녹지를 대상으

로 출현 야생조류는 육안 및 쌍안경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울음소리, 나는 모양 등으로 식별하여

종과 개체수, 주요 행동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는 서식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한 방법으

로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종의 모임인 길드

(guild)를 구분하였다(Root, 1967). 길드 구분은

종의 다양성을 서식처(둥지, 먹이자원) 다양성으

로 변환한 채이길드와 번식길드 기준(Park,

1994)을 응용하고, Kim(2006)의 분류 기준에 따

라 분석하였다. 채이길드는 전체 출현 야생조류

의 먹이자원(낟알, 어류, 열매, 곤충 등)을 파악하

여 주요 채이장소, 야생조류 서식특성, 현존식생

구분에 따라 맹금류, 공중, 수면, 물가, 수간, 수

관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맹금류, 물새류(수면,

물가), 산새류(수간, 수관, 관목)로 구분하여 야

생조류상 목록을 작성하였다. 구간별 채이길드

군집분석을 위해 생태 지수인 우점도(D)(Hooper

et al., 1973), 종다양도(H′), 종풍부도(R′), 균

등도(E′)를 분석하였다. 도시화된 종인 참새, 까

치, 집오리, 집비둘기는 제외하였다.

▪우점도(D) : ni/N × 100(%) - 여기서, N : 한

조사지역내 출현한 총 개체수, ni :한 조사지

역내의 출현한 한 종의 개체수)

▪종다양도 (H′) : H′=-Σ(ni/N)ln(ni/N) - H′:

다양도, ni : 각 종의 개체수, N : 총개체수)

▪종풍부도 (R′) : R′=(S-1)/ln(N) - R′: 풍부

도, S: 전체 종수, N : 총개체수)

▪균등도 (E′) : E′=H′/ln(S) - E′: 균등도,

H′: 다양도, S : 전체 종수)

Ⅲ. 결과 및 고찰

1. 서식지 특성

1) 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은 주변 도로 및 교량 현황, 주요 시

설물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성내천 상류부는 성

내 제3교와 성내 제4교 사이 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가 지나가며, 둔촌교는 5호선 올림픽공원역

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성내

제5교 구간에는 피크닉장, 관찰 데크시설지, 건

강지압 산책로 등 친수활동을 위한 조경시설물

이 설치되어 있다. 성내 제5교∼성내 제7교 구

간은 관찰 데크시설이 있는 야외공연장이 위치

하고, 일부 친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룡교

∼성내교 구간은 성내천 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이고, 주변에는 성내유수지 체육공원이 인접하

여 축구장과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하류부는

올림픽대로에 신천 1, 2교가 위치하고, 잠실철

교와 연결된 2호선 잠실나루역이 있다. 제방 상

부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 자전거도로,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조성

되어 있다. 하천 관리 시설물은 낙차공 13개소,

배수암거 1개소, 배수통관 14개소, 펌프장 4개

소가 설치되어 있다. 교량은 차량 이동이 가능

한 교량 16개소, 도보이용 교량 2개소, 징검다리

10개소가 있다.

2) 하천구조 현황

하천 구조는 사면형과 직각형이 있었고, 제방

전체에 식생이 분포하고 있었다. 성내천은 총 6

가지의 횡단구조 유형이 분포하였고, 하천 내부

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유량은 풍부하고 대체

로 둔치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하천 내 시설 면

적이 넓었고,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관통하는

구간은 수변식생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

었다(Table 2). 직각형 제방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내 제5교, 위례성길∼감이천 합류부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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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ross section Structure Riverside Revetment Site Cross section Structure Riverside Revetment

Geoma(St)∼
Seou

oegwaksunhwan
Highway

/
Seongnae 5(Br)∼
Wiryeseong-gil

Low flow 
channel

Low flow 
revetment Riverside

High flow 
revetment Riverside

Bicycle road and 
pedestrian passage

Seongnae
cheon-gil

Natural

Slope ○

Low and
high flow
revetment:
Concrete

Dunchon(Br)
∼

Cheongryong
(Br)

Low flow 
channel

Levee Slope Upside of levee

RoadNatural Revetment

Levee ○
Concrete
Block

Seoul
oegwaksunhwan

Highway
∼

Seongnae 5(Br)
/

Wiryeseong-gil
∼Ogeum 1(Br)

Low 
flow 

channel

Low flow 
revetment Riverside

High flow 
revetment

Upside of 
levee

Concrete Bicycle road and 
pedestrian passage

RoadRiprap work

Right angle ○

Low and
high flow
revetment:
Concrete

Cheong
ryong(Br)
∼

Seongnae(Br) Low flow 
channel

Low flow 
revetment Riverside

High flow 
revetment

Upside of 
levee

Concrete Concrete Road

Levee ○
Concrete
Block

Ogeum 1(Br)
∼

Dunchon(Br) Low flow 
channel

Low flow 
revetment Riverside

High flow 
revetment

Concrete Concrete Road

Upside of 
levee

Bicycle road and 
pedestrian passage

Slope ○
Low flow
revetment:
Concrete

Seongnae(Br)
∼

Hanriver Low flow 
channel

Low flow 
revetment

Bicycle road and 
pedestrian passage

Concrete

Riverside
High flow 
revetment

Upside of 
levee

RoadRiprap work

Levee ○
Concrete
Block

Table 2. Revetment structure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콘크리트블럭 호안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감이

천 합류부∼둔촌교는 자연형 호안으로 우안은

상가시설과 연결되어 있었고, 둔치는 분수시설

과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좌안 둔치

에는 감이천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도

로가 있었고, 저수로에는 하중도가 설치되어 있

었다. 둔촌교∼청룡교는 사각방틀 호안으로 좌

안 둔치는 올림픽공원과 연계된 주차장과 자전

거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우안 둔치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도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제방 상

부는 교육시설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청룡교∼

성내교는 둔치가 없고 올림픽공원을 나가는 동

선이 있었다. 이 구간 우안은 제방 상부에 산책

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제방 사면은 자연재료이

었다. 성내교∼한강 합류부는 인공수로로 고수

호안에 식생이 분포하고 있었다. 둔치 양안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우안 둔치는 유지관

리 도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양측 제방에

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3) 외부 토지이용 현황

성내천 외부 토지이용은 총 33개 유형으로 구

분되었고, 교통시설이 35.3%로 가장 넓게 분포

하였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20.4%, 주거지

15.9%, 공공시설지 9.2%, 하천및호소 9.0%, 상업

및업무시설지 4.7%, 주거․상업혼합지 4.3%, 나지

0.2%, 공업지 0.1% 순으로 분포하였다. 조경수식

재지는 8.5%, 산림은 4.3%, 밭은 3.1%, 시설경작

지는 1.4%로 분포하였다. 성내 제7교에서 오금

제1교까지는 밭과 시설경작지가 가장 넓게 분포

하였다. 오금 제1교에서 둔촌교까지는 제방에 도

로가 분포하였고, 공동주거지가 넓게 분포하였

다. 둔촌교에서 청룡교까지는 공공용도지인 대

규모 운동시설(올림픽체육관)과 교육시설이 넓

게 분포하였다. 청룡교에서 성내교까지는 조경

식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좌안 제방에

는 도로가 입지하고 있었다. 성내천은 산림, 밭,

시설경작지, 조경식재지, 가로녹지 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하천 생태계 유지 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Figure 2).

4) 성내천 내부 현존식생

성내천 내부 현존식생 조사 결과 원예 및 귀화

초본지는 97,447㎡(20.4%),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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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use
Type

Total
Geoma(St)∼

Seou
oegwaksunhwan

Highway

Seoul
oegwaksunhwan

Highway
∼

Seongnae 5(Br)

Seongnae 5(Br)
∼

Seongnae 7(Br)

Seongnae 7(Br)
∼

Ogeum 1(Br)

Ogeum 1(Br)
∼

Dunchon(Br)

Dunchon(Br)
∼

Cheongryong(Br)

Cheongryong(Br)
∼

Seongnae(Br)

Seongnae(Br)
∼

Han river

(%) (%) (%) (%) (%) (%) (%) (%) (%)

A
15.9%

Detached houses 2.0 13.9 - 2.8 0.2 - - 0.7 1.4

Apartment houses 13.9 14.7 11.4 3.4 3.8 35.1 0.2 3.1 19.8

Total 15.9 28.6 11.4 6.2 4.0 35.1 0.2 3.8 21.2

AB
4.3%

Mixed landuse area 4.3 7.2 17.4 13.9 1.6 1.0 9.6 4.9 -

Total 4.3 7.2 17.4 13.9 1.6 1.0 9.6 4.9 -

B
4.7%

Commercial and business area 4.7 13.5 6.6 5.6 2.3 6.9 6.4 6.7 0.3

Total 4.7 13.5 6.6 5.6 2.3 6.9 6.4 6.7 0.3

C
0.1%

Industrial area 0.1 - - - 0.3 0.5 - - -

Total 0.1 - - - 0.3 0.5 - - -

D
9.2%

Educational facilities 5.1 2.5 8.4 4.4 7.5 5.2 16.9 1.8 2.6

Governmental offices 0.5 0.3 - - - 0.4 - 2.2 0.2

Hospitals or health care centers 1.0 0.3 - - - - - - 2.8

Large-scale sports facilities 2.7 0.5 - 1.2 0.7 0.2 24.5 - -

Total 9.2 3.6 8.4 5.6 8.2 5.8 41.4 4.0 5.6

E
35.3%

Rail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0.3 - - - - - - - 1.0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35.0 28.4 41.4 37.7 24.0 45.5 17.5 31.7 41.4

Total 35.3 28.4 41.4 37.7 24.0 45.5 17.5 31.7 42.4

F
0.9%

Storm water retention pond 0.7 - - - - - - 2.5 0.9

Water supply reservoir 0.2 - - 3.3 - - - - -

Total 0.9 - - 3.3 - - - 2.5 0.9

G
0.2%

Denuded construction site - - 0.2 - - - - - -

Denuded non-construction site 0.2 - - 0.5 - - - - -

Total 0.2 - 0.2 0.5 - - - - -

I
20.4%

Forest 4.3 6.0 3.7 19.3 11.2 2.4 0.4 6.9 -

Paddy field 0.4 - 1.5 - 3.7 - - - -

Field 3.1 8.4 3.1 - 20.5 - - - 0.4

Equipped farmland 1.4 - 1.3 - 13.7 - - - -

Nursery garden 0.1 0.3 0.5 - - - - 0.6 -

Planted area 8.5 2.0 2.6 5.5 1.5 0.4 21.7 25.9 5.4

Historical remains 0.1 - - - - - - - 0.3

Grassland 2.4 0.7 0.6 0.9 8.1 1.5 - 8.4 0.1

Small-scale sports facilities 0.1 - - 1.1 - 0.1 - 0.1 -

Total 20.4 17.3 13.2 26.8 58.8 4.3 22.1 41.8 6.2

J
9.0%

Water body 6.6 - - - - - - 2.8 18.7

Riverine area 2.4 1.4 1.4 0.4 0.8 0.9 2.8 1.8 4.7

Total 9.0 1.4 1.4 0.4 0.8 0.9 2.8 4.6 23.4

Legend: A(Residential area), B(Mixed Residential and Business area), C(Commercial and Business area), D(Industr ial ar ea), E(Public use area), F(Transportation Facilities area), G(Urban Infr astructure
Facilities area), I(Forest area & Open space), J (River & Lake)

Table 3. The land use around Seongnaecheon(Strea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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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land use around Seongnaecheon(Stream), Seoul

는 70,379㎡(14.7%), 시가지 및 나지는 65,727㎡

(13.7%), 수면은 63,995㎡(13.4%), 습지자생초지

는 49,612㎡(10.4%) 순으로 분포하였다. 거마로

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

해 시설지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고, 고마

리(Persicaria thunbergii), 강아지풀(Setaria vir-

idis), 잔디(Zoysia japonica)가 생육하고 있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성내 제5교구간은 물놀

이시설과 운동시설이 넓게 조성되어 있었고, 개

나리(Forsythia koreana), 고마리, 줄(Zizania lat-

ifolia), 유채(Brassica napus) 등이 생육하고 있

었다. 성내 제5교에서 성내 제7교 구간은 목본

식물 생육지가 가장 넓게 분포하였고, 왕벚나무

(Prunus × nudiflora), 갯버들(Salix gracilistyla), 조팝

나무(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갈대

(Phragmites australis), 물억새(Miscanthus sacchari-

florus), 줄, 미국쑥부쟁이(Symphyotrichum pilosum),

수련(Nymphaea tetragona) 등이 생육하고 있었다.

성내 제7교에서 오금 제1교까지는 버드나무(Salix

koreensis), 왕벚나무가생육하고 있었으며, 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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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Site 1 Site 2 Site 3 Site 4 Site 5 Site 6 Site 7 Site 8

Total Ratio
Geoma(St)∼

Seou
oegwaksunhwan

Highway

Seoul
oegwaksunhwan

Highway
∼

Seongnae 5(Br)

Seongnae 5(Br)
∼

Seongnae 7(Br)

Seongnae 7(Br)
∼

Ogeum 1(Br)

Ogeum 1(Br)
∼

Dunchon(Br)

Dunchon(Br)
∼

Cheongryong
(Br)

Cheongryong
(Br)
∼

Seongnae(Br)

Seongnae(Br)
∼

Han river

(㎡) (%) (㎡) (%) (㎡) (%) (㎡) (%) (㎡) (%) (㎡) (%) (㎡) (%) (㎡) (%) (㎡) (%)

P l a n t
cover area

1. Sk(버드나무) - - -　- -　- 7,635 23.2 -　- 6,176 15.5 9,035 8.0 812 0.4 23,658 4.9

Sk(버드나무) - - - - - - - - - - 2,308 5.8 1,933 1.7 - - 4,241 0.9

Sk(버드나무)-Pc(갈대) - - - - - - - - - - - - 722 0.6 - - 722 0.2

Sk(버드나무)-
Fk(개나리) - - - - - - - - - - 3,867 9.7 - - - - 3,867 0.8

Sk(버드나무)-
Po(양버즘) - - - - - - - - - - - - 6,380 5.6 812 0.4 7,192 1.5

Sk(버드나무)-
Hp(환삼덩굴)

- - - - - - 7,635 23.2 - - - - - - - - 7,635 1.6

2. Woody plant habitat 475 3.0 -　- 5,220 22.7 3,800 11.5 2,910 9.3 6,047 15.2 9,466 8.3 15,118 7.5 43,036 9

3. Shrub habitat -　 - 1,492 7.9 1,075 4.7 553 1.7 5,940 18.9 5,790 14.5 7,200 6.3 12,541 6.2 34,591 7.2

4. Wetland Native herbaceous area 3,008 18.9 3,340 17.8 2,870 12.5 5,617 17.0 2,518 8.0 -　- 25,332 22.3 6,927 3.4 49,612 10.4

Pc(갈대) - - - - - - 3,243 9.8 588 1.9 - - 5,159 4.5 6,084 3.0 15,074 3.2

Pc(갈대)-At(개밀) - - - - - - - - - - - - - - 659 0.3 659 0.1

Pc(갈대)-Ms(물억새) - - - - 530 2.3 - - 1,073 3.4 - - - - - - 1,603 0.3

Pt(고마리) 3,008 18.9 1,491 7.9 - - - - - - - - - - - - 4,499 0.9

Pt(고마리)-Pc(갈대) - - - - - - 1,129 3.4 - - - - - - - - 1,129 0.2

Ms(물억새) - - - - 1,991 8.6 1,044 3.2 484 1.5 - - - - - - 3,519 0.7

Ms(물억새)-Pc(갈대) - - - - - - - - - - - - 609 0.5 - - 609 0.1

Ms(물억새)-Pt(고마리) - - - - - - - - 233 0.7 - - - - - - 233 -

Carex(사초류) - - - - - - - - - - - - - - 184 0.1 184 -

Ph(여뀌) - - - - - - 201 0.6 - - - - - - - - 201 -

Zl(줄) - - 1,848 9.8 349 1.5 - - 141 0.4 - - 8,230 7.2 - - 10,568 2.2

Zl(줄)-To(부들) - - - - - - - - - - - - 11,335 10.0 - - 11,335 2.4

5. Arid land Native herbaceous
area 109 0.7 -　- -　- 658 2.0 346 1.1 1,153 2.9 243 0.2 23,264 11.5 25,778 5.4

6. Horticultural and naturalized
herbaceous area 431 2.7 1,781 9.5 998 4.3 3,691 11.2 2,722 8.7 4,442 11.1 33,224 29.3 50,158 24.7 97,447 20.4

Water
7. Gravel and sandy plains 　- - -　- -　- -　- -　- -　- -　- 4,248 2.1 4,249 0.8

8. Water 2,664 16.7 3,483 18.5 4,315 18.7 4,049 12.3 4,764 15.2 7,050 17.7 8,252 7.3 29,410 14.5 63,995 13.4

Fac i l i ty
area

9. Bicycle road and pedestrian
passage

3,524 22.1 4,159 22.1 4,535 19.7 6,949 21.1 4,159 13.2 9,243 23.2 14,878 13.1 22,923 11.3 70,379 14.7

10. Town and bare land 5,735 36.0 4,559 24.2 4,032 17.5 - - 8,041 25.6 - - 5,928 5.2 37,433 18.5 65,727 13.7

Total 15,944 100.0 18,813 100.0 23,045 100.0 32,952 100.0 31,400 100.0 39,901 100.0 113,558 100.0 202,836 100.0 478,449 100.0

Legend: Sk: Salix koreensis, Pc: Phragmites communis, Fk: Forsythia koreana, Po: Platanus occidentalis, Hp: Humulus japonicus, At: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
siens, Ms: Miscanthus sacchariflorus, Pt: Persicaria thunbergii, Ph: Persicaria hydropiper, Zl: Zizania latifolia, To: Typha orientalis

Table 4. Internal vegetation around Seongnae Stream

갯버들등이식재되어있었다. 습지자생초지는갈

대, 고마리, 물억새, 여뀌(Persicaria hydropiper),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등이 생육하

고 있었다. 오금 제1교에서 둔촌교까지는 가죽

나무(Ailanthus altissima for. altissima), 느티나

무(Zelkova serrata), 왕벚나무 등 교목이 생육하

고 있었으며, 개나리, 갯버들, 갈대, 물억새, 고

마리, 줄,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잔디 등

이 생육하고 있었다. 둔촌교에서 청룡교까지는

버드나무, 스트로브잣나무(Pinus strobus),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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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잣나무(Pinus koraiensis)

가생육하고 있었으며, 개나리, 수크령 등이 함

께 생육하고 있었다. 청룡교에서 성내교까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존식생

은 버드나무, 양버즘나무(Platanus occidentalis),

칠엽수(Aesculus turbinata) 등의 교목이 생육하

고 있었으며, 개나리, 말발도리(Deutzia parvi-

flora), 명자나무(Chaenomeles speciosa),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조팝나무, 참싸리

(Lespedeza cyrtobotrya), 화살나무(Euonymus

alatus), 흰말채나무(Cornus alba) 등의 관목이

생육하고 있었다. 초본류는 갈대, 물억새, 줄, 부

들(Typha orientalis), 가시박(Sicyos angulatus),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소리쟁이

(Rumex crispus), 잔디, 환삼덩굴이 생육하고 있

었다. 성내교에서 한강 합류부는 버드나무, 양버

즘나무, 가죽나무, 아까시나무가 생육하고 있었

고, 관목은 개나리, 갯버들, 당매자(Berberis

poiretii), 모란(Paeonia suffruticosa),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사철나무(Euonymus japoni-

cus), 산철쭉, 조팝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초본류

는 갈대, 개밀(Elymus tsukushiensis), 사초류

(Cariceae), 강아지풀(Setaria viridis), 쇠뜨기

(Equisetum arvense), 큰김의털((Festuca ar-

undinacea),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칡(Pueraria montana var. lobata) 등이 생육하

고 있었다(Table 4).

2. 성내천 야생조류 서식구조

1) 구간별 출현현황

성내천의 전체 출현한 야생조류는 총 31종

780개체이었다. 야생조류는 봄철에는 14종 155

개체가 관찰되었고, 우점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흰뺨검둥오리(Anas po-

ecilorhyncha), 박새(Parus major) 등 이었다. 여

름철에는 13종 140개체가 출현하였고, 우점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 흰뺨검둥오리, 쇠백로(Egretta

garzetta) 등 이었다. 가을철에는 14종 187개체

가 출현하였고, 우점종은 흰뺨검둥오리, 청둥오

리(Anas platyrhynchos), 쇠오리(Anas crecca) 등

이었다. 겨울철에는 19종 298개체가 출현하였

고, 우점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멧비둘기(Streptopelia orientalis) 이었

다(Table 5). 계절별 주요 출현종의 서식특성을

분석해보면 봄철에 물총새(Alcedo atthis)는 수

면과 수변에 출현하였고, 박새는 수변, 조경식재

지에서 휴식 및 채이 활동을 하였다. 쇠박새

(Poecile palustris)는 공원 내 산림 내 수목에서

채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여름철에 새홀리

기(Falco subbuteo)는 주변 토지이용이 경작지

인 4구간에 출현하였으며, 물총새는 7구간과 8

구간에서 출현하였다. 개개비(Acrocephalus ar-

undinaceus)는 4구간의 수변 녹지에서 관찰되었

으며, 쇠딱다구리는 오금근린공원과 인접한 3구

간에서 출현하였다. 가을철에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는 올림픽공원과 연접한 6

구간 수변 녹지 회화나무(Sophora japonica)에

서 채이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변과 접하고 있

고 대규모 녹지대가 조성되어있어 야생조류 서

식환경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겨

울철 청딱다구리(Picus canus)는 7구간 수변녹

지 내 버드나무에서 휴식하였다. 박새는 3구간,

5구간, 7구간의 둔치, 수변, 수변녹지 내 버드나

무, 갯버들, 서양측백나무(Thuja occidentalis) 등

에서 채이하거나 휴식을 하고 있었고, 쇠박새는

1구간에서 출현하였다.

2) 채이길드별 야생조류 서식구조

채이길드별 야생조류 서식구조를 보면 물가

9종, 수면 8종, 수관 5종, 관목 5종, 수간 2종, 맹

금류 2종 이었으며, 출현개체수는 수면 355개

체, 관목 243개체, 수관 90개체, 물가 84개체, 맹

금류 5개체 이었다. 봄철에 출현하는 야생조류

는 14종 155개체로 관목(42.6%)과 수면(32.9%),

수관(14.9%) 순으로 나타났다. 관목에서는 붉은

머리오목눈이가 55개체로 전체의 35.48%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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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ging
guild

Species name Korea name

Site
Dominance
(%)

1 2 3 4 5 6 7 8

Individual

Raptors
Buteo buteo 말똥가리 -　 -　 -　 -　 -　 -　 1 1 0.3

Falco subbuteo 새홀리기 -　 -　 -　 1 1 -　 -　 1 0.4

Water
birds

Poiceps ruficollis 논병아리 -　 -　 -　 2 1 -　 5 5 1.7

Podiceps cristatus 뿔논병아리 -　 -　 -　 -　 -　 -　 3 -　 0.4

Anas crecca 쇠오리 -　 -　 -　 -　 -　 8 30 5 5.5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6 20 2 -　 -　 9 12 25 9.5

Anas poecilorhyncha 흰뺨검둥오리 26 7 11 8 6 13 107 39 27.8

Aythya ferina 흰죽지 -　 -　 -　 -　 -　 -　 -　 2 0.3

Mergus merganser 비오리 -　 -　 -　 -　 -　 -　 -　 1 0.1

Gallicrex chloropus 쇠물닭 -　 -　 -　 -　 -　 -　 -　 2 0.3

Ardea cinerea 왜가리 1 -　 1 2 -　 1 12 10 3.5

Egretta alba modesta 중대백로 -　 1 -　 -　 -　 -　 2 1 0.5

Egretta intermedia 중백로 -　 -　 -　 -　 -　 -　 3 1 0.5

Egretta garzetta 쇠백로 3 11 3 　 3 3 9 5 4.7

Nycticorax nycticorax 해오라기 -　 -　 -　 1 -　 -　 2 -　 0.4

Alcedo atthis 물총새 -　 -　 -　 -　 1 -　 3 1 0.6

Motacilla cinerea 노랑할미새 -　 -　 -　 -　 -　 -　 1 -　 0.1

Motacilla lugens 백할미새 1 1 -　 -　 -　 -　 -　 -　 0.3

Acrocephalus orientalis 개개비 - -　 -　 1 -　 -　 -　 -　 0.1

Forest
birds

Dendrocopos kizuki 쇠딱다구리 -　 -　 1 -　 -　 1 -　 -　 0.3

Picus canus 청딱다구리 -　 -　 -　 -　 -　 -　 1 -　 0.1

Hypsipetes amaurotis 직박구리 4 5 6 6 6 8 12 6 6.8

Parus palustris 쇠박새 3 -　 -　 -　 -　 -　 2 -　 0.6

Parus major 박새 1 -　 4 3 5 3 8 2 3.3

Oriolus chinensis 꾀꼬리 -　 -　 -　 -　 -　 -　 -　 2 0.3

Garrulus glandarius 어치 -　 1 -　 -　 -　 1 2 -　 0.5

Phasianus colchicus 꿩 -　 -　 -　 -　 -　 -　 3 3 0.78

Streptopelia orientalis 멧비둘기 -　 2 -　 16 3 1 7 13 5.4

Phoenicurus auroreus 딱새 1 -　 -　 -　 -　 -　 1 1 0.4

Turdus naumanni naumanni 노랑지빠귀 -　 -　 -　 -　 -　 -　 1 -　 0.1

Paradoxornis webbiana 붉은머리오목눈이 10 -　 -　 49 10 -　 40 82 24.5

Total
56 48 28 89 36 48 267 208 100.0

Species : 31, Individual: 780

Table 5. Current status of wildbirds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지하였으며, 다양한 종이 나타난 채이길드는 물

가(35.8%)로 5종이 관찰되었다. 관목, 수관, 수

면은 세 곳 모두 3종이 출현하여 21.4%를 차지

하였다. 수간에서는 야생조류가 관찰되지 않았

는데 이는 수간이 채이, 휴식, 은신처 역할을 하

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여름철에 출현

하는 야생조류는 13종 140개체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낮은 출현 종수와 출현 개체수가 관

찰되었다. 관목(40.8%), 수면(30.0%)에서는 많

은 개체수가 나타났지만 종이 단순하였다. 개체

수가 많은 물가(46.1%)에서는 개개비, 노랑할미

새, 물총새 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여름철 물

가가 다양한 채이환경과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이었다. 여름철 야생조류 출현이 적은

곳은 물놀이 공간으로 이용성이 높아 야생조류

서식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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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ecies number of wild bird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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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opulation of wild bird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가을철에 출현하는 야생조류는 14종 187개체이

었으며, 수면에서 6종(42.8%) 135개체(72.2%)로

오리류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가을철에 성내

천은 얕은 수심의 수환경에서 먹이를 취하는 오

리류의 서식특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관목에

서는 1종 10개체의 멧비둘기가 출현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겨울철에는 19종 298

개체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출현하였다. 수면에서 5종 127개체가 출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면성 오리류

출현 종수와 출현개체수가 많았다. 관목에서는

군서생활을 하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이가 110개

체(39.9%)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가을

결실 후 잔존하는 풀씨가 풍부한 관목림이 산새

류 채이 장소에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Figure 3, Figure 4).

3. 서식지 특성과 야생조류 서식구조

성내천 야생조류 출현 특징은 상류(1구간～3

구간)구간에 비해 하류(7구간～8구간)구간에서

다양한 종이 관찰되었다. 상류 구간에는 물놀이

시설, 광장 등 시설지 면적이 넓고 하폭이 좁아

인간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하류 구간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보전 및 관리되고 있어 물새류인 오리류, 백로류

등이 자주 출현하였다. 또한 모래톱과 습생초지

가 발달하고, 개방수면이 확보된 구간에서 다양

한 종과 많은 개체수의 물새류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물새류가 모래톱과 습생초지를 채이 및 휴

식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성

내천 산새류는 대부분 주변 산림과 연결된 제방

사면과 이용시설지가 적은 둔치에서 출현하였

다. 따라서 산새류 서식처 조성 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녹지 축 연결을 우선시 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구간, 2구간, 3구간, 6구간, 7구간은 수면에서

먹이활동하는 물새류의 우점도가 높았지만 하천

내부에 건조초지, 원예 및 귀화초지, 시설지 등이

넓은공간을차지하므로써수공간및수변식생지

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달리 4구간,

5구간, 8구간은 수목의수관이나 관목층에서 먹이

활동하는 산새류의 우점도가 높았지만 하천 내부

에 버드나무 수림대나 관목서식지가 부족하였다.

하천 내부에서 산새류의 서식환경 조성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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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Revetment External land use
Internal vegetation(%)

Bird status
(species, numbers)

Foraging guild
(species, D(%))

Salix
koreensis

Wp Sh Wnh Anh Hnh W
Total

Species
Water
birds

Forest
birds

Water
Water
edge

Crown Shrubs

Site 1
Low and high flow
revetment: Concrete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28.4%)
▪Apartment houses(14.7%)

- 3 - 18.9 0.7 2.7 16.7
10

(56)
5

(37)
5

(19)
2

(57.1)
3

(9.0)
3

(14.3)
2

(19.7)

Site 2
Low and high flow
revetment: Concrete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41.4%)
▪Mixed landuse area(17.4%)

- - 7.9 17.8 - 9.5 18.5
8

(48)
5

(40)
3

(8)
2

(56.3)
3

(27.1)
2

(12.5)
1

(4.2)

Site 3
Low and high flow
revetment: Concrete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37.7%)
▪Forest(19.3%)

- 22.7 4.7 12.5 - 4.3 18.7
7

(28)
3

(17)
3

(11)
2

(46.4)
2

(14.3)
2

(3.6)
-

(-)

Site 4
Low and high flow
revetment: Concrete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24.0%)
▪Field(20.5%)

23.2 11.5 1.7 17 2 11.2 12.3
10

(91)
5

(14)
4

(74)
2

(11.2)
3

(4.5)
2

(10.1)
2

(73.1)

Site 5
Low flow revetment:

Concrete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45.5%)
▪Apartment houses(35.1%)

- 9.3 18.9 8 1.1 8.7 15.2
9

(36)
4

(11)
4

(24)
2

(19.5)
2

(11.1)
2

(30.6)
2

(36.1)

Site 6 Concrete Block
▪Large-scale sports facilities

(24.5%)
▪Planted area(21.7%)

15.5 15.2 14.5 - 2.9 11.1 17.7
10

(48)
5

(34)
5

(14)
3

(62.6)
2

(8.3)
3

(25.0)
1

(2.1)

Site 7 Concrete Block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31.7%)
▪Planted area(25.9%)

8 8.3 6.3 22.3 0.2 29.3 7.3
23

(267)
12

(187)
10

(77)
5

(58.8)
7

(11.9)
4

(8.9)
5

(19.5)

Site 8 Concrete Block
▪Road and related facilities area

(41.4%)
▪Apartment houses(19.8%)

0.4 7.5 6.2 3.4 11.5 24.7 14.5
21

(208)
12

(97)
7

(109)
7

(37.9)
5

(8.7)
3

(4.7)
4

(47.6)

* Wp: Woody plant habitat, Sh: Shrub habitat, Wnh: Wetland native herbaceous area, Anh: Arid land native herbaceous area, Hnh: Horticultural
and naturalized herbaceous area, W: Water, D: Dominance

Table 6. Seasonal appearance of wildbirds in Seongnaecheon(Stream)

필요하였고, 하천 내부 서식기반 환경이 열악할

경우주변가로수및가로녹지와의연계성을고려

한 생태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성내천 내 산새류의 생태적 연결 측면에서 주

변 산림지, 밭, 시설경작지, 조경식재지 등과 연계

를고려한생태적연계성도필요할것으로판단되

었다(Table 6).

성내천 출현 야생조류 샤논의 종다양도 지수

는 2.2697이었고,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이 다른 구간에 비해 도심 내 야생조류의 서식

공간으로 유용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구간은 녹지공간 부족 및 주변 시가화지역으로

영향으로 종다양성지수가 낮은 구간도 있었다.

구간별 종다양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7구간

(2.1571), 8구간(2.0452), 5구간(1.9400), 6구간

(1.9341) 순이었다. 균등도는 5구간이 가장 높았

으며, 3구간, 6구간, 2구간, 1구간 순이었다. 7구

간은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도심 내 야생조류의 서식공간으로

유용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4구간은 내부 녹

지공간의 부족 및 주변 시가화지역으로 영향으

로 종다양성지수와 균등도가 가장 낮아 종의 다

양성이 떨어지는 구간이었다(Table 7).

성내천 구간 내 채이길드별 야생조류의 종다

양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하천 내부 식생현황과

외부 토지이용의 영향에 따라 채이길드종의 우점

도 차이가 나타났다. 1구간에서는 수관종(0.9743)

이 우점, 2구간에서는 수면종(0.5723)이 우점, 3

구간에서는 수관종(0.6730)이 우점, 4구간에서는

물가종(1.0397)이 우점, 5구간에서는 수관종



36 박군숙․박석철․한봉호

Types H'(Shannon) R′(Richness) E'(Evenness)

Site 1 1.6928 2.2358 0.7352

Site 2 1.5932 1.8082 0.7661

Site 3 1.6410 1.8006 0.8433

Site 4 1.4716 2.0051 0.6391

Site 5 1.9400 2.2324 0.8829

Site 6 1.9341 2.3249 0.8400

Site 7 2.1571 3.9375 0.6880

Site 8 2.0452 3.7470 0.6718

Total 2.2697 4.5050 0.6609

Table 7.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rd Communities in Seongnaecheon(Stream)

Site 1 H’ R′ E’ Site 2 H’ R′ E’ Site 3 H’ R′ E’ Site 4 H’ R′ E’

Raptor Not appeared Raptor Not appeared Raptor Not appeared Raptor - - -

Water 0.4826 0.2885 0.6962 Water 0.5723 0.3034 0.8256 Water 0.4293 0.3899 0.6194 Water 0.3219 0.4343 0.4644

Water
edge

0.9503 1.2427 0.8650
Water

edge
0.5360 0.7797 0.4879

Water

edge
0.5623 0.7213 0.8113

Water

edge
1.0397 1.4427 0.9464

Trunk Not appeared Trunk Not appeared Trunk - - - Trunk Not appeared

Crown 0.9743 0.9618 0.8869 Crown 0.4506 0.5581 0.6500 Crown 0.6730 0.4343 0.9710 Crown 0.6365 0.4551 0.9183

Shrub 0.3046 0.4170 0.4395 Shrub - - - Shrub Not appeared Shrub 0.5581 0.2396 0.8051

Site 5 H’ R′ E’ Site 6 H’ R′ E’ Site 7 H’ R′ E’ Site 8 H’ R′ E’

Raptor - - - Raptor Not appeared Raptor - - - Raptor 0.6931 1.4427 1.0000

Water 0.4101 0.5139 0.5917 Water 1.0760 0.5880 0.9794 Water 0.9595 0.7911 0.5962 Water 1.3034 1.3732 0.6698

Water
edge

0.5623 0.7213 0.8113
Water
edge

0.3436 0.2940 0.4958
Water

edge
1.6233 1.7312 0.8342

Water

edge
1.1641 1.3839 0.7233

Trunk Not appeared Trunk - - - Trunk - - - Trunk Not appeared

Crown 0.6890 0.4170 0.9940 Crown 0.8240 0.8049 0.7500 Crown 1.1269 0.9440 0.8129 Crown 0.9503 0.8686 0.8650

Shrub 0.5402 0.3899 0.7793 Shrub - - - Shrub 0.7883 1.0123 0.4898 Shrub 0.5750 0.6529 0.4148

* H’ : Shannon, R′: Richness, E’ : Evenness

Table 8. Species diversity index of each site in Seongnaecheon(Stream)

(0.6890)이 우점, 6구간에서는 수면종(1.0760)이

우점, 7구간에서는 물가종(1.6233)이 우점, 8구간

에서는 수면종(1.3034)이 우점하였다(Table 8).

4. 도시하천 야생조류 서식 기능 향상방안

1) 구간별 목표종 선정

야생조류 서식처 조성은 각 종마다 생태적 특

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목표종의 설정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Kim, 1999). 都市綠花技開發機構

(2002)에서는 일반적인 목표종이란 계획의 목표

가 되는 비오톱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동․식물이며, 생태네크워크 계획에서의 목표종

이란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거나 최소한 서식해

야 되는 동․식물을 말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한 목표종으로는 대상지의 생

물상 중에서 비오톱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

지역고유성을 가지며 개체수나 분포역이 서서

히 감소하는 것, 생태계 먹이연쇄 상위에 위치

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이나 종군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딱다구리류, 직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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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bird Habitat structure Main site

Forest
Birds

Dendrocopos(딱다구리류),
Parus palustris(쇠박새)

Tree forest of Sk,
Ps on riverside and levee

Site 1, Site 3, Site 6

Paradoxornis webbiana(붉은머리오목눈이),
Phoenicurus auroreus(딱새)

Shrub forest of Ea,
Fk on Levee slope and riverside

Total site

Water
birds

Ducks(Anas crecca(쇠오리),
Anas poecilorhyncha(흰뺨검둥오리) et al.)

Wetland Native herbaceous area
with Pc, Pt, Ms on waterside

Total site

Egretta(백로류)(Egretta garzetta(쇠백로),
Egretta intermedia(중백로) et al.)

Wetland Native herbaceous area
with Pc, Pt, Zl on waterside and wading pool

Site 5, Site 8

Motacilla(할미새류), Ducks(오리류)
Gravel and sandy plains on water

surface(Estuaries)
Site 6, Site 7, Site 8

Alcedo atthis(물총새)
Hydrophytes on waterfront,

Soil cliff
Site 7, Site 8

Legend: Sk: Salix koreensis, Pc: Phragmites communis, Fk: Forsythia koreana, Ms: Miscanthus sacchariflorus, Pt:
Persicaria thunbergii, Zl: Zizania latifolia, Ea: Euonymus alatus, Ps: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Table 9. Wild bird and habitat structure of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리, 박새와 같은 산새류는 둔치와 제방에 있는

버드나무, 벚나무 등에서 휴식과 채이를 하고, 1

구간, 3구간, 6구간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붉은

머리오목눈이, 멧비둘기, 딱새 등의 산새류는 제

방사면과 둔치에 있는 화살나무, 개나리 등의

관목림을 휴식지와 취식지로 이용하고, 오리류

는 물가의 갈대, 고마리, 물억새 군락지를 도피

지와 휴식지로 이용하고 있었다. 백로류는 하천

변 물가와 인접하여 생육하고 있는 갈대, 고마

리, 줄 군락지에서 휴식과 채이를 하였고, 주된

관찰 구간은 5구간과 8구간 이었다. 할미새류와

오리류는 모래톱과 자갈톱을 휴식지와 도피지

로 이용하고, 6구간, 7구간, 8구간에서 주로 출

현하였다. 딱다구리류, 쇠박새, 꾀꼬리 등의 산

새류와 물총새는 다리 하부 인공구조물인 치수

시설과 제방 틈을 휴식지와 도피지로 이용 중이

었다. 성내천에서 야생조류가 서식하기 가장 적

합한 구간은 7구간, 8구간으로 모든 종의 야생

조류가 출현하였다. 할미새류와 오리류는 모래

톱과 자갈퇴적지가 있는 8구간에서 주로 관찰되

어 모래톱과 자갈퇴적지를 주된 서식처로 이용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9).

성내천 1구간은 주변 산림지와 연계하여 숲에

서 서식 가능한 쇠박새를 목표종으로 선정하였

다. 쇠박새는 수간(나무줄기)을 중심으로 안팎을

골고루 이용하며, 관목에서 주로 활동한다(Lee

and Jabłoński, 2006). 쇠박새 둥지는 입구 높이

가 낮은 곳의 수동(나무 구멍)을 더 많이 이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lsson, 1984). 2구간은

내부시설지와 수면비율이 높은 구간으로 물새류

인 쇠백로를 목표종으로 선정하였다. Pyo and

You(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로류는 주로

수로와 접하는 저수호안과 보의 하단부를 주된

채식지로 이용하였는데, 정수역보다는 유수역을

선호하며 수심이 깊은 지역보다 수심이 낮은 지

역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여울이 형성되

는 유수역은 하상이 대부분 모래나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자리로는 달뿌리풀이 주요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백로류, 쇠오리 등

오리류의 채식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3구간은

오금근린공원과 하천내부 구조를 고려하여 산새

류인 박새, 쇠딱다구리를 목표종으로 선정하였

다. 박새류는 2차 수동 영소성 조류(Harrap and

Quinn, 1995)로 산림성 조류이지만 도시 녹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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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Habit character Target species

Site 1
Residental area, Green area(Forest area),

Facilities area
Forest Birds Parus palustris (쇠박새)

Site 2
Mixed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Green
area(Planting area), Facilities area/Water surface

Water birds Egretta garzetta (쇠백로)

Site 3
Green area(Forest area),

Plant cover area(Woody plant area)
Forest Birds

Parus major (박새)
Dendrocopos kizuki (쇠딱다구리)

Site 4
Green area(Farm, Plastic tillage),
Plant cover area(Salix koreensis)

Forest Birds
Paradoxornis webbiana

(붉은머리오목눈이)

Site 5
Residental area, Green area(Forest area),

Plant cover area(Shrub area)
Forest Birds Phoenicurus auroreus (딱새)

Site 6
Public use area,

(Education facility, Large scale playground),
Green area(Salix koreensis)

Forest Birds
Water birds

Dendrocopos kizuki (쇠딱다구리)
Anas crecca(쇠오리)

Table 10. Target species along with habit character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서도 비교적 흔하게 관찰된다(Solonen, 2001;

Mockford and Marshall, 2009). 번식기에는 주로

교목에서 나비목 유충을 먹이로 한다(Marciniak

et al. 2007). 4구간 주변은 밭과 시설경작지가

분포하므로 관목류에서 채이하는 붉은머리오목

눈이를 목표종으로 선정하고, 5구간은 올림픽선

수촌아파트 관통구간으로 관목에서 서식하는 딱

새를 목표종으로 선정하였다. 6구간은 주변에

교육시설, 운동시설지가 위치하고 올림픽공원

녹지대와 인접하고 있어 쇠딱다구리, 쇠오리를

목표종으로 선정하였다. 수면성 오리류는 농경

지나 초지에서 채식을 하며(Loesch and

Kaminski, 1989), 잠수성 오리류의 경우도 채이

습성 등에 따라 생태적 지위가 다르고 특정 서

식지를 선호함이 밝혀졌다(Nilsson, 1970). 7구

간과 8구간은 야생조류 서식환경이 양호하고 출

현종이 다양하여 목표종을 선정하여 향상 방안

을 제시하기 보다 현 서식환경 유지를 위한 관

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10).

2) 구간별 야생조류 서식 기능 향상방안

(1) 야생조류 서식환경 개선 방안

야생조류의 생태적 서식 공간조성 및 서식 기

능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구간별 특성에

따라 녹지 조성 및 구조 개선이 필요하였다. 구

간별 목표종 서식특성을 고려한 번식지·휴식지,

휴식지·도피지를 구분하여 주요 식물종을 제시

하였고, 제방도로는 다층구조로 한 완충녹지를

제시하였다. 1구간은 제방상단에 10m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교목 1열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었다. 1구간 목표종은 쇠박새로 번식지․취식

지 식물로 찔레꽃, 좀작살나무 등과 휴식지․도

피지 식물로 갯버들, 화살나무, 개나리를 제시하

였다. 주변 산림지 산새류 유입을 위한 채이 공

간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 하부 띠녹지 조성이

필요하였다. 2구간은 직강화된 하천 둔치 내 체

력단련시설과 수경시설 등 이용시설지 비율이

높아 차폐 기능의 하천숲 조성이 필요하였다.

하천변에는 습지자생 식물을 추가 식재하여 야

생조류 채이 및 은신처를 확보하는 공간이 요구

되었다. 2구간 목표종은 쇠백로로 번식지․취식

지 식물로 수양벚나무 등과 휴식지․도피지 식

물로 갈대군락 등을 제시하였다. 3구간은 과도

한 조경시설로 인간 이용이 높아 인간 비간섭

공간과 2구간과 연계되는 제방상단에 다층구조

의 식재지역이 필요하였다. 3구간 목표종은 쇠

박새, 쇠딱다구리로 번식지․취식지 식물로 병

꽃나무, 산수유, 참나무류 등과 휴식지․도피지

식물로 갯버들, 화살나무, 개나리 등을 제시하였

다. 4구간 인근은 비닐하우스, 경작지 주변 농가

건축물, 생활쓰레기 적치 등으로 경관이 불량하

였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단절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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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Target species
Main plant species Remark

breeding place / foraging area resting place / shelter Suggestion of restricted use zone for r iverside

Site 1
Forest Bird

Parus palustris (쇠박새)

Rosa multiflora (찔레꽃)
Callicarpa

dichotoma(좀작살나무)
et al.

Salix gracilistyla (갯버들)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Forsythia koreana (개나리) et al.

▪Construct of habitat for Egretta(백로류)
- Water suface: Construct of gravel and sandy

plains. artificial island, sculpin, stone weir
- Emergent plants, waterfront plants
▪Suggestion of restricted use zone

- Construct of riparian forest

Site 2
Water birds
Egretta garzetta (쇠백로)

Prunus leveilleana(수양벚나무)
et al.

Phragmites communis (갈대)
colony et al.

-

Site 3
Forest Birds

Parus palustris(쇠박새)
Dendrocopos kizuki(쇠딱다구리)

Weigela subsessilis(병꽃나무)
Cornus officinalis(산수유)

Fagaceae(참나무류)
et al.

Salix gracilistyla (갯버들)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Forsythia koreana (개나리) et al.

▪Suggestion of restricted use zone
- Construct of riparian forest

Site 4
Forest Birds

Paradoxornis webbiana
(붉은머리오목눈이)

Rosa multiflora (찔레꽃)
Lonocera maackii (괴불나무)

et al.

Salix floderusii var. glabra (키버들)
Salix gracilistyla (갯버들) et al.

-

Site 5
Forest Birds

Phoenicurus auroreus(딱새)

Callicarpa
dichotoma(좀작살나무)

Lonocera maackii (괴불나무)
et al.

Salix floderusii var. glabra (키버들)
Salix gracilistyla (갯버들) et al.

-

Site 6
Forest Birds

Dendrocopos kizuki(쇠딱다구리)

Weigela subsessilis(병꽃나무)
Cornus officinalis(산수유)

Fagaceae(참나무류)
et al.

Salix gracilistyla(갯버들)
Euonymus alatus(화살나무)

Forsythia koreana(개나리) et al.

Table 11. Method of habitat construct for wild bird by target species in Seongnaecheon(Stream), Seoul

었다. 4구간 목표종은 붉은머리오목눈이로 번식

지․취식지 식물로 찔레꽃, 괴불나무 등과 휴식

지․도피지 식물로 키버들, 갯버들 등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4구간은 주변 시설지 경관개선과

야생조류 서식처 연결이 필요하였다. 5구간은

주거지와 인접하고 시설지 비율이 높아 이용율

이 높은 구간이었다. 5구간은 하폭과 둔치 면적

이 좁아 추가적인 녹지대 조성이 어려우므로 기

존 관목림에 녹지량 증대, 식이식물 식재 등이

필요하였다. 5구간 목표종은 딱새로 번식지․취

식지 식물로 좀작살나무, 괴불나무 등과 휴식

지․도피지 식물로 키버들, 갯버들 등을 제시하

였다. 6구간 둔치 상단에는 대규모 운동시설지

를 이용하는 주차장 사이에 완충녹지가 필요하

였다. 그리고 넓은 둔치에는 식생이 단순하고

초화류 위주로 식재되어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

서는 야생조류는 유입을 위한 식이식물의 보완

식재가 필요하였다. 6구간 목표종은 쇠딱다구리

로 번식지․취식지 식물로 병꽃나무, 산수유, 참

나무류 등과 휴식지․도피지 식물로 갯버들, 화

살나무, 개나리 등을 제시하였다(Table 11).

(2) 서식유형별야생조류서식환경조성방안

성내천 생물이동통로 연결 및 서식 기능 향상

을 위한 산새류(1구간을 대상으로 적용), 물새류

서식처(2구간을 대상으로 적용) 조성 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새류 서식 기능 향상을 위해서 생

물이동통로 및 서식처 조성 방안을 단면으로 제

시하였다. 산새류(쇠박새) 서식처 조성을 위해

서 둔치 한쪽 자전거도로 및 보행 동선을 외부

로 이동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기존 동선 구간

에는 찔레꽃, 좀작살나무 등을 식재하여 산림

식생으로 복원하였으며, 녹지대 수직적 층위구

조를 개선하였다. 제방도로 식생구조는 산딸나

무, 작살나무 등 야생조류 먹이원이 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Figure 5).

물새류(쇠백로)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갈톱, 모래톱을 조성하고 횃대를 설치하여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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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ver structure of habitat for forest birds(Present status)

b. River structure of habitat for forest birds(improvement)

Figure 5. Mimetic diagram on improvement of habitat function for forest birds

a. River structure of habitat for water birds(Present status)

Upper levee

Buffer green area
Vegetation
supplement

b. River structure of habitat for water birds(improvement)

Figure 6. Mimetic diagram on improvement of habitat function for water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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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채이하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수변녹지에

줄, 갯버들을 식재하여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인간 이용을 최소화 하기 위

하여 둔치 양안에 조성된 물놀이 시설을 한쪽

편 둔치로 이동하여 이용 시설을 집중 시키고

기존에 물놀이 시설지는 다층구조로 된 하천숲

조성을 제시하였다(Figure 6).

Ⅳ. 결 론

본 연구는 성내천의 구간별 야생조류 서식특

성에 따른 목표종 선정, 서식유형별 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야생조류 서식 기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내천 구간 구분은 기반시설 현황,

내부(제외지) 시설물 현황, 주변 토지이용현황,

성내천 내부 현존식생의 조사․분석을 통해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성내천 야생조류 출

현현황은 총 31종 780개체가 출현하였다. 성내

천 구간별 종다양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7구간

(2.1571), 8구간(2.0452), 5구간(1.9400), 6구간

(1.9341) 순이었다. 균등도는 5구간이 가장 높았

으며, 3구간, 6구간, 2구간, 1구간 순이었다. 성

내천 구간 내 채이길드별 야생조류의 종다양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하천 내부 식생현황과 외부

토지이용의 영향에 따라 채이길드별 우점도 차

이가 나타났다. 1구간에서는 수관종(0.9743)이

우점, 2구간에서는 수면종(0.5723)이 우점, 3구

간에서는 수관종(0.6730)이 우점, 4구간에서는

물가종(1.0397)이 우점, 5구간에서는 수관종

(0.6890)이 우점, 6구간에서는 수면종(1.0760)이

우점, 7구간에서는 물가종(1.6233)이 우점, 8구

간에서는 수면종(1.3034)이 우점하였다. 성내천

야생조류 출현 특성은 상류(1구간～3구간)구간

에 비해 하류(7구간～8구간)구간에서 다양한 종

이 관찰되었다. 물새류는 모래톱과 습생초지가

발달하고, 개방수면이 확보된 구간에서 주로 관

찰되었다. 산새류는 주변 산림과 연결된 제방사

면과 이용시설지가 적은 둔치에서 출현하였다.

성내천이 야생조류 서식공간으로서 충분한 기

능 및 역할을 하도록 목표종 선정 및 서식유형

별 서식구조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표종은

성내천 구간별 서식구조 및 출현 특성을 반영하

여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간별 목표종 서식특성

을 고려한 번식지․휴식지, 휴식지․도피지를

구분하여 찔레꽃, 좀작살나무, 갯버들, 화살나

무, 갈대 군락 등 주요 식물종을 제시하였다. 서

식 유형별 야생조류 서식환경 조성 방안으로 물

새류는 하천 내부 개방수면 확보와 하천변 둔치

에 덤불숲 조성 및 채이식물, 관목류 등을 식재

하여 녹지대 층위구조 개선을 제시하였다. 산새

류는 하천제방 가로수 식재구간에 주변 산림 수

종을 추가 식재하여 주변 산림 수종과 연결하고

다층구조가 되도록 제시하였다.

연구 한계로 도시하천은 야생조류 외에도 다

양한 생물들의 서식공간이므로 다각적인 동·식

물의 서식환경을 검토한 생물다양성 기능 증진

방안 제시가 필요하였다. 또한 도시개발 등 주

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야생조류 출현 현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야생조류 출현현황

모니터링에 따른 도시하천 야생조류의 서식 기

능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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