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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was conducted to perform vegetational monitoring and to develop programs for users by age visiting the
natural ground of Sora Mountain in Iksan City in an attempt to recreate the area into a vegetational and cultural space
in which a vegetational network can be constructed by connecting the downtown, woods and marsh to prove that nature
and man can coexist. The outcomes of the study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rom the vegetational monitoring, it was found that artificial pumping is required to keep supplying the sanitation and
marsh area with water and sewage. The waterside management area, on the other hand, is seen to have the environmental potential to give birth to a new vegetation since it is highly probable that new seeds may be germinated whereas
the bumper management area seems to be a critical point for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ecological resources
once they are created. Volunteers expressed their will to take part in the voluntary work once or twice a month mostly
for growing flowers.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re needed to help gain emotional and physical stability by developing the programs for each age such as infants, early children, youth, adults and
senior people.

Key Words: Wetland, Exotic Plants, Bumper Management Area
국문초록
소라산 자연마당을 중심으로 식생모니터링 및 연령대별 이용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심과 산림, 습지가 연결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재 탄생하기
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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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모니터링에서 정화습지구역은 지속적인 지하수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인공펌프시설을 요구되며, 수변관리구역

은 종자가 발아할 확률이 높아 새로운 식생 출현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이며, 완충관리구역은 조성된 생태원의 보존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 참여 의사는 월 1～2회 정도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있으며, 내용은 꽃나무 가꾸기가 많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영․유아, 청소년․청장년, 어르신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로 정서적․신체적 안정과 공동체의 소속감과 자원봉사
활동 등이 요구된다.

주제어: 습지, 귀화식물, 완충지역

Ⅰ. 서론

착형 이용프로그램과 관리방안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라산의 생태 숲 복원을 통한 도심과 산림, 습지가

도시 생활권 주변의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지역을 생태

연결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

적으로 복원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함으로써

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재 탄생시켜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키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배경이다. 또한, 소라산

고, 이를 도시민에게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연마

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도입된 식물의 활착 및 생육현황을 파악

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도시

하여 조성과정에서 각 지점별 도입식생의 적정성 판단과 향후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영향을 예측하여 조성후 건전한 생태복원지로 자리매김하기

공원과 차별화된 생물서식 중심의 생태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위하여 식생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대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하여 도심지 또는 도심 주변에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복원하고,

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민체감, 생활의 질 향상 및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 대응 도모
하며,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도시
생태복원 사업의 대표 모델로 개발하여 보급․확산하고 있다.

Ⅱ. 연구의 방법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 276에 위치하

질을 높이며, 지역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김

며, 면적은 265,000m 중 대상부지는 35,329m 에 해당하고, 시

문숙, 2008).

간적 범위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년까지 식생 및 이용후

익산 소라산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도입된 식물의 활착 및

2

2

평가를 실시하였다.

생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각 지점별 도입식생

내용적 범위는 식생조사에서 조사구 구분과 크기는 교목(10

의 적정성 판단과 향후 영향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건전한 생

m×10m), 초본류의 경우 큰 수크렁(2m×1m), 그 외 식재지(1

태복원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생태원이 조성되는

m×1m)를 설정하고, 현존식생의 식물군집은 산림지역, 습지지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자연마당 조

역, 수변 지역 군락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식물 군락구조

성 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ㆍ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 밀

는 식물 종의 피도 판정 기준은 변환 통합우점도(Westhoff

그림 1. 위치도

자료 : 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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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물 군집 구조에 따른 조사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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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기상현황은 부 서안형 기후구는 연평 기 13 내외로
교적 1월 평 기 1.0 , 8월 평 기 27 이며, 연 수
1,300mm이다. 7 8월 수 의 차이가 최대 300mm 이상 발생
하며, 가 현상으로 인한 정화습지의 생태환경의 교 이 우려된다.

비

뭄

그림 3. 피도 판정 기준(출처: 김종원, 이율경, 2006)

and van der Maarel 1973)이다.

이용 후 평가는 본 대상지와 주변을 이용 중인 이용자에게

취지를 직접 설명한 후에 40부를 배부하여 미비한 것
을 제한 36부가 빈도분석으로 처리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인식
과 이용 항목은 소라산 방문 횟수, 방문 시 체류시간, 주이용
목적과 이용만족도 및 봉사활동 참여의사 항목은 전체 기능의
만족도, 봉사활동참여 의사,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방식, 사후관
리에 참여 가능한 참여횟수, 사후관리 참여 가능한 분야 항목
설문지를

은 영․유아, 청소년․청장년,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3

야 11개 문항이다.

개분

Ⅲ. 결과 및 고찰

1.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2. 현존식생

품 총 54종류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의 식물구계학적 구분 5개 등급 중 Ⅱ등급
에 꽃창포(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1분류군
본 조사지에서 확인된 식물은 37과 49속 3 종

이 확인되었다.

국화과 13종(9.4%), 장미과
% 벼과 11종(7.97%), 마디풀과 7종(5.0%), 콩과 5종
(3.6%) 등이다. 귀화식물은 우리나라 귀화식물 279종류를 바
탕으로 하여 분류된 귀화식물은 5과 8종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높은 출현을 보인 귀화식물은 국화과로 한련초, 망초 등 5종이
관찰되었다.
가장 많이 출현한 관속식물은

12종(8.7 ),

3. 식물군집
1) 산림지역 식물구조
교목조사구 는 교목 6종, 관목 8종, 초본 6종이며, 교목인
소나무와

A

벚나무는 성목, 상수리나무는 유목이거나 관목 수준

그림 4. 익산시 기상현황 (2015)

그림 5. 익산시 강수량 추이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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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귀화식물 목록
과 명

학 명

국 명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Gramineae (벼과)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

돌피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Eclipta prostrata (L.) L.

한련초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nigrum Linne

까마중

Compositae (국화과)

그림 6. 산림지역 식물구조

율 낮고, 지표 노출지가 산재되어 나타

이다. 전체적으로 식피 이

났다.

B

교목조사구 는 교목 3종, 초본 16종이며,

세심한 초본류 관

리가 요구되며, 새로 식재한 종이 활착하기 전 기존의 초본류
가 지면을

덮고, 최근 소나무와 산벚나무를 상부식생, 사사를

하부식생으로 식재한 지역이다. 조성된 생태원의 보존과 유지
에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방치된 나대지의 특성과 새로 조성된

징 타

인공지의 특 을 나 내는 복합지역이다.
2) 습지조사구 식물구조
습지조사구 (가)지역은 수생식물 5종이 출현되었고, 부유식

좀개구리밥이 전체 수면에 고루 분포되었으며, 침수 및
부엽식물로 애기가래와 물별이끼가 지면을 채우고 있다. 습지
조사구 (나)지역은 수생식물인 애기가래, 여뀌바늘 단 2종이
출현되었고, 식생이 매우 단순하고, 식피율이 매우 낮다. 습지
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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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습지조사구 식물구조

달비
포함해 4종
이 출현되었고, 습지에 인공식재한 물달개비의 과도한 증식을
확인하였고, 돌피의 세력 확장이 우려되었다. 식생모니터링 측
면에서는 정화습지구역은 유입수에 대한 관리가 모호하고, 여
름철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물웅덩이가 되어 지하수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인공펌프시설이 요구된다. 작은 물줄기라도 끊기
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관
리자를 선임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관리요령이 필요하다.
조사구 (다)지역은 정수식물인 물 개 와 부들을

3) 수변식물 군락구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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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개미취 식재 군락이며, 방동
사니와 바랭이 등 3종이 출현되었고, 번식력이 왕성한 방동사
니와 바랭이에 대한 철저한 제거작업이 요구되었다. 수변 2지
역은 인공식재지로 수크령 식재지이며, 수령의 초장이 85~140
cm 내외로 나타났고, 방형구(2×2m)에서 76본이 확인되어 활착
이 양호하며, 돌피, 망초, 방동사니 등 초본류 12종이 출현하였다.
수변 3지역은 꽃 창포 식재지역이며, 방동사니, 자귀풀을 포
함한 12종이 출현되었으며, 미국개기장이 개체 수는 적지만 번
식력이 강하므로 관리가 요구되었다.
수변 4지역은 애기나라 식재지이며, 방동사니와 쇠비름을
포함한 9종이 출현되었고, 가뭄으로 인해 애기나리 잎이 타 들
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역과 육상영역 사이의 경계에 속하
는 특징을 가진 구역으로, 종자가 발아할 확률이 높아, 새로운
식생 출현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이 예상된다. 방치 관리 즉 수
변에 3~4개체 정도 허용수준의 관리요령이 요구되며, 생태원
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의식
수변 1지역은 전이지역으로

이 필수적이다.

4. 이용 후 평가
답 일반현황에서는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
객
한 응답자의 거주 지역으로 소라산 인근에 있는 영등동, 남중
동의 이용객이 많았다.
인식과 이용측면에서는 소라산의 방문횟수는 한 달에 7회
이상 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문체류시간은 방문시간은
주로 오전시간을 이용하며, 대부분의 이용객이 3시간 미만 이
용하였다. 방문 시 이동수단은 대부분의 이용객이 도보를 이용
하였고, 주이용 목적은 주로 가벼운 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용만족도 측면에서는 전체 기능의 만족도는 운동을 목적
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은 보통이며, 출입구 공간이 많은 것에
만족을 표현하였고, 대부분 기능과 공간별 만족도가 높지 않았
응 자의

많고, 연령대의 경우 60 70대의 어르신 이용 이 많았으며, 또

다.

객

봉사활동 참여의사 측면에서는 봉사활동 참여의사는 이용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있었고,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방
식은 대부분 관리부서, 시민단체, 전문가에 관리방안을 제시하

능 달 참여횟수는 상당수의 사

고 있다. 사후관리에 참여 가 한 매

~

람들이 월 1 2회에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관리 참여

능 야

비

가 한 분 는 꽃나무 가꾸기가 가장 많은 중을 차지하고 있다.

5.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숲 자원봉사활동으로

곤충호텔, 인공새집 등을 설

치하고 모니터링하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 환경정화 및 공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활
동내용으로는
을 한다.

곤충호텔, 인공새집 등 계절별 공원 가꾸기 활동

임산부와 태아의
심신 안정과 행복감 증대, 활동내용으로는 숲길걷기, 숲 체조,
명상, 나무와 교감하기 등을 한다.
청․장년 이용 프로그램의 숲 태교에서는

청․장년 이용프로그램에서는 원예활동으로 조기 정년한 장

층

삶의 흥미 상실의 스트레스 해소, 원
예활동을 통한 즐거운, 안정감, 성취감 고취 등을 한다.
어르신 이용프로그램으로는 건강생활 이야기로 숲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익숙한 원예활동으로 의미 있는 여가생활, 작업을
이용한 소 근육 발달 도모, 활동내용으로는 모종심기, 꽃수건
만들기, 주변 청소하기 등을 한다.
어르신 이용프로그램의 숲 체험은 자연과 함께 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치유효과 도모, 활동내용은 숲 속 산책, 담소 나
년 의 심리적 부적응과

그림 8. 수변지역 식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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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 일반현황

단위 : 명 (%)
항목

성별

연령
응답자

거주지

빈도(%)
남성

13 (36)

여성

23 (64)

20대 미만

6 (17)

20～30대
40～50대

인식과
이용

이동수단

주 이용
목적

이용
만족도

기능
만족도

봉사활동
참여의사

사후
관리방안
봉사활동
참여의사

매달
참여횟수

참여
가능한
분야

44

일원으로서 소속감 고취, 지역의 문
험 누 세대 간 친목도모로 상호작용을 한다.

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화와 역사의 경 을 나 며,

3 (8)
9 (25)

Ⅳ. 결론

18 (50)

남중동

7 (20)

신동

7 (20)

영등1․2

15 (41)

중앙동

1 (3)

생태네트워크을 구축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자

마동

3 (8)

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민과 생태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기타

3 (8)

한 달에 1～2회

6 (17)

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달에 5～6회
한 달에 7회 이상

방문체류
시간

어르신 이용프로그램의 소라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는 자

60～70대

한 달에 3～4회
방문횟수

누기, 숲 해설 듣기 등을 한다.

2 (6)
0 (0)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과정에 식생모니터링 및 연령대별 이
용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성후 도심과 산림, 습지가 연결된

첫째, 식생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정화습지구역은 유입수에
대한 관리가 모호하고, 여름철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물웅덩이

16 (44)

가 되어 지하수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인공펌프시설이 요구된

없음

12 (33)

다. 수변지역 관리구역은 수역과 육상영역 사이의 경계에 속하

1시간 미만

11 (30)

1～3시간

25 (70)

는 특 을 가진 구역으로 종자가 발아할 확률이 높아, 새로운

도보

25 (70)

버스

2 (5)

승용차

9 (25)

징

즉
허용수준의 관리요령이 요구되며, 생태
원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완충지역 관리구역은
식생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이 예상된다. 방치 관리

~

수변에 3 4개체 정도

운동

23 (63)

조성된 생태원의 보존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방치된

이동통로

5 (14)

체험학습

2 (6)

나대지의 특성과 새로 조성된 인공지의 특 을 나 내는 복합

휴식

6 (17)

매우 만족

4 (11)

만족

6 (17)

보통

15 (42)

불만족

1 (3)

매우 불만족

10 (27)

매우 있다

2 (5)

있다

15 (42)

보통

5 (14)

없다

14 (39)

관리부서에 직영

11 (31)

전문 업체에 위탁

3 (8)

환경 및 봉사단체 등에 의한 관리

4 (11)

관리부서, 시민단체, 전문가

18 (50)

월 1～2회

14 (39)

징 타

지역이다.

둘째, 이용 후 평가 측면에서 응답자의 일반현황은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대의 경우 60~70대의 이용객이
다수 차지하며, 인근 거주인이 이용객으로 다수 차지하였다. 인
식과 이용으로의 방문횟수로는 한 달에 7회 이상 방문이 가장
높았고, 체류시간으로는 주로 오전시간을 이용하며, 대부분 3
시간 미만으로 이용하였다. 이용만족도 및 봉사활동 참여 의사
는 이용객의 대부분이 소라산의 기능과 공간별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월 1~2회 정도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있으며,
내용은 꽃나무 가꾸기가 많았다.

셋째,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영․유아는 유아의 창의
성 및 정서지능 향상과 생태계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공작체험, 소라산 관찰, 자연체험 등, 청소년․청장년은

월 3회 이상

3 (8)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청소년의 공동체 중요성 인식과 현대인

기타

19 (53)

환경청소

5 (14)

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청소년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청장년

홍보안내

3 (8)

꽃나무 가꾸기

12 (34)

적․신체적 안정과 공동체의 소속감과 사회성 고 를 위하여

숲 및 환경관련해설

3 (8)

생활건 , 숲 체 , 소라산 자원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

기타

13 (36)

하였다. 조성과정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성과정 중으로 식

합계

36 (100)

물생육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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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숲 태교, 원예 치료 등 어르신 숲 활동을 통한 정서

강

험

취

끼치는 생태환경 요인인 토양, 대상지내 물순환

옥

박율진 : 식생모니터링 및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

김화 ․최연우․안제준․소은주․

구분

대상지 현황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의 대상지

공작체험
- 통나무벤치

영·유아

인근 어린이집·유치원
현황조사 (2015) 익산시내 85개
중 소라산 근처 유치원 수는 27
개(남중동 5, 영등동 14, 신동 8)
로 전제 32%를 차지

유아의 창의성 및 정서지능 향상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체험
생물 다양성을 증진 시켜 유아에게 생명
의 소중함 전달

소라산관찰
- 관찰데크

자연체험
- 자연체험장

숲
자원봉사활동
- 자연마당

청소년
·청장년

소라산 이용현황 분석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운동(73%),
휴식(4%)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하교동선
(23%)으로 많이 이용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청소년들의 공동
체 중요성 인식
숲 체험을 통한 현대인의 우울감과 스트
레스 완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 환경제공

숲태교
- 산책길

원예활동
- 나무벤치

생활건강
이야기

어르신

소라산 이용 연령 구성비는 영유
아 13%, 청소년 27%, 어르신층
이 50%로 높은 비율

숲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신체 기
능 유지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 영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사회성
고취

숲 체험
- 명상의 길

자원봉사
- 자연마당

그림 9. 연령별 프로그램의 내용

못하였으나, 조성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식생천이와 관리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른 보완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등 환경요인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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