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環境復元技術學會誌 24(3)：19∼31(2021) DOI：https://doi.org/10.13087/kosert.2021.24.3.19
J. Korean Env. Res. Tech. 24(3)：19∼31(2021) ISSN 1229-3032

First author：Wei, Si-Yang, Dep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Tel: +82-31-961-5164, E-mail: weanwesley@naver.com

Corresponding author：Oh, Choong-Hyeon, Dep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Tel: +82-31-961-5123, E-mail: ecology@dongguk.edu

Received：24 February, 2021. Revised：18 May, 2021. Accepted：17 May, 2021.

- 19 -

노을공원 쓰레기매립지 식생복원을 위한 아까시나무 천이방향 연구

위사양
1)
· 오충현

2)

1)동국대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학생 · 2)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A Study on Successional Direction of Robinia pseudoacacia for the

Vegetation Restoration in Waste Landfill of Noeul Park

Wei, Si-Yang1) and Oh, Choong-Hyeon2)

1)
Dep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2)
Dep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waste landfill that has been used as a park through a stabilization project to provide green space

to local residents. Vegetation restoration is necessary for the landfill park project, but it is difficult

to restore vegetation due to various disturbances in the landfill. This study analyzed the successional

dynamic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ies from the slopes of Noeul

Park by applying the 7-stage successional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lmost no

intermediate successional stage. There are only the early successional stage which Robinia pseudoaca-

cia has an absolute dominance of 100% in the crown and middle layers, and the degeneration succes-

sional stage which formed by the introduction of Morus alba. This result showed that the succession

of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ies were not able to proceed to the climax forest due to various

disturbances in the waste landfill.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succes-

sion through intermediate steps such as Morus alba, since it is difficult to transition from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to the native Quercus spp.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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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쓰레기 매립지는 일정 높이로 고체화시킨 쓰

레기 더미 위에 토양을 복토하고 매립작업을 반

복한 후 최종 복토를 한 인공 생태계이다(Kim,

2001).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지는 사면 또는 비

탈면 녹화 등 안정화공사를 통해 공원, 체육시

설, 농경지, 야적장 등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들

이 이용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5).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지가 공원화된 대

표적인 사례지역이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되었다. 이후 1996년

부터 2002년까지 매립지 안정화 사업을 진행하

였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3). 매

립지 안정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복토된

토양 위에 식생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는 내부에 있는 쓰레기의 부패로 인해 발

생하는 침출수와 매립가스, 일부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된 산업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중

금속, 복토 이후 발생하는 토양의 부등침하, 유

효 토심 부족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식재 및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있다(Ahel et al.,1998; Kim,

2007; Kang et al., 2015).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식생에 관한 연구로는

수도권지역 쓰레기 매립지에서 콩과식물인 아

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R.P.)가 매토종

자 형태로 침입하여 가장 많은 피도로 분포함을

보고되었다(Lee et al., 1997; Kim, 2001). 일반

적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자연림은 시간이

경과되면 초기 선구수종으로부터 출발하여 참

나무(Quercus spp.)를 거쳐 서어나무 등과 같은

낙엽활엽수로 천이가 진행된다(Park et al.,

1990; Lee et al., 1990; Lee et al., 1991; Lee et

al., 1993). 하지만 도시지역은 도시열섬, 대기오

염, 산성비, 강수량 변화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교란요인 때문에 식생이 자연림과는 달리

자연적인 천이단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참나무림에서 천이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Lee et al., 1996). 아까시나무 조림지 또는

도시지역 아까시나무림의 경우도 비슷하게 점

차 참나무류가 우점종인 군집으로 천이가 이루

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Yun et al., 1999; Kang

et al., 2001). 환경적인 조건이 열악한 해안 사

방지역에서 아까시나무림이 사방 조림후 상당

기간을 경과하여 개체목 직경급 분포가 다소 정

규분포를 나타내고 아교목층 이하에서 잠재자

연식생인 졸참나무가 번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졸참나무림으로의 천이가 진행되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Cho, 2005).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산

림이나 공원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도시림보다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어 자

연적인 천이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서 우

점을 이루는 수종인 아까시나무를 대상으로 천

이과정을 조사하여 도시지역 쓰레기 매립지 식

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II.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78-1

번지에 위치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내 노을공

원 사면이다. 대상지 면적은 46.4ha이다. 노을공

원 사면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일부로 2012

년부터 시민단체인 노을공원시민모임에서 낮은

강도의 산림 관리를 해오고 있다.

서울지역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온량지수, 한냉지수 등 기후

지표 의 간 평균 데이터는 Table 1과 같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pen Data, 2020). 서

울지역 최근 10년간(2011-2020)의 기후는 20년

전에 비해 연평균 기온, 극점 최고기온, 온량지

수가 모두 높아지고, 극점 최저기온, 한냉지수,

상대습도, 연간강수량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



21노을공원 쓰레기매립지 식생복원을 위한 아까시나무 천이방향 연구

Climatic indicators
Period

1991-2000 2001-2010 2011-2020

Annual average temp.(°C) 12.7 12.8 13.0

Extreme maximum temp.(°C) 38.4 36.2 39.6

Extreme minimum temp.(°C) -15.4 -18.6 -18.0

Average warmth index(°C) 108.2 109.2 113.7

Average coldness index(°C) -16.2 -15.6 -17.9

Average relative humidity(%) 64.5 62.3 59.4

Annual average precipitation(mm) 1,429.6 1,550.2 1,274.2

Table 1. Climate data for the last 30 years in Seoul

Figure 1. Map of study area and position of plots

었다. 이는 서울지역의 연평균기온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편차가 더 커지

고 습도는 낮아져,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 생육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지인 노을공원은 난지도 쓰레기 매

립지 안정공사의 일환으로 준공한지 18년이 되

었다. 현재 공원 사면의 대부분이 아까시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 수목을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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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Content

RP-E Early successional stage that establish high seedling density and grows in dense thickets in open condition

RP-IR Retrogressive stage from intermediate successional stage following disturbance

RP-I Intermediate successional stage that grow well after regeneration

RP-LR Retrogressive stage from later successional stage following disturbance

RP-L Later successional stage that has begun competition between Robinia pseudoacacia and competition species

RP-DR Retrogressive stage from degeneration stage successional stage following disturbance

RP-D
Degeneration successional stage that has begun replacement of Robinia pseudoacacia by competition

species

Table 2. Criteria for modification of the hypothesis about successional stage of Robinia pseudoacacia

가꾸는 시민활동을 하는 노을공원 시민모임은

최근 10년 동안 사면부에 소나무, 스트로브잣나

무, 상수리나무, 꾸지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Introduction to Friends of Noeul Park, 2020).

2. 연구방법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2020년 6∼10월에 걸쳐 진행되

었다. 노을공원 사면부를 대상으로 현존식생도

를 작성하고, 현존식생도를 바탕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고 있는 아까시나무 군락에 총 27개

의 10m×10m(100㎡) 방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

였다. 방형구 조사는 층위에 따라 교목층, 아교

목층, 관목층의 3개 층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

다. 조사항목은 교목․아교목층은 수종, 수고

(m), 흉고직경(cm), 수관폭(m)을, 관목층은 수

종, 수고(m), 수관폭(m)을 조사하였다.

2) 아까시나무 군락 구조 분석

대상지내아까시나무군락구조를파악하기위

해 Curtis와 Mc Intosh(1951)의 상대우점치(IV),

Raunkiaer(1934)의 생활형(Life Form)을 분석하였

다. 종구성의 다양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Shannon(1949)의 종다양성지수를 이용하여 종다

양도(Species Diversity: Hˊ), 최대종다양도(H'max),

균재도(Evenness: J'), 우점도(Dominance: D)를 분

석하였다. 대상지 4개사면의식생종구성의유사

성및상이성을비교하기위하여Whittaker(1975)의

유사도지수(SI: Similarity Index)와 상이도 지수

(DSI: Dissimilarity Index)를 분석하였다.

3) 아까시나무 군락 천이단계 분석

노을공원 아까시나무 군락 천이단계를 분석하

기 위해 7단계로 구분된 아까시나무 천이단계를

활용하였다. 이 기준은 종간 경쟁과 군락 유지 가

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천이단계를 종합적으

로판단하는 방법이다. 7단계의 단계는 Table. 2와

같이 초기 단계(RP-E)-중기 교란 단계(RP-IR)-중

기 단계(RP-I)-후기 교란 단계(RP-LR)-후기 단계

(RP-L)-쇠퇴 교란 단계(RP-DR)-쇠퇴 단계(RP-

ED)로 구분되고 구분기준은 Table. 3과 같다

(Park, 2016).

이를 위해 천이단계 구분을 위해 아까시나무

와 경쟁 수종의 상층과 중층 상대우점치(I.V. :

Importance Value) 비교, 상층 아까시나무 수고

와 경쟁종의 수고 비교를 통해 아까시나무 군락

내 경쟁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까시나무

흉고직경급 감소계수(Diminution Quotient)인 Q

값(Wintturi, 2006; Kwon et al., 2015)을 활용하

여 아까시나무 군락의 분포 특성을 분석함으로

써 향후 아까시나무 군락의 유지 가능성을 파악

하였다. 흉고직경급 개체분포곡선이 역J형 곡선

(reverse J shaped curve)을 보이는 것은 지속적

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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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Criteria Content

RP-E
No competition in crown layer,
No competition in middle layer,
More reproduction

IV of RP in crown layer is 100.00%,
IV of RP in middle layer is 100.00%,
Q-value ≧ 1.5

RP-I
No competition in crown layer,
Competition in middle layer has begum,
Less reproduction

IV of RP in crown layer is 100.00%,
IV of RP in middle layer is not 100.00%,
Q-value < 1.5

RP-

IR

No competition in crown layer,
Competition in middle layer has begum,
More reproduction

IV of RP in crown layer is 100.00%,
IV of RP in middle layer is not 100.00%,
Q-value ≧ 1.5

RP-L

Competition in crown layer has begum,
Competition species was dominated by RP in
crown layer,
Less reproduction

IV of RP in crown layer is not 100.00%,
IV of RP > IV of competition species and
height of RP > height of competition species,
Q-value < 1.5

RP-

LR

Competition in crown layer has begum,
More reproduction Competition species was
dominated by RP in crown layer,
More reproduction

IV of RP in crown layer is not 100.00%,
IV of RP > IV of competition species and height of RP
> height of competition species,
Q-value ≧ 1.5

RP-D
Competition in crown layer has begum,
Decline of RP in crown layer has begum,
Less reproduction

IV of RP in crown layer is not 100.00%,
IV of RP < IV of competition species or height of RP
< height of competition species,
Q-value < 1.5

RP-

DR

Competition in crown layer has begum,
Decline of RP in crown layer has begum,
More reproduction

IV of RP in crown layer is not 100.00%,
IV of RP < IV of competition species or height of RP
< height of competition species,
Q-value ≧ 1.5

Table 3. Criteria for modification of the hypothesis about successional stage of Robinia pseudoacacia

(Khamyang et al., 2004; Clatterbuck et al.,

2010; Kwon et al., 2015). 아까시나무 흉고직경

급 감소계수 Q값은 다음 식과 같이 산정한다. Q

값은 각 흉고직경의 경급과 다음 경급의 비에

대한 산술평균값으로 정한다. 감소계수인 Q값

이 1.5보다 낮아질수록 개체밀도는 낮으나 성목

의 비중이 높아지며 치수 발생량은 적다. Q값이

1.5에 가까워질수록 치수 개체는 많고 성목의

비중은 낮아지며, 1.5보다 높아질수록 치수 개

체는 많고 성목의 비중은 낮아지면서 개체밀도

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Park, 2016).

      

 


Ni: the number of individuals in any diameter class

Ni+1: the number of individuals in the next diam-

eter class

III. 연구결과

1. 현존식생 현황

난지도 노을공원 사면부의 현존식생은 아까시

나무(61.1%), 능수버들(6.3%), 뽕나무(0.5%) 등

자연적으로 이입된 나무, 꾸지나무(3.5%) 및 기

타 목본(18.3%)과 같이 식재된 나무, 그리고 초

본(10.1%) 지역으로 구분된다(Figure 2). 아까시

나무 군락은 전체 면적의 61.1%를 차지고 있다.

2. 아까시나무 군락 식생구조 특성

1) 상대우점치(IV) 분석

연구 대상지의 층위별 상대우점치(IV)는

Table 4와 같다. 아까시나무는 상층과 중층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층에서도 상대

우점치가 21.8%로 나타났다. 하지만 뽕나무가



24 위사양․오충현

Figure 2. Actual Vegetation Map of survey site

Life Form Type Ratio(%)

Mega-phanerophytes 19

Micro-phanerophytes 33

Nano-phanerophytes 38

Chamaephytes 10

Total 100

Table 5. Life-form of species in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Index Value

Hˊ 0.66

H'max 1.32

J' 0.50

D 0.50

Table 6. Indexes of species diversity in in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Species Crown Layer IV Middle Layer IV Shrub Layer IV

Robinia pseudoacacia 80.4 82.1 21.5

Morus alba 17.1 9.9 6.4

Salix pseudolasiogyne 2.5 - -

Rosa multiflora - - 44.5

Others - 8.0 27.6

Table 4. Importance Value of every specie in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상층, 중층, 하층에서 17.8%, 9.8%, 3.2%로 어

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아까시나

무와 경쟁이 예상된다.

2) 생활형(Life form) 분석

Raunkiaer 생활형을 분석한 결과(Table 5), 대

형지상식물(Megaphanerophytes)은 19%를 차지

하고 있고, 소형지상식물(Micro-phanerophytes),

소지상식물(Nano-phanerophytes),반지표식물

(Chamaephytes)은 각각 33%, 38%, 10%의 비율

을 나타낸다. 대형지상식물이 나타나면서 소형

지상식물 및 지표식물이 비중이 높은 것은 대상

지 식물생육환경이 복원사업 초기보다 개선되

었음을 의미한다.

3) 종다양성 분석

아까시나무 군락 내 종다양성에 관한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Shannon 종다양도지수(Hˊ)
가 0.66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 도시 근교

산림 내 아까시나무 군락의 종다양성지수

(1.39~2.24)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Park, 2016). 최

대종다양성지수(H'max)는 1.32, 균재도(J')는

0.50, 우점도(D)는 0.50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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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index

South North East West

Dissimilarity
index

South - 0.36 0.50 0.33

North 0.64 - 0.50 0.50

East 0.50 0.50 - 0.50

West 0.67 0.50 0.50 -

Table 7.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index between each the slope

Diameter class No. of R.P. % of total Q-value

＝< 5cm 170 47.0

2.0

> 5~10cm 102 28.2

> 10~15cm 54 14.9

> 15~20cm 25 6.9

> 20cm~ 11 3.0

Table 9. Q-value of each diameter class in the entire destination

Index
Aspect

South North East West

Hˊ 0.69 0.45 0.52 0.46

H'max 1.18 0.84 0.70 0.95

J' 0.60 0.53 0.74 0.51

D 0.40 0.47 0.26 0.49

Table 8. Indexes of species diversity in the different aspect

4) 사면별 유사도 및 상이도 분석

노을공원 4개 사면에 대해 유사도 및 상이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4개 사면에서

식물 종의 분포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개 사면별 종다양성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이다. 남쪽사면 아까시나무군락은 상대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고, 종다양성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북쪽사면 아까시나무군락은 상대적으

로 작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아까시나무군

락의 종다양성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쪽

사면 아까시나무 군락은 넓게 분포하고 있고,

종다양성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균재도는

높았다. 서쪽사면 아까시나무군락은 균재도와

종다양성지수 모두 낮게 나타났다.

3. 노을공원 아까시나무 군락 천이단계 분석

아까시나무 군락의 천이단계를 분석하기 위

해 아까시나무와 경쟁종의 종간경쟁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아까시나무 27개 조사구의 층

위별 상대우점치와 수고를 비교하였다. 또한 아

까시나무 군락의 유지 가능성 파악을 위해 각

조사구의 흉고직경급 별 아까시나무 개체수를

측정하여 Table 9와 같이 감소계수 Q값을 산정

하였다.

전체 27개 조사구 내 아까시나무 흉고직경

급별 개체수를 측정한 결과, 개체분포는 Figure

3과 같이 역J형으로 분석되었으며 Q값은 2.0로

산정되었다. 아까시나무 군락 상층과 중층의 상

대우점치는 Table 4와 같이 80% 이상으로 절대

적으로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이단계를

Table 3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기 단계(RP-I)

를 지나 후기 교란 단계(RP-LR)에 진입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을공원 사면부 아까시

나무 군락은 전반적으로 치수 개체는 많고 성목

비중이 낮아 당분간 아까시나무 군락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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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No.

Crown
Layer IV

Middle
Layer IV

Height of
R.P.

Height of competition
species

Q-
value

Successional
Stage

Quantity of
plots

1 100.0 100.0 8 - 2.1

RP-E 15

2 100.0 100.0 10 - 2.6

3 100.0 100.0 10 - 2.3

4 100.0 100.0 8 - 2.0

10 100.0 100.0 10 - 1.8

11 100.0 100.0 8 - 2.8

12 100.0 100.0 8 - 1.9

16 100.0 100.0 10 - 1.7

17 100.0 100.0 10 - 3.4

18 100.0 100.0 8 - 5.5

20 100.0 100.0 8 - 3.5

22 100.0 100.0 9 - 3.8

24 100.0 100.0 10 - 2.1

26 100.0 100.0 8 - 4.3

27 100.0 100.0 8 - 2.8

9 100.0 10.1 10 - 2.0

RP-IR 319 100.0 56.5 8 - 1.8

25 100.0 74.2 10 - 1.6

21 75.7 100.0 10 8 1.5 RP-LR 1

5 41.5 100.0 9 8 1.5

RP-DR 6

6 25.3 66.1 9 8 2.3

8 15.7 31.8 9 8 3.0

13 33.0 100.0 10 8 1.5

15 27.2 18.3 8 8 1.5

23 50.0 100.0 9 8 3.3

7 45.9 50.0 9 8 0.7
RP-D 2

14 16.1 46.4 8 9 1.3

Figure 3. Distribution of Robinia pseudoacacia at each diameter class

Table 10. Value of criteria for modification of the hypothesis about successional stag and the successional stages

analyses of every plotse of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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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Plots Diversity Indices(Mean)

Quantity Area(m
2
) HShannon HComSip

RP-E 15 1,500 0.78 0.49

RP-IR 3 300 1.03 0.57

RP-LR 1 100 1.02 0.40

RP-DR 6 600 1.16 0.68

RP-D 2 200 1.18 0.70

Table 11. Diversity indices of the successional stages

Figure 6. Shannon-Wiener and Simpson diversity indices of the successional

stages

조사구별로 천이단계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천

이단계를 구분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27개

조사구를 분석한 결과 초기 단계 15개, 중기 교란

단계 3개, 후기 교란 단계 1개, 쇠퇴 교란 단계

6개, 쇠퇴 단계 2개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후기

교란 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Table 9), 개별

조사구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27개 조사구 중 초

기 단계가 15개 조사구(55.6%)로 가장 많아 아직

도 천이 초기에 해당하는 군락이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4. 천이단계 분석결과 검증

1) 천이단계별 종다양성 분석

아까시나무 군락 천이단계 분석 결과를 검증

하기 위해 천이단계별 종다양성을 분석하였다.

Shannon-Wiener과 Simpson 다양성지수 산정한

결과는 Table 11, Figure 4이다. 2가지 종다양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천이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

록 종다양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보이며 쇠퇴 단

계의 종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후

기 교란 단계(RP-LR)의 종다양성지수는 Park

(2016)의 아까시나무 천이단계 연구결과와 동일

하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천이단계별 유사도 및 상이도 지수

천이단계별 종구성 유사도 및 상이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전반적으로 천이단계

간 종구성은 이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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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index

RP-E RP-IR RP-LR RP-DR RP-D

Dissimilarity
index

RP-E - 0.51 0.12 0.62 0.51

RP-IR 0.49 - 0.12 0.46 0.49

RP-LR 0.88 0.88 - 0.22 0.31

RP-DR 0.38 0.54 0.78 - 0.71

RP-D 0.49 0.51 0.69 0.29 -

Table 12.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index between the successional stage of the stands

Stage Species Crown Layer IV Middle Layer IV Shrub Layer IV

RP-E

Robinia pseudoacacia 100.0 100.0 28.9

Rosa multiflora - - 58.6

Others - - 12.5

RP-IR

Robinia pseudoacacia 100.0 46.9 37.8

Morus alba - 30.0 8.6

Rosa multiflora - - 42.8

Others - 23.1 10.8

RP-LR

Robinia pseudoacacia 75.7 100.0 69.3

Salix pseudolasiogyne 24.3 - -

Rhus javanica - - 13.9

Others - - 16.8

RP-DR

Robinia pseudoacacia 28.9 80.6 6.1

Morus alba 67.3 14.9 9.9

Salix pseudolasiogyne 3.9 - -

Rosa multiflora - - 25.9

Others - 4.5 58.1

RP-D

Robinia pseudoacacia 31.1 47.4 2.9

Morus alba 68.9 52.6 8.8

Rosa multiflora - - 29.4

Others - - 58.8

Table 13. Importance Value of every specie in the successional stages

교란 단계에서는 교란으로 인해 종구성이 다른

단계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천이 쇠퇴 단계와

쇠퇴 교란 단계의 종구성 유사도가 70% 이상으

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천이단계별 식물군집구조

천이단계별 식물군집구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천이단계인 조사구를 합하여 상대우

점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3이다. 아까시나

무 군락은 천이 초기부터 후기로 변화하여도 군

락 내 주요 구성 수종은 아까시나무, 뽕나무, 찔

레꽃으로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상대우점치는

일부 변화한다. 천이 초기단계에서는 아까시나

무가 상․중층에서 100%로 우점하고 찔레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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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에서 60% 이상으로 우점한다. 하지만 천이

후기 단계에서는 뽕나무가 경쟁종으로 유입이

된 후 상․중층에서 세력이 커지면서 아까시나

무의 상대우점치가 감소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

서는 교란이 발생되어 아까시나무와 능수버들

의 경쟁이 발생하였고, 북쪽사면에서는 붉나무

의 세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지역 도시림의 아까

시나무 군락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

군락으로 천이(Park, 2016)되는 방향과는 일치하

지 않는 것으로 쓰레기 매립지인 노을공원의 특

성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쓰레기 매립지에 이입된 아까시나

무 군락의 관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난지도 쓰

레기 매립지 복원지역인 노을공원 사면부를 대

상으로 아까시나무 군락의 천이 동태를 분석하

였다. 27개의 조사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천이단계를 구분한 결과, 천이 중간단계는

거의 없었고, 천이 초기단계와 쇠퇴단계만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쓰레기 매립지인 노을공원에 이입

된 아까시나무 군락은 일반 도시림과 달리 참나

무림으로 천이가 진행되지 못하고 조류산포종

인 뽕나무 등과 경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을공원 쓰레기 매립지

의 경우 참나무 종자가 유입될 수 있는 산림과

이격되어 있어 아직은 잠재자연식생으로 참나

무가 작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아까시나무의 천이단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아까시나무 군락이 중간 천이단

계를 넘어 쇠퇴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아까

시나무와 참나무가 경쟁을 하지 못하고, 조류

산포종인 뽕나무와 경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노을공원 식생복원관리를 위해서는

아까시나무에서 바로 자생종인 참나무류 군락

으로 천이를 유도하는 것보다 뽕나무 등 같은

조류산포종이나 풍산포종과 경쟁하는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참나무류로의 천이를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는 뽕나무와 아까시나무의 경쟁 이후의 천이 진

행과정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토양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식생

조사 결과만으로 분석한 내용이므로 향후 정밀

한 토양조사 등을 통해 토양과 군락의 변화 내

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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