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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둔촌동 습지에서 미지형이 식물 군락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7~2008년에 걸쳐 지형에 

따른 수위 변화와 식물 군락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을 지대가 낮은 지형부터 높은 지형까지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구역은 조사 지역 면적 대비 약 11%, 10%, 18%, 24%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기간 

동안 수환경의 pH는 6.10(±0.13), 전기전도도는 51.5(±6.0)㎲/cm이었으며, PO4-P, NO3-N, NH4-N은 각각 0.04(±0.02)mg/L, 
0.14(±0.07)mg/L 그리고 0.01mg/L 이하로 유지되었다. 2008년 3~4월 누적 강수량이 2007년 대비 약 56%로 적었던 것이 

지대가 낮은 지형에서 수위 환경 차이를 유발하여 식물 군락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형의 높이에 따라 해당 

구역을 우점하는 식물 길드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자로부터 생활사가 시작되는 1년생 식물 종들이 조사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점하였기 때문이며, 다양한 길드의 식물들이 혼재하기 위해서는 높이 구배가 있는 미지형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 미지형, 수위, 식물 군락 구성, 습지, 습지출현빈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icro-topography to vegetation pattern in Dunchon-dong wetland. To 
characterize the effect of micro-topography, changes in water level and vegetation pattern were monitored from 2007 to 2008. 
Depending on the relative elevation, the study site was divided into 4 sectors. The relative areas of sectors in ascending order 
were 11%, 10%, 18% and 24%, respectively. During investigation period, average water pH was 6.10 (±0.13), electron 
conductivity was 51.5 (±6.0)㎲/cm, PO4-P, NO3-N and NH4-N concentration were 0.04 (±0.02)mg/L, 0.14 (±0.07)mg/L, and 
lower than 0.01mg/L, respectively.  Water level was very changeable in low-water season because the area of lowest sector was 
small. This characteristic increased the effect of difference of accumulated precipitation from March to April in 2007 and 2008 
to plant community composition in lower sectors. Different plant guilds dominated respective sectors and annual plants were 
major dominant species in the study sit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elevation gradients are necessary to create the habitats 
for various plant guilds in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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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습지는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높고, 홍수조절, 수

질정화 및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Mitsch and Gosselink, 
2000; Cronk and Fennessy, 2001), 천이 과정이나 인위

적인 간섭에 의해 훼손되거나 소멸되어 왔다(Ho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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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따라서 습지의 보전 또는 복원을 통해 생

물다양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자

연경관이 수려하여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인위적 훼손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둔촌동 습지는 2000
년부터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The Seoul Metropolis, 
2000; The Seoul Metropolis, 2003). 둔촌동 습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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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거주하는 도심 속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습지

로, 2003년에 습지 복원 및 조성 작업이 있었으며, 그

로 인해 다양한 지형이 형성되어 좁은 면적임에도 불

구하고 매우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Jeon et 
al., 2008).

식물 군락 변화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환경 조건에 따라 도태되거나 유입 및 유지되는 

길드가 결정되기 때문에 식물 길드가 다양하게 유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이 필요하다(Coops and 
Van der velde, 1995; Keddy, 1992; Keddy and Ellis, 
1995; Moore and Keddy, 1988). 식물의 정착 및 생육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자로는 물, 빛, 양분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미지형은 상대적 높이 차에 의해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Park et al., 2013). 수위의 차이

는 종자 산포 및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im and Ju, 2005; Ju and Kim, 2009; Hong et al., 
2014) 미지형은 식물 군락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알

려져 있다. 특히, 종자 발아 및 초기 유묘 시기의 수

위는 식물 종의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3; Huh et al., 2006). 
그러나 미지형이 식물 군락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일부 진행된 반면(Moser et al., 
2007),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둔촌동 습지에서 2년에 걸쳐 모니터링 

되었으며, 미지형에 따른 시기별 수위 변화와 둔촌동 

습지 내 우점종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미지형에 따

른 수위 차이가 식물 군락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지형 구성에 따른 

수위 변화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도심지 내 단절된 습

지 생태계에서 효율적인 수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생태·경관보전

지역(N 37°31′, E 127°08′)에서 수행되었다(Fig. 1). 
둔촌동 습지는 2000년에 보전지역으로 1차로 지정

(4,865m2)된 후 2002년에 확대 지정(24,696m2)되었으며, 
2003년에 복원 사업을 통해 늪지형 습지와 소택형 습

지가 공존하도록 복원 및 조성되었다(Lee, 2007; Jeon 
et al., 2008). 과거 둔촌동 습지는 산림 저지대에서 용

출된 물이 흐르는 물길을 막아 논으로 이용하는 등 유

량이 풍부한 지역이었으나 1979년 주변지역의 아파트 

조성으로 인해 용출지를 폐쇄하여 복토한 후 밭으로 

이용하였다(Han et al., 2003). 
둔촌동 습지 내 조사지역은 2003년에 밭으로 이용

하기 위해 복토된 토양을 제거하여 습지로 복원되었

으며, 높이차(약 50cm)를 통해 다양한 높이를 가진 

나지로 조성되었다. 복원 과정 중 둔촌동 습지에 여

러 개의 수로가 조성되었으나, 조사지역에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것이 없어 지표수의 유입이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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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The shaded area represent monitoring site. The unshaded area represent pond. The 
triangle represent direction of waterway. 

2.2 조사 및 분석 방법

2.2.1 미지형 분석 

미지형은 2007년 5월에 조사 지역을 1m × 1m 크

기로 세분화하여 구역별로 상대 높이를 측정하였다.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에 구역별로 수심을 3번씩 측

정하였으며,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상대 높이를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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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위 및 수환경 조사

조사 지역 중 가장 낮은 지점(A 구역 내)에 관 주변

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유입구가 

있는 지름 5cm의 수위 측정용관(PVC관)을 땅 속에 묻

어 설치하였다. 수위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

지 월 1회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위 측정 시 

지표수가 있을 경우 채집하여 수환경 분석을 실시하였

다. 수소 이온 농도(pH)는 pH 측정기(Fisher AP 63), 
수온, 용존산소량은 DO 측정기(Corning checkmate II), 
전기전도도는 전기전도도 측정기(Corning checkmate II)
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으며, NO3-N, NH4-N, 
PO4-P은 채집 후 각각 히드라진비색법(Kamphake et 
al., 1967), 인도페놀법(Murphy and Riley, 1962), 아스코

프빈산환원법(Solorzano, 1969)의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분석하였다.

2.2.3 토양 산화환원전위 측정

토양 산화환원전위 측정을 위해 백금 전극을 A 구

역(설치 지점의 상대 높이: 2.0cm)과 D 구역(설치 지

점의 상대 높이: 43.5cm)에 각각 6개씩 총 12개를 

10cm 깊이로 설치하였다. 전위는 백금 전극, pH/mV 
측정기(Fisher, Model AP63, U.S.A.), 칼로멜 표준전극

(Fisher, Cat. No.13-620-259 U.S.A.)를 이용하여 2008
년 4월부터 8월까지 월 1회 측정하였으며(Faulkner et 
al., 1989; Patrick, 1996; Swerhone et al., 1999), 측정

값은 온도에 따라 보정하였다(Vepraskas and Faulkner, 
2001). 

2.2.4 식생 분석

007년과 2008년 5~9월 기간 동안 모든 격자에서 

월 1회 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점종은 종별 피도

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구성종의 중요도는 다음

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Importance value of species A (%) = (rate of (I) 
(%) x 1.5 + rate of (II) (%) x 1.0 + rate of (III) (%) 
x 0.5)) / 1.5 

(I) A종이 우점종일 때 A종 피도의 50%이상인 다

른 종이 없는 격자.
(II) A종이 우점종일 때 A종 피도의 50%이상인 다

른 종이 있는 격자.
(III) A종이 두번째로 피도가 높은 종일 때 A종의 

피도가 우점종 피도의 50%이상인 격자.

식물 군락은 1) 식물 유형(plant type) (Lee, 2006), 
2) 생육 형태(growth form) (Lee, 2006), 3) 습지출현빈

도(national indicator range) (Reed, 1988) 그리고 4) 생

활사(plant life cycle) (Lee, 2006)에 따라 8개의 길드

로 분류하였다(Table 1). 습지출현빈도는 동일한 종이 

목록에 없을 경우 같은 속 식물 중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종으로 대체하여 분류하였다. 2008년에 영

구 방형구(1m × 1m)를 1개씩 구역별로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시기별로 출현 식물 종과 피도 및 군

도를 조사하였다. 

Plant type Growth form National indicator range* Plant life cycles Guild

Herbage

Floating and Floating leaved
　 Annual plant G1-1

Perennial plant G1-2

other

OBL
Annual plant G2-1

Perennial plant G2-2

FACW, FAC, FACU, UPL
Annual plant G3-1

Perennial plant G3-2

Woody plant 　 　 　 G4

Unidentified plant 　 　 　 etc

Table 1. Classification table of guilds

*National indicator range according to ‘National list of plant species that occur in wetlands’ (Reed, 1988). OBL: Obligate Wetland, 
FACW: Facultative Wetland, FAC: Facultative, FACU: Facultative Upland, UPL: Obligate Up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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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미지형

상대 높이 측정 결과 조사 지역을 크게 4개 구역

으로 구분하였다(Fig. 2). A 구역부터 D 구역까지 상

대 높이는 각각 0~20cm, 10~30cm, 20~40cm, 30~50cm
의 범위를 가지도록 구획하였다. 구역별로 상대 높이 

범위를 벗어난 부분과 구역 간 인접부분을 제외한 결

과 각각의 구역은 조사 지역 면적 대비 약 11%, 
10%, 18%, 24%의 면적을 차지하였다. 조사 지역은 

수위가 50cm 이상 상승할 경우 배수로를 통해 물이 

유출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대가 높은 쪽에서 낮은 

방향으로 경사가 완만하게 형성된 오목한 형태로 강

수 등에 의해 유량이 유입될 경우 지대가 낮은 A 구

역으로 물이 집수되었다. 또한 지대가 낮을수록 상대 

면적이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 유량이 적은 

시기에는 유량 변화량에 비해 지대가 낮은 지역의 수

위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였다.   

20m

1m

1m

25m Sector B

Sector A

Sector C

Sector D
0~10 cm
10~20 cm
20~30 cm
30~40 cm
40~50 cm

Fig. 2. Micro-topography of the monitoring sites 
(Distribution of relative elevation in Sector A: 0 ~ 20 

cm, Sector B: 10 ~ 30 cm, Sector C: 20 ~ 40 cm and 
Sector D: 30 ~ 50 cm)

3.2 수환경

조사 기간 동안 pH는 6.10(±0.13), 전기전도도는 

51.5(±6.0)㎲/cm로 측정되었으며, PO4-P과 NO3-N과 

NH4-N은 각각 0.04(±0.02)mg/L, 0.14(±0.07)mg/L 그리

고 0.01mg/L 이하로 분석되었다. 조사 항목 모두 측

정 기간 동안 시기에 따른 경향성이나 큰 변화폭 없

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둔촌동 습지의 수환경은 묵

논의 천이 초기 종으로 알려진 골풀의 서식지와 양분

이 유사하였으며(Yoon et al., 2011), 부들속 식물들과 
큰고랭이, 줄 등이 생육하는 환경에 비해서는 적었다

(Kwon et al., 2006; Lee et al., 2005; Lee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조사 지역이 양분적인 측면에서 급격

한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환경이고, 대형 수생 

식물 종들이 우점하는 습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분

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일일 강수량(KMA)과 조사 지역의 수위 변

화는 Fig. 3과 같다. 조사 지역의 수위는 강수량에 따

라 빠르게 변화하였다. 둔촌동 습지는 과거 산림 저

지대에서 용출되는 물을 이용하여 논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Han et al. 2003), 복원 과정 중 밭으로 이용하

기 위해 복토된 토양을 제거한 결과 장마기 이후 인

근 산림 저지대에 수량이 풍부할 경우 과거처럼 지하

수를 통해 수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

과 강수량이 적은 3~5월에는 강수량에 따른 수위 변

동 폭이 크지만, 장마기 이후 일정 수위 이상으로 높

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조사 지역의 미지

형 구조도 강수량에 따른 수위 변화폭에 영향을 미쳤

다. A 구역의 경우 조사 지역 면적의 약 11%로 수위

가 10cm이하의 낮은 시기에는 A 구역만 채우면 수위

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으로 수위

가 크게 변화한다. 반면, 수위가 높아 B, C, D 구역까

지 침수되어 있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이 

있어야 수위가 상승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수위

가 낮은 시기인 3~4월의 강수량이 조사 지역의 수위

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과 2008년의 3~4월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164.6mm와 92.4mm로 약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강

수량 차이와 미지형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2007년에

는 평균 수위가 25.0cm(최소 13.0cm, 최대 41.0cm)이
었으나, 2008년에는 6.3cm(최소 0.0cm, 최대 17.5cm)
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게 유지되었다(Fig. 3). 해당 
기간이 종자가 발아하여 정착하는 초기 생육 시기임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위 차는 1년생 초본의 종 구

성과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Kim 
and Ju, 2005; Ju and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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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ter level and precipitation changes (2007~2008). The dashed line indicates relative height of 
measuring instrument in sector A.

토양 산화환원전위는 토양에 산소 부족 현상이 얼

마만큼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값으로써 조사기간 

동안 약 -200~700mV의 범위로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Fig 4). 토양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 다른 원소들이 

환원되기 시작하고, 원소들이 모두 환원될 경우 토양 

산화환원전위가 약 -200mV의 값을 가지며, 여러 원

소들이 순차적으로 환원 및 산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Reddy and Angelo, 1994; Mitsch and 

Gosselink, 2000)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

200mV 값을 보이는 시기는 침수에 의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정 기간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강수에 의해 물이 유입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지대가 낮은 구역으로 유량이 이동하기 때

문에 수위보다 지대가 높은 구역들의 경우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 Changes in redox potential and water level (±standard error) in 2008. Redox potential was measured at the 
relative elevation of 43 cm (sector D) and 2 cm (sect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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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생 결과

A 구역의 경우 다년생 식물인 가래가 우점종으로

서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으나, 1년생 식물들이 우점

한 다른 구역들의 경우, 시기에 따라 우점종이 달라

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Fig. 5). 이러한 결과는 

다년생 식물은 정착에 성공할 경우 지하경 등의 기관

을 통해 양분을 축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변화

에 버틸 수 있는 내성이 강해져 종간 경쟁 능력이 증

가하는 반면, 1년생 식물은 매년 종자로부터 생활사

가 시작되기 때문에 생육 초기 환경 차이에 의한 영

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Mitsch and Gosselink, 2000). 
2007년에 비해 2008년은 3~4월 동안 약 20cm 가량 

수위가 낮게 나타났으며(Fig. 3),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의 구역별 식물 길드 구성에 큰 차이를 보였다

(Fig. 5). A 구역의 경우 2007년에는 5월부터 가래

(G1-2)의 중요도가 100%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

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가래의 생

육이 늦게 시작되었고, 사마귀풀(G2-1)이 우점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기생여뀌(G3-1) 등 습지에 크게 의존

하지 않는 종들이 정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2). B 구역은 2007년에는 쇠털골(G2-1)에 의해 우점되

었으나, 2008년에는 기생여뀌(G3-1), 자귀풀(G3-1) 등

이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길드들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 습지 식물은 생육 기간 동안 단기적 침수에 대한 

적응 기작이 발달하여 있으므로(Satake et al., 2001), 
일시적인 수위 변화보다 누적된 수위 변화가 식물 분

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발

아 시기의 수위 환경은 발아하는 종 및 비율을 변화

시킨다(Kim and Ju, 2005; Ju and Kim 2009)는 것을 

고려할 때 2007년과 2008년 3~4월의 수위 차이가 누

적되어 식물 길드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C와 D 구역의 경우 우점종 및 길드 비

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기간 

동안 두 구역이 침수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

기 때문이다.
방형구 조사 결과 같은 길드 내에서도 정착하는 

구역들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습지출현빈도가 낮은 

G3-1의 기생여뀌가 빈도가 높은 G2-1보다 상대적으

로 지대가 낮은 구역에서도 정착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기생여뀌 같은 식물 종은 

OBL 식물들보다 침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습지

출현빈도가 FACW(Reed, 1988)로 결정된 것이 아니

라, 생육 가능한 수위 환경 폭이 크기 때문에 습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OBL 식물들보다 낮기 때문이

다. 이는 수위 환경에 따른 식물 길드를 보다 세분화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식물 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위 환경 범위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Guild
Sciencetific name Sector A Sector B Sector C Sector D

May Jun Aug Sept May Jun Aug Sept May Jun Aug Sept May Jun Aug Sept

G1-1 Spirodela polyrhiza (L.) Sch. 3.4
G1-2 Potamogeton distincuts A.Benn. 4.3 5.5 5.5 2.2

G2-1

Aneilema keisak Hassk. 1.2 1.2 3.3 3.3 1.1 2.3 1.2 1.2 1.1 +
Eleocharis acicularis for. longiseta (Svenson) 
T.Koyama 5.4 5.5 5.4 2.2
Persicaria muricata (Meisn.) Nemoto 1.1 1.1 1.2 1.2 3.3 3.3 2.3 3.3 r 1.2 1.2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ex Nakai 3.2 1.1 2.2 1.2 2.2 2.1 2.2 2.3
Alopecurus aequalis Sobol. 3.2 3.3

G3-1

Persicaria viscosa (Hamilt. ex D.Don) H.Gross 
ex Nakai 1.1 1.1 3.3 4.3 1.2 2.2 3.2 2.3 2.2 1.1 1.1 1.1 1.1 1.1 1.2 +
Aeschynomene indica L. + + 1.1 1.2 1.1 1.2 2.1 2.3 1.2 2.3 3.3 3.4 2.3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var. 
lapathifolia + 2.1 1.1 1.2 1.1 1.1 2.2 1.1 +
Bidens frondosa L. + + 2.2 2.2 1.2
Erigeron annuus (L.) Pers. 2.1
Gnaphalium uliginosum L. + 1.2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1.2 +
Stellaria aquatica (L.) Scop. + +
Rorippa palustris (Leyss.) Besser + +

G3-2 Ixeridium dentatum (Thunb. ex Mori) Tzvelev + 2, 1
etc Poaceae + 1.1 1.1 1.2 1.1 1.1 2.2 2.2 1.1 2.2 1.2 2.3 2.3 2.3 2.3

Number of plant taxa 6 5 5 4 7 7 6 5 9 7 6 6 11 12 7 6
Number of guild 3 3 4 3 2 2 2 2 2 2 2 2 3 3 2 2

Table 2. Vegetation table in monitoring sites (2008), indicated with Braun-Blanquet dominance and soc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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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Relative importance value of guilds in sector A.

Fig. 5-2. Relative importance value of guilds in sect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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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Relative importance value of guilds in sector C

Fig. 5-4. Relative importance value of guilds in secto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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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둔촌동 습지의 조사 지역은 미지형의 높이 차와 

수위에 의해 수위 환경 구배가 형성되어 습지 내에 

여러 길드의 식물들이 혼재하였다. 약 50cm의 작은 

차이에도 지대가 낮은 구역에는 침수 환경에 강한 식

물 길드가 우점하였으며, 지대가 높은 구역에서는 습

지출현빈도가 낮은 식물들도 정착하였다. 조사 지역

은 1년생 식물들이 우점하여 다년생 식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자 발아 및 정착 시기의 수위 환경

이 길드 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기간의 

수위 조건에 따라 해마다 길드 구성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조사지역처럼 연결된 수로가 없어 지표수에 의

한 수량 공급이 단절된 지역의 경우, 높이별 면적 비

율과 수위 조건에 따라 유입되는 수량에 의한 수위 

변화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수위 조절 목적에 맞

게 높이별 면적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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