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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lan is a forest ecology restoration plan in ecological center that aims to generate ecological restoration that have
effects on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by restoring erosion control memorial park in Pohang-si, Korea. This plan aims
to find a clue for appropriate ecological restoration as part of measures to restore the ecosystem in forest fire site and
to improve the poor environ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basic strategies are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forest ecosystem, the maintenance of health, the accurate restoration, the eco-friendly restoration and management and
the continuous monitoring. Second, the concepts are the forest ecology restoration, the multipurpose forest management,
the technical research of forest restoration, the recreation and learning and green tourism. Third, the spatial concepts are
the zone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n the erosion control, the landscape display, the coastal vegetation, the fire protection
planting, the useful plant planting, the special plant planting and the existing facilities. Fourth, the forest restoration plans
are divided by topographical and soil restoration and vegetation restoration. And, the specific plant communities are
Koelreuteria paniculata, Celtis sinensis and Quercus mongolica. Fifth, the introduced planting species were to display the
good vegetation structure using diverse trees and gr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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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계획은 포항시에 위치한 사방기념공원의 복원을 목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생태거점을 마련하고, 생태복원에
의한 지역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산림생태복원 계획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산불지역과 같은 훼손지
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며, 산림훼손에 의해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태복원을 수행하였고, 적합한 계획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본전략은 산림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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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정확한 복원, 환경친화적 복원과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두 번째, 기본구상은 산림생태복원, 다목적 산림경영,
산림복구기술 연구, 휴양 및 학습, 녹색관광이다. 세 번째, 공간구상은 사방사업교육․체험지구, 경관연출지구, 해안림조
성지구, 방화식재지구, 유용식물식재지구, 특수식물식재지구, 기존시설지구이다. 네 번째, 산림복원계획은 지형 및 토양복
원, 식생복원으로 구분되며, 특정식물군락은 모감주나무, 팽나무, 신갈나무이다. 다섯 번째, 도입 식재종은 다양한 목본류,
초본류를 사용하여 건전한 식생구조를 연출하는데 있다.

주제어: 식생, 지형, 토양, 산불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태축, 생물종다양성의 원천 및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
요한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산림은 과도한 국토개발에 의한
훼손, 파편화로 인해 녹지축이 단절되었으며, 산불, 간벌, 병충
해 등 다양한 교란과 간섭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산림생태계의
변화는 전체 생태계를 교란시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
간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변정연 등, 2012).
산림생태계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 중 산불은 산림 파괴의
중요한 원인이며, 지상부 생물체와 유기물질을 제거시켜 비생
물환경 요인을 변화시킨다(나승주 등, 2005). 또한, 파괴된 내

그림 1. 계획대상지 전경

부는 식생과 환경요인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2차 천이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산림 내 피복물 연소로 환경피해가 막대하다(오
기철 등, 2001).
본 계획대상지는 한국의 근대사방사업의 대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불에 의해 산지 훼손과 황폐화를 경험하였으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조림을 실시하였으나, 생태적 배려가 부
재하여 과거의 모습을 잃어 버린 상태이다. 또한, 이암과 혈암
층으로 모암층이 형성되어 풍화가 쉽고, 타 지역에 비해 강우
량이 적으며, 풍량이 많아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조건을 가져
식생회복이 어려운 악조건을 가졌다. 현재 상태로 대상지를 방
치할 경우, 생태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산림생태계로서의 역할과 국가생물종 다양성 증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계획은 경상북도 포항시 산불 피해지의 식생을 회
복 및 복원하여 산림생태 기능 증진, 산림휴양 및 치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Ⅱ. 설계환경 및 조건

1. 입지환경
계획대상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6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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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이며, 면적은 약 450ha이다. 현재 사방기념공원이 조성되
어 있으며, 과거 산불로 인해 산림이 소실되어 일부 조림이 실
시된 상태이다(그림 1 참조). 주변 여건으로는 동편으로는 오

측

도리 해안 마을 및 방파제, 서편으로는 7번 국도, 남 으로는

측

월포해수욕장이 입지해 있다.
계획대상지의 표고, 경사 및 향분석은 그림 2와 같다. 표고는
30～60m가 114.4ha(38.1%)로 가장 많았으며, 120m 이상은
19.2ha(6.4%)로 가장 적었고, 대부분의 대상지는 낮은 구릉지
형태를 하고 있다. 경사의 경우 10～20°가 117.2ha(39.1%)로
가장 많았으며, 40° 이상은 2.2ha(0.7%)로 완경사와 급경사가
혼재한다. 향의 경우, 남동향이 54.9ha(18.3%)로 가장 많은 면
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동향으로 50.6ha(16.9%)로 나타
나 동향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복원계획은 대체적으로
구릉지를 활용하되, 급경사지역은 산지사방 위주로, 완경사지
역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구를 조성하고자 한다.
포항시내 및 신항만, 북 으로는

2. 생태환경
계획대상지의 생태환경 중 토양, 수계 및 임상에 대한 현황

3

3

은 그림 과 같다. 토양은 갈색의 약건성 산림토양이 12 .6h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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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획대상지의 입지환경

그림 3. 계획대상지의 생태환경

래

전체 면적의 약 41.2%를 차지하였다. 토양의 물리성은 모 가

9 미사 19.9%, 점토 20.3%로 나타나, 대부분 사질양토이
다. 토양의 화학성은 토양산도가 pH 5.0으로 우리나라 산림토
양 평균 산도인 pH 5.5(정진현 등, 2002)보다 낮아 대부분 강
산성이며, 유효인산은 3.7mg/kg으로 우리나라 평균 26.7mg/kg
(이수욱, 1981)보다 낮은데, 이는 지역여건과 모암층의 특성에
5 .7%,

른 지역에 비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의해 유기물층이 다

망

대상지의 수계 은 대부분 능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향,
동향, 남동향에서 수계가 형성되고, 이 중 동향과 남동향은 동

징

잘 발달되지
않고 대부분 동해로 유입되어 산림 내 축적되어 있는 함수량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로 유입되는 특 을 가진다. 또한, 수계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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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으며,
주요 현존식생은 상수리나무군락, 곰솔군락, 졸참나무군락, 싸
리군락, 굴참나무군락, 아까시나무군락, 참싸리군락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식생이 산불에 의해 훼손되었기 때문
에 다양한 복원공법을 적용하여 생물종다양성 증진과 함께 치
유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하며, 토양 등의 식물생
임상 현황은 소나무림이 1 5.6ha(45.2%)로 가

석

계획대상지의 현황분 은 표 1과 같다. 첫 번째, 식생은 산불

른 식생의 파편화 발생, 단순한 층위구조와 식생종이
빈약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다양
한 복원식재기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양의 척박
화와 노출현상의 발생, 우수에 의한 표토층 유실 등의 문제점
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식물생육과 식생조성에 적합한 토양으
로 개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기반안정화 시설이 없는 사면이 다수 있고, 계곡과
등산로가 우수에 의해 세굴되었기 때문에 복원식재 전에 다양
한 사방공종을 통해 기반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묵
논, 계곡 하부 등지에서 생물서식공간으로 기대되는 웅덩이와
피해에 따

육환경 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Ⅲ. 현황분석 및 진단

1. 현황분석
표 1. 계획대상지의 현황분석
항목

진단결과

개선방안

․ 산불피해로 인한 식생의 훼손 현상 발생
식생

토양

기반

․ 생물종다양성 증진과 원 식생으로의 회복을 위한 산림생태복원계

․ 대부분 단층, 2층 구조가 많아 식생종이 빈약함

획의 수립

․ 건전한 층위구조가 형성된 지역이 거의 없음

․ 군락식재, 다층위식재 등 다양한 복원식재공법을 적용

․ 토양이 노출된 지역이 상당수 있음

․ 식물 식재 전에 식물생육에 유리한 토양조건으로 개량작업이 요구됨

․ 우수에 의한 유실로 표토층이 빈약함

․ 건전한 산림토양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식생복원과 연계된 계획 수립

․ 사면이 방치되어 기반이 불안정함

․ 식생복원 전에 다양한 사방공종을 사용하여 기반안정화 계획 수립

․ 기존 계곡, 등산로 등이 훼손되어 우수 시 세굴, 침식 발생이
우려됨

생물
서식공간
경관

․ 생물종의 서식공간, 종공급원으로서의 계획수립

․ 조망권은 양호하나,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활용성이 떨어짐

그림 4. 계획대상지의 환경 훼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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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톱으로서의 기능 회복

․ 대상지 내외로 분포하나, 대부분 방치된 상태임

a.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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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
․ 우수에 의한 침식,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형을 보전해야 됨

b. 토양

․ 경관이 좋은 지점에는 쉼터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
는 계획수립

c.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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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획대상지의 잠재력 분석

급

습지는 생물종의 서식공간, 주변 지역으로의 종공 원 등의 생

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관은 기존 식
생이 많이 없어 모든 지점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며, 특히 해안
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조망점에
대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는 식생, 토양,
기반의 훼손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태적 기능을 회복시켜

2. 잠재력 분석
잠재력 분석은 그림 5와 같다. 강점 요인은 생
태복원의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에 해양관광자
원이 풍부하다. 기회 요인은 자연친화적 녹색관광의 인기가 높
아지고 있어 산림치유, 생태체험 등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변

그림 6. 계획대상지의 기본 구상

의 거점으로

협 요인은 보전과 개발의 양립

조림식생의 생육불량 등이며, 위

패러다임의 상충으로 인해 공간의 정체성 소실과 과도한 이
용압력 발생이다.
적

활용하고자 한다.

2. 공간구상계획

계획대상지의

화하고 있다. 약점 요인은 산불에 의한 식생훼손, 척박한 토양,

트워크를 형성하여 관광자원

태관광은 동해안 관광자원과의 네

공간구상은 사방사업교육․체험지구, 경관연출지구, 해안림
조성지구, 방화식재지구, 유용식물식재지구, 특수식물식재지구,
기존시설지구로 계획하였다(그림 7 참조). 사방사업교육․체
험지구는 본 지역이 우리나라 산림복구 및 산지사방의 첫 시발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크
다. 따라서 대상지가 산지사방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부각시키
고, 산림생태계의 중요성을 방문객들에 교육할 수 있도록 구상
점이며, 근대 임업의

하였다.

경관연출지구는 기존 임도 주변에 전체 및 주요 경관을 감상

망

Ⅳ. 복원계획

할 수 있는 조 점이 대상이며,

1. 기본구상

억새의 군락식재를 통해 산지

능선부 경관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해안림조성지구는 해안과

장

산지의 가 자리의 식생경관과 종조성을 표현하였으며, 방화식

기본구상은 산림생태복원, 다목적 산림경영, 산림복구기술연

문

재지구는 본 지역이 과거 산불에 의해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후 산불 방지와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재해방지 목적

구, 산림생태 화, 녹색 및 생태관광이다(그림 6 참조). 산림생

향

태복원은 지형, 토양, 식생의 복원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복원과

을 가지고 있다. 유용식물 식재지구는 식물의 자원학적 가치와

생물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것이며, 산림복구기술 연구는 산불

특성을 부 시키기 위한 것이며, 특수식물 식재지구는

및 황폐지의 산림복구기술 연구의 거점 및 교육․체험 소로

물, 특정식물 등에 대한 생태학적 의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

장

활용하고자 한다. 다목적 산림경영은 사방사업과 지속적인 산
림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며, 산림생태체험, 학습, 치유공간을 제공하여 산림생태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관광 및 생

각

야생식

존시설지구는 현재 조성된 사방기념관과 주변 조경시설에 해

당되며, 산지 내 사방시설물도 포함된다.

3. 산림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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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특

림과 생태적 또는 경관적 연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

히 계획대상지는 산불에 의해 현재 침식, 세굴 등의 지형교란
과 변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형복원 시 기초공사와 녹화공
사로 구분하였다.

법 탈 듬 끊 땅속흙막이, 누구막
이, 산비탈 수로내기, 흙막이, 돌쌓기, 골막이이며, 녹화공사는
바자얽기, 울짱얽기, 선떼붙이기, 단쌓기, 조공, 줄떼다지기, 평
떼붙이기, 등고선구공법, 비탈덮기이고, 이는 식생복원과 경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것이다. 주요 공법은 그림 9와 같다.
토양복원은 주변 산지의 토심(30cm), 토성(사질양토) 등을
고려한 복원을 원칙으로 하며, 토양조성, 특수토양조성 및 침식
안정기반에 기초한다. 특히 표토층을 포함한 현지발생토는 재
활용하여 생태복원용 재료로 사용할 것이며, 토양의 안정은 토
양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붕괴, 침식, 토사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초공사의 공 은 비 다 기, 단 기,

그림 7. 계획대상지의 공간구상계획도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식생복원은 생물종다양성 증진, 과거의 식생구조 회복을 목
계획대상지의 산림생태복원계획은 지형 및 토양복원, 식생
복원으로 구분하였다(그림

8 참조).

지형복원은 계획대상지의 원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으
로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과 고임을 조절함으로써 식생 형성

및 복원종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며, 주변 산지 및 해안

a: 지형 및 토양복원

그림 8. 계획대상지의 산림생태복원계획도

110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 1 권 2 호(2015년 12월)

적으로 주변 산지와 유사한 군락구조 연출을 위해 다양한 식재

법

히 활용하였으며, 해안 주변의 가장자리는 과거 해

기 을 적절

안림에 생육한 중요 종에 대해 특정식물 군락식재를 실시하고

법
원, 원형을 활용한 복원, 군집복원, 자연화기법, 자연재생기법,
자 한다. 주요 식생복원기 은 다층림복원, 종자를 이용한 복

b: 식생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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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흙막이

b: 바자얽기

c: 단쌓기

그림 9. 지형복원계획의 주요 공법

핵화복원, 특정식물 군락복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특정식물 군락복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진
식생인 동시에 지역 식생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군락 단면
은 그림 10과 같다. 모감주나무는 1920년 황해도에서 처음 발
견된 이후 덕적도, 안면도, 안흥, 완도, 거제, 대구, 포항, 월악산
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중 포항에는 동해면, 대보면, 장기면, 연
일읍, 양학동에 군락이 있고, 동해면의 군락은 1992년 천연기념
물 제371호로 지정되어 있다(김종현 등, 2005). 따라서 모감주
나무는 포항시를 대표할 수 있는 희귀식물이면서 지역 대표식
물이므로 식재가 필요하다.
팽나무는 동해안의 대표군락이 곰솔군락 내 중층의 우점종
으로 염분에 대한 내성이 강해 내조성이 있어 해안가에 잘 생

a: 모감주나무군락

김균

d: 등고선구공법

;

육한다( 도 , 2010 천광일 등, 2012). 따라서 팽나무는 해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안
식생의 복원이 요구되는 종이다. 신갈나무는 한반도의 기후적
림의 전형종이며, 전통적인 녹음수로

극상림이며, 신갈나무군락은 안정된 산림군락으로 인정되고 있

호

99 ; 미 송호경, 2011). 즉, 신갈나무는

다(이 준 등, 1 4 이 정과

극상과 안정된 군락을 나타내므로 본 지역의 훼손된 식생 중
일부를 신갈나무군락으로 복원하는 것은 안정된 산림생태계로

달 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발 시

4. 종합기본계획
프 램
별프 램

1) 로그
지구
로그 은 표 2와 같으며, 주요

b: 팽나무군락

활동은 교육, 체험,

c: 신갈나무군락

그림 10. 특정식물 군락복원 단면

표 2. 계획대상지 내 각 지구별 프로그램
지구

활동

내용

사방사업교육․체험지구

교육, 체험

사방기술교육, 사방홍보 및 체험, 기술개발

경관연출지구

등산, 휴양

산책 및 경등산 활동, 계절별 경관감상

해안림조성지구

등산, 휴양

해안식생경관 감상, 블루로드 연계 관광

방화식재지구

등산, 휴양

산책 및 산림경관 감상, 주변 산지와 연계한 등산활동

유용식물식재지구

교육, 휴양

자원식물의 산업적 기능과 특성 교육, 야생화 정원감상

특수식물식재지구

교육, 체험

한국의 식물자원 종류와 생태 교육, 야생화 정원감상

기존시설지구

교육, 휴양

휴양 및 교육, 각종 서비스 공간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 1 권 2 호(2015년 12월)

111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1 no. 2

그림 11. 사방사업교육․체험지구의 세부 프로그램과 공법

등산, 휴양이다. 사방사업교육․체험지구는 사방기술교육 또는

각종 사방공법과 시설물을 그
림 11과 같다. 경관연출지구는 기존 임도를 이용하여 가벼운
산책, 등산과 함께 해양, 산림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억
새, 진달래 등으로 형성되는 계절별 경관의 다양성을 보고 느
낄 수 있다.
해안림조성지구는 해안식생경관 감상과 함께 동해안 블루로
드와 연계된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방화식재지구는 산책과 주
변 산지와 연계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유용식물
식재지구는 자원식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특수식물
식재지구는 야생화정원 감상과 더불어 자생식물에 대한 생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방기술 체험을 할 수 있으며,

2) 도입 식재종
도입 식재종은

각 지구별 특성과 성격에 따라 표 3과 같이

목본, 초본으로 구분하였다. 사방사업교육․체험지구는 주로

때문에 건
조에 잘 견디는 내건성 식물 위주이다. 특히 억새, 솔새, 털새
등은 사방녹화에서 새심기 공법의 주요종이기 때문에 선정하
였다. 경관연출지구의 경우, 봄철 경관은 진달래, 산철쭉, 철쭉
이, 가을철 경관은 억새, 구절초, 산국 등으로 연출하여 계절별
경관 변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방사업이 척박하고 황폐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해안림 조성지구와 방화식재지구는 주로 목본류를 도입하여

산림경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유용식물 식재지구는 관상식물

밀원식물원, 방향식물원, 염료식물원 등 식물의 자원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자생종이 대상이며, 꽃과 열매
등 관상가치가 높은 종이다. 특수식물 식재지구는 덩굴식물원,
식용식물원, 독성식물원, 습지식물원, 약용식물원, 암석식물원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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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마스터플랜

3) 마스터플랜
최종 마스터플랜은 그림 12와 같으며, 지형 및 토양복원과
식생복원을 기초로 하여 각 지구별 프로그램과 도입 식재종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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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획대상지 내 각 지구별 도입 식재종
지구
사방사업교육 ․
체험지구
경관연출지구

시설

성상

식물명

목본

싸리, 참싸리, 조록싸리, 찔레나무 등

초본

억새, 솔새, 새, 개솔새, 털새, 수크령, 큰기름새 등

목본

진달래, 산철쭉, 철쭉 등

초본

억새,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개쑥부쟁이 등
곰솔, 팽나무, 모감주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붉나무, 개옻나무, 생강나무, 순비기나무, 진달래 등

사방시현지

포토존

해안림조성지구

탐방로 외

목본

방화식재지구

탐방로 외

목본

목본
관상식물원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감태나무, 생강나무, 개옻나무, 붉나무, 쥐똥
나무 등
산벚나무, 산사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팥배나무, 귀룽나무, 모감주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
생강나무, 병아리꽃나무, 덜꿩나무, 쉬땅나무, 산철쭉, 병꽃나무, 붉은병꽃나무, 작살나무 등

초본

벌개미취, 원추리, 꿀풀, 비비추, 옥잠화, 개미취, 복수초, 노루귀, 초롱꽃, 물레나물, 타래난초 등

목본

말채나무, 피나무, 쉬나무, 호랑버들, 산수유, 찔레나무, 좀목형, 산딸나무, 고광나무, 명자나무 등

초본

꿀풀, 해국, 엉겅퀴, 박하, 꽃향유, 향유, 방아풀 등

목본

함박꽃나무, 산초나무, 미선나무, 때죽나무 등

초본

벌깨덩굴, 백선, 배초향, 백리향 등

목본

감나무, 황벽나무, 정향나무, 물푸레나무, 참죽나무, 박태기나무, 단풍나무 등

초본

석산, 쪽, 까실쑥부쟁이, 노랑꽃창포, 고삼 등

덩굴식물원

만경

오미자, 다래, 더덕, 등칡, 으름덩굴, 인동, 으아리 등

식용식물원

초본

미역취, 곰취, 참취, 산부추, 산마늘, 고려엉겅퀴, 산마늘, 고들빼기, 씀바귀 등

독성식물원

초본

은방울꽃, 동의나물, 박새, 천남성, 피나물, 삿갓나물 등

습지식물원

초본

꽃창포, 노랑어리연꽃, 갈풀, 부들, 부처꽃, 흑삼릉, 창포, 생이가래, 네가래 등

약용식물원

초본

잔대, 삽주, 구절초, 백작약, 하수오, 현호색, 더위지기, 개똥쑥 등

암석식물원

초본

돌단풍, 기린초, 태백기린초, 바위솔, 돌나물, 꿩의비름, 둥근잎꿩의비름 등

밀원식물원
유용식물 식재지구
방향식물원

염료식물원

특수식물 식재지구

Ⅴ. 결론

방사업교육․체험지구는 사방기술교육 및 체험, 경관연출지구

책

는 산 과 등산, 해안림조성지구는 해안경관 감상과

본 계획은 포항시 사방기념공원에 대한 산림생태복원, 산림

석 결과, 식
생의 파편화, 종의 빈약, 토양의 유실과 세굴, 사면 붕괴에 대한
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복원식재, 토양 개량, 지형의 복원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지역이 가진 환경여건을 바탕으로 산림생태복
원계획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안하였다.
휴양 및 치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분

첫 번째, 기본구상은 산림생태복원, 다목적 산림경영, 산림복

립

블루로드

관광, 방화식재지구는 등산, 유용식물 식재지구 및 특수식물 식
재지구는 다양한 자생식물의 특성에 대한 교육, 휴양으로 계획
하였다.
세 번째, 산림복원계획은 지형 및 토양복원, 식생복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형복원은 원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식생 형

함 울

성 및 복원종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과 아 러 주변 경

롭

관과 조화 게 복원하고자 한다. 식생복원은 생물종다양성 증
진, 원 식생의 회복을 목표로 주변 산지와 유사한 군락을 조성

법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특정식물 군

구기술연구, 휴양 및 학습, 녹색관광을 통해 복원계획을 수 하

하고자 다양한 복원기 을

였다.

락복원은 지역의 대표성과 식생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모감주

두 번째, 공간구상계획은 사방사업교육․체험지구, 경관연출
지구, 해안림조성지구, 방화식재지구, 유용식물식재지구, 특수

별 프로그램의 경우 사

식물식재지구, 기존시설지구이며, 지구

나무군락, 팽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이다.

롭 활용하
히 초본류는 다양한

네 번째, 도입 식재종은 목본류, 초본류를 조화 게
여 건전한 식생구조를 연출하고자 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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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적 가치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의 생태성을 증진

킬 뿐만 아니라, 경관의 다양성을 연출하기 위함이다. 본 계

시

획의 기대효과는 산지 보전, 생물종다양성의 증진, 자연식생의

장

익

복원, 체험 및 교육 소, 환경기능 확보, 산림의 공 적 가치

각

출 등이 있을 것으로 생 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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