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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림생태계는 환경개선 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공기정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 현재 도시화와 및 개발로 인한 자연적 또

는 인공적인 원인에 의해 훼손되고 있고 이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종, 서

식지의 손실까지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 훼손된 산림생태계에 대한 국제

적인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사방사업법에 의한 복원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적 복원 과정에 있

어서, 훼손되기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근거로 하는 방법들이 대두되고 있

는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서 참조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참조

생태계란 생태복원 시 생태복원의 목표 및 설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

상지 생태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생태계를 의미한다. 한편, 산림생태

계 복원 관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과거 복원

이 완료된 지역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며 목표달성을 파

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복원 후의 관리는 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파

악함으로서, 생태계 복원 평가의 질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지

표가 중요한 실정이다.    

참조생태계를 활용한 정량적인 산림생태계 복원 평가는 기존의 복원 평

가 방법인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달리 참조생태계를 통한 비교 분석과 최

종 복원 목표를 향한 일차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생태계에 있어서, 복원목표로 설정된 참조생태계

는 이상적인 자연 상태로 대부분 극상림을 이루고 있지만 목표상에 도달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옳은 방향으로 복원되고 있는지 진단하기 

어렵다. 또한, 단순하게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공간적 범위가 한정적이라



는 문제점이 있어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식생구조 특징에서 

참조생태계의 활용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간단계 참조생태계를 활용하

여 최종 복원 목표를 향한 일차적인 성공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실

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참조생태계의 개념을 고찰하고 도시 

내 참조 산림생태계를 다양한 유형별로 선정하여 참조 산림생태계의 유형

별 군집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원정도를 

파악하여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내고 복원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산림생태계의 천이과정을 바탕으로 선정한 각 참조

생태계의 유형으로서 자연림(극상림)은 전국 기후대별 군락, 이차림(주변

림)은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의 주변림, 조성림은 자연림을 참조하여 조성한 

한반도 생태 숲, 생태복원지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조성한 자연마당으

로 선정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각 참조 산림생태계의 유형별로 복원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존 모니터링 자료와 현장 식생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참조 산림생태계 유형

별 분석을 실시하여 층위별 상대우점치, 종다양성지수, 최대종다양도, 균재

도 우점도, 수직구조, 유사도 분석, 군집계통분석 등을 통해 정량적인 지표

로 도출하여 각 참조 생태계 유형별 관계를 파악 및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층위별 개체수와 상대피도는 다른 참조생태계 유형보다 생태

복원지의 상수리나무 군락에서 관목층의 개체수가 가장 많고 상대피도가 

가장 높았으며 굴참나무 군락에서 교목층의 개체수가 가장 적고 상대피도

가 가장 낮았다. 상대우점도는 모든 군락에서 참조생태계 유형별 교목층과 

아교목층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소나무 군락에서 이차림(주변림)의 아

교목층인 소나무가 68%로 가장 높았다. 종다양도, 균재도는 상수리나무 군



락에서 자연림(극상림) 교목층인 상수리나무가 0.1595, 0.2282로 주로 높고, 

우점도는 0.7718로 낮은 것으로 보아 가장 생태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파악 

된다. 유사도지수는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이 상수리나무 군락에서 교목

층이 68%로 가장 자연림(극상림)과 식생구조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로 군락 내의 교목층에서 정량적인 값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모든 군락 내의 참조생태계 간 교목층에서 같은 우점종이 뚜렷하게 나타

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직구조, 유사도지수, 군집계통분석 등의 복

원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군락 내의 자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 이차림(주변림)과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의 교목층에서 비슷한 식

생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참조생태계를 활용하여 산림생태계의 복원 정도를 평가하여 

추후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초기에 설정한 복원 목표에 맞게 식생이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적인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산림 복원, 참조생태계, 식생구조, 군집분석

학  번 : 2017-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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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재 산림생태계는 전반적인 생태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태계로서 생태적

인 측면과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Felipe et al., 

2017) 그러나,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서 전 세

계적으로 산림생태계는 인위적 및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훼손 문제에 직면

해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종, 서식지의 손실로 인해 인위적 교

란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과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R.pott, 2011). 훼손된 산림생태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요구는 증가하고 있

으며, 생물다양성 증진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의 사회적인 부분과 사방사업법에 의한 산림생태계 복원 사업이 광범

위하게 진행되고 있다(Lee, 2011 ; 강현미 외, 2017).  

우리나라에서는 생태적 복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원래의 상태

로 가깝게 하도록(LL Jackson et al, 1995)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태 복원은 생태적인 시스템의 특정 기능이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돌이킬 수 

없이 영향을 받거나 변경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예 : 훼손

된 지질 및 토양 구조, 또는 변경된 기후 조건). 따라서 생태학적 회복은 생태

적인 시스템이 현재 및 미래 기능의 틀 내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로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선택사항이 아니며(Tapsell, 1995), 

생태학적 복구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복원 평가는 원래의 상태를 근거로 하는 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원래 상태란 교란이 거의 없어서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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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참조생태계

(Reference ecosystem)1)이라고 한다. 따라서 산림생태계를 복원 평가할 경우, 

대상 산림생태계를 교란이 거의 없고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와 가장 비슷한 생

태계를 참조생태계로 선정한다.

한편, 산림생태계 복원 후 관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복원이 완료된 지역을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목표달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와 필요한 과정이다(한국산지보전협회, 2007). 복원 관리는 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여기서 생태계 복원 

평가는 질적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데, 산림생태계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식생구조 뿐만 아니라 서식지, 생물종 

등을 활용한(R.pott,2011) 정량적인 지표가 중요하다. 

현재 참조생태계를 활용한 정량적인 산림생태계 복원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

지만 참조생태계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산림생태계에 있어서 참조생태

계는 단순하게 시간적 변화에 따른 원식생과 현존식생을 비교하거나, 원식생

과 주변식생만을 비교하는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식생, 현존식생, 주변식

생, 잠재식생 등 다양한 참조생태계 유형을 함께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 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참조생태계의 개념을 고찰하고, 도시 내 산

림생태계의 지역적, 생태적 특성에 맞는 참조생태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한다. 선정한 참조 산림생태계 유형별 생태적인 특성인 군집분석 및 유사

도 지수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복원 정도를 파악한다. 최종적

1) 환경부(2017),『수생태계 참조하천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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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결과를 통해 참조유형별 복원 정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다.  

2) 연구의 의의

산림생태계에 있어서 참조생태계를 활용하여 복원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기

존의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달리, 참조생태계를 통해 복원정도의 비교 분석과 

최종 복원 목표를 향한 일차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훼손된 산림의 복원 

정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은 복원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정도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설정한 복원 목표에 맞게 

식생이 극상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절 연구의 범위

1. 참조생태계 정의 및 선정 기준

1) 참조생태계의 정의

참조생태계는 생태 복원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존의 참조생태계의 의미는 생태계의 유형

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 유형별로 참조

생태계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2017)에서

는 참조생태계를 참조상태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천 생태계에 적용하였다. 참

조상태의 정의 및 조건은 [표 2]와 같다. 참조 하천이란 교란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환경 및 생물 요소가 자연 상태에 근접하는 하

천2)이라고 정의했다. 

2) 환경부, 앞에 든 책,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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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참조생태계란 “Reference Ecosystem”으로서 생태적 복원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생태계를 말하며(산림청, 2011), 복원으로

서 참조생태계 활용은 복원목표로서 적합한 동일 유형의 온전한 생태계를 고

려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조상태 정의 참고문헌

- 물리, 화학, 생물 요소에 대한 교란이 최소인 상태 Reynoldson et al., 1997

- 최상의 생태학적 상태로서 이화학적, 수리-형태학적,  

  생물학적 요소의 교란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

- 특정 (비)합성 화학물질이 전혀 없거나 검출 농도 이

하인 상태

- 인간에 의한 생태적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

Wallin et al., 2003

- 인간에 의한 교란이 최소인 상태

- 완전히, 거의 교란되지 않은 환경, 생물학적 상태

- 합성 화학물질 농도가 0 또는 검출농도 이하인 상태

- 비합성 화학물질 농도가 배경 농도 범위 이내인 상태

- 참조생태계의 생물 개체군을 포함하며 자연성을 유지

하는 참조생태계의 상태

Balley et al., 2004

- 교란 이전의 참조생태계의 상태

- 심각한 인위적 교란이 없는 상태

- 최상의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태

Stoddard et al.,2006

[표 2] 참조생태계의 정의 및 조건(자료 : 환경부, 2017)

2) 참조생태계 선정 개요

본 연구에서 참조생태계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지역적·입지적 특성을 반영

한 식생구조를 반영함으로서 주변 생태계와 조화된 혹은 궁극적으로 성립되어

야할 생태환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참조생태계의 적용대상과 활용범위는 

선행연구와 같이 주로 식생구조의 지역성·자연성간 어느 정도 유사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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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ER,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조생태계 선정을 위해서 다양한 참조생태계 유형을 

입지적 특성, 수림유형, 참조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생태복원지의 

식생 생육 여부에 따라 참조생태계의 선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식생이 

생육하고 있는 경우, 현존 식생을 고려하여 목표종을 설정하고 주변의 식생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수림을 선정하였다. 평탄지, 산

록부, 산복부, 산정부, 능선부, 계곡부 등으로 입지적 특성을 구분하고, 동, 서, 

남, 북과 같이 방위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와 동일한 유형의 참조생태계를 발굴

할 수 있는 지여으로 선정하였다. 목표 수림 유형은 대상지의 우점종을 자연

식생과 인공식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우점종의 성상을 침엽수림, 활엽수

림, 혼효림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식생은 소나무 군락, 신갈나무 군락, 졸참

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등이 있으며 인공식생은 아까시나무 군락, 리기다 

소나무 군락, 밤나무 군락 등이 있다[표 3].

본 연구에서는 각 참조생태계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에 따라 식생 군락 유형을 선정하였다. 식생 군락 유형은

활엽수림인 상수리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침엽수림인 소나무 군락으로 선

정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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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생태계 유형 활용 자료

자연식생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갈참나무군락, 굴참나

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오리나무군락,  산벚나무군락, 굴피나무

군락, 팥배나무군락, 물푸레나무군락, 버드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박달나무군락, 떡갈나무군락, 검팽나무군락, 개서어나무군락, 고로

쇠나무군락, 느릅나무군락, 소태나무군락, 물박달나무군락 등

인공식생

아까시나무림, 리기다소나무림, 밤나무림, 사방오리림, 일본잎갈나

무림, 잣나무림, 곰솔림, 은사시나무림, 물오리나무림, 은단풍림, 

자작나무림, 스트로브잣나무림,  가죽나무림, 편백림, 삼나무림, 전

나무림, 죽림 등

[표 3] 자연식생 및 인공식생 구분을 위한 수종 예시

[그림 1] 입지적 특성 및 목표 수림 유형 선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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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조생태계 식생 군락 유형 선정  

두 번째, 참조 범위는 대상지의 원식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목표종 설

정을 위하여 인접 자연을 활용하는 등 지역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하였다. 인접 자연을 참조생태계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의 목표 수림 유

형과 입지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반경 1km 내 현지의 생태계를 선정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방형구를 설치하여 성상 및 식생구조 등에 대한 참조생

태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참조생태계를 활용하여 식생 

복원을 실시 할 때, 복원의 목표 및 목적에 따라 시간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순차적인 목표를 선정하였다. 즉, 이차림을 거쳐 극상림으로 천이되는 단계를 

선정하거나, 상기의 지역적, 광역적 차원의 복수의 참조생태계를 천이단계별로 

조합하고 선정하여 초기 조성에서 사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조생

태계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생태계 범위 설정 개요 



- 8 -

2. 공간적 범위

참조 생태계 선정 개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산림 참조생태계 공간적 범위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복원된 훼손지에서 이차림, 자연림으로 천이되는 단계로

서 공간을 설정하였다. 이상적인 목표인 자연림(극상림), 중간 과정인 이차림

(주변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숲), 현재 상태인 생태복원지(자연마당)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 공간적 범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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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집분석을 위한 정량적인 지표들을 기존 

모니터링 자료 활용과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시간적 범

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모니터링 자료

기존 모니터링 자료는 각 참조생태계 유형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환경부 및 

공주대학교에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식생조사

를 실시하였다. 

2) 현장 식생조사

각 참조생태계 유형에 해당하는 식생조사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

월에 거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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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태복원과 참조생태계에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참조생태계의 개념을 고찰하고 산림 참조생태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산

림 참조생태계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모니터링 자료, 현장 식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비교하여 각 참조생태계 유형 간 관계를 파악

하여 복원 정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식생 복원 

평가 방법 및 참조생태계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데이터는 기존 모니터링 자료와 현장 식생 

조사를 통해 수고(m), 흉고직경(cm), 피도(%), 개체수 등을 중심으로 구축하였

다. 현장식생 조사는 방형구법(Quardrats method)을 적용하여 150m²~400m²

면적의 방형구를 설정하고 조사 대상은 면적 내 수고가 5m 이상, 흉고직경은 

2cm 이상인 수종으로 하였으며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측정하였다. 조사구 내에 

출현하는 수종은 교목층(수고 8m 이상), 아교목층(수고 2m 이상 8m 이하), 관

목층(수고 0.8m이상 2m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직적 구조와 군집 간 종구성상의 유사성

을 비교하기 위해 식생 군집 분석과 군집계통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직구조는 식생의 수고에 따른 피도의 수직적 구조를 파악하고 유사도 지

수(Similarity Index : S.I)는 Whittaker(1956)의 수식을 활용하였으며 군집 분류

는 R 3.61 프로그램을 통해 Height Cluster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종합하여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 관계를 분석하여 복원정

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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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5] 연구의 흐름을 따르며 서론에서 연구의 배

경 및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범위를 통해 참조생태계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

하여 한정하였으며 전반적인 연구의 방법 및 흐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식생 복원에 대한 조성방법과 참조생태계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에서는 데이터 구축,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집분석 평가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으며 데이터 구축은 기존 모니터링 자료

와 현장 식생조사를 통해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조생태계 유형별 수직

구조, 종다양성지수, 우점도, 군집계통 등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에서는 실시한 군집분석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에서는 최종적으로 참조

생태계 유형별 관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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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2장

이론적 

배경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1. 산림생태계 훼손과 생태 복원

2. 참조생태계 적용과 진단지표 활용

3장 

대상지이해와 

데이터 구축

1. 대상지 이해와 데이터 구축

기존 모니터링 

자료 및 현장 

식생조사

  - 대상지 개요 및 범위

  -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집분석을 위한 데  

    이터 구축

2. 참조생태계 유형별 분석 비교

  - 참조생태계 유형별 식생 분석

  - 참조생태계 유형별 복원 정도

4장

연구 결과

1. 참조생태계 선정 기준 도출

2. 참조생태계 유형별 분석 비교 

5장

고찰

1. 결과 고찰

2. 소결

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림 5]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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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1절 산림생태계 훼손과 생태 복원  

1. 산림생태계 훼손

사회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는 개

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은 자연적 훼손과 인위적

인 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훼손이란 주로 홍수, 해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생태계 훼손을 의미한다. 또한 인위적 훼손은 도시화로 인

한 건설 및 개발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훼손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자연환경의 원래의 구조 및 기

능이 저하, 손실, 파괴되는 것을 ‘훼손 자연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환

경부, 2011).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5항)에서는 훼손 자연환경을‘야생동

식물의 남획 및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의 기능에 큰 손상을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홍성각,  

2018). 

산림생태계에서 ‘훼손 자연환경’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산림

생태계 훼손은 개발행위로 인한 인위적인 훼손과 자연재해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을 통해 산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교란 등의 생태적인 기능이나 능력

을 상실 및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생태 복원 개념과 방법론

자연환경에서의 생태적 복원이란 1990년도에‘훼손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

으로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태 복원은 

‘자연적,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훼손된 생태계를 최대한 훼손되기 이전의 생

태계나 이와 유사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박종원, 2008)로 정의할 수 있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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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즈(1982, 1991 년 Tapsell, 1995)는 생태 복원을“방해 이전의 완전한 구조적 

및 기능적 복귀”로 정의하였다(P.H. Nienhuis). 그러나 완벽한 생태 복원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훼손 이전의 온전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

게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훼손 이전의 기후와 지형 및 토양 등의 환

경적인 요소(R.pott, 2011)를 포함해야 한다. 

완벽한 생태 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훼손 이전의 온전한 생태계

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훼손 이전의 기후

와 지형 및 토양 등의 환경적인 요소(박종원, 2008)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생

태계가 가지고 있는 복원의 잠재성을 살리는 것과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김경훈 외, 2018).

[그림 6] 생태 복원의 다양한 기능(자료 : 김경훈 외, 2018, 연구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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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의미 

Hydrogeomorphology

수생 생태계의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수문 순환, 지역 및 기

후, 지질학적인 과정, 유역 토지 이용 변화 같은 물리적 변화 뿐

만 아니라 침전체제 과정 등의 상호 작용

Biogeochemistry

생태계 시스템의 “화학적 완전성”을 의미하며 생태계의 영양소, 

오염 물질 및 기타 성분의 농도와 운명 및 수송을 다루고 있음

(Reichert et al, 2007). 이러한 과정에서 종종 수질 및 토양의 질, 

영양분 및 오염 물질 순환, 변형, 생물학적 흡수와 저장에 관련된 

개념

Biological Systems

“생물학적 완전성”은 생태계의 살아있는 구성 요소에 의한 번

식, 생존 및 식민지화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시스템은 서

식지뿐만 아니라 복잡한 종간 및 종내 상호작용(침입종 포함), 지

역 사회 구성 및 구조, 생태계 효율(예 : 1차 및 2차 생산성), 생물 

다양성 및 생체 복합성, 유전적 다양성 및 진화과정을 포함   

Socioeconomics

생태계 사회 경제적 측면은 지역적,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 지역

개발 및 인프라, 적극적 사용, 수동적 사용을 통해 인간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의미함

Cultural-Personal 

Values

문화적과 개인적 가치는 생태계와 관련된 본질적 가치이며 생태계 

과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함. 문화적 상호 작용에는 

생태계의 특정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특수 이해 집단의 

인구 통계 및 유산이 포함되고 법률 및 규정, 토지 소유권, 의사

결정 권한을 통해 생태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표 4] 생태 복원 목표(자료 : S. Kyle Mckay et al., 2012, 연구자 수정)

  

한편, 생태 복원의 방법은 훼손된 생태계와 훼손 이전의 원래 생태계 사이

에서 자연적 과정, 복원, 복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과정은 복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현재의 훼손된 생태계가 자연적인 천이 과정을 통

해 원래 생태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복원은 훼손 이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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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복구는 완벽한 복원까지는 아

니지만 원래의 생태계와 유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김남춘, 2002)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생태 복원의 방향과 함께 생태 복원의 이상적인 목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원래 상태

로 가깝게 하는 것(LL Jackson et al., 2015)이다.

또한, 생태 복구는 Tapsell (1995)에 의해“훼손 전 상태로의 부분적 구조적 

및 기능적 복귀”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부분적이라는 것"은 원하는 특징

만을 지칭하므로, 생태 복구가 생태적인 시스템의 상태 이외에 인간과 관련한 

기능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훼손 전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

함으로써 이 정의는 생태 복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생태 복원

과 비교하여 생태 복구의 더 중요한 특징은 복구는 생태적인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대신에 단순히 구조적 및 또는 기능적 공간을 자연으로 되돌

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인 요구와 인간의 욕구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고

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Tapsell (1995)은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속성의 개

선”으로 정의된 개선을 구별하여 교란 전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정의

된 생태 복구 및 향상을 동일한 개념의 두 가지 정의로 보고 있다(P.H. 

Nienhuis).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원이 생태적인 회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자연의 유

형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생태 복원의 개념과 방법을 적용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은 자연적 또

는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훼손된 중요한 서식처나 산림을 훼손 및 교란 이전 

또는 유사한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역동성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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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의미 

자연적 과정
가장 기본적인 방법, 훼손된 생태계가 자연적인 천이 과정을 통해 

원래 생태계로 되돌아가는 것

복원 훼손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

복구
완벽한 복원은 아니나 훼손 이전의 원래의 생태계와 유사한 상태

로 돌아가는 것

[표 5] 생태 복원 방법과 의미

  

            

[그림 7] 일반적인 생태 복원 개념도(김경호 외, 2018, 연구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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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 복원 원칙

(1) 토양기반 복원

토양은 식물 공동체의 자연적인 연속에서, 식생 유형에 연결될 수 있는 극

상림 또는 극상림의 이전 산림(이차림) 식생의 잠재력을 제공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식생은 토양에 있어 식물의 생육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생성하는 짧은 거리에서도 식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Wybe Kuitert, 2013). 

따라서 복원 과정에서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토양의 복원이 중요

하다. 생태 복원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훼손되거나 변형된 곳에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좋은 토양기반을 조성해야한다. 또한, 산지나 비탈면 등의 자연환경

에서는 빗물이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써 침식이 되지 않도록 토양기

반을 안정하게 조성하는 것과 토양기반을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연 회복

식생 군락은 지정된 지리적 단위 내의 식물 종의 집합으로, 서로 다른 식생 

유형의 근접한 패치와 구별되고 균일한 패치를 형성한다. 식생 군락은 모든 

시간적, 공간적 스케일에서 식생 패턴과 식생 조립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

며, 이를 분석하는 과정은 특징적인 식생 군락과 유사하게 구조화 된 식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 식물 군락은 토양 유형, 지형, 기후 

및 인간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식생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장소마다 다르며 공동체로 나타나는 다양한 종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Pott, 2011). 

식생 군락의 재생은 자연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변형된 지역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방치상태가 아닌 표토 이동이 

정지된 후 식생 군락이 서서히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식생

이 생육하기 쉬운 상태로 토양의 기반을 정립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식생 

군락의 재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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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 군락 조성

자연적으로 식생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전반적인 식생의 도

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종자 및 현지 식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훼

손된 지역에 조성한 식생 군락은 장소의 환경에 맞게 자라나기 때문에 보다 

자연에 가깝도록 회복할 수 있으며, 복원할 식생은 주변의 참조생태계를 고려

하여 자생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자연 군락 재생

자연적인 식생 군락을 재생하는 것은 교란 후 시간에 따른 군락 변화를 의

미하는 천이과정인 자연적인 흐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에 식

생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번에 극상림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는 식생 천이를 고려하여 식생 군락을 재생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림 8] 식생 천이 과정을 고려한 숲 복원 모델(자료 : 김경훈 외, 2018, 연구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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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종 활용

생태 복원 과정에서는 입지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토양 등의 다양한 환경 

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주어진 

조건에 잘 적용 하도록 하여 훼손지가 잘 복원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2) 생태복원 이론

(1) 식생 천이

식생 천이란 식생 군락이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나지에 

1, 2년생 초본류가 침입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다년생 초본류부터 관목, 

양지성 교목류가 침입하고 다음에는 내음성이 강한 교목류의 숲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산림청, 2019). 이렇듯 한 시점에서 생물상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점차 다른 생물상으로 변화하여 최종적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

룸으로써 극상림 상태까지의 진행과정을 생태 천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

경훈 외, 2018).

식생 천이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차 천이는 토양이 

전혀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천이로서 건성 천이와 습성 천이로 나누어진

다. 건성 천이는 전반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살 수 있는 식생이 거

의 없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의류가 가장 처음 살게 되면서 천이가 시작

되는 것을 의미한다. 습성 천이는 습생 식물이 습지로 들어옴으로서 천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천이는 산불이 난 곳이나 훼손된 지역과 같이 

이미 토양 기반이 존재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천이로서 토양 기반이 형성

되어 있어 1차 천이보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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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 복원과 생물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채택된 

생물 다양성협약 제 2조에 의해 “육상과 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어느 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

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운기, 2013). 따라서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예 : 종풍부도, 

종 다양성, 유전자원, 기후 및 침식 규제, 1 차 생산 및 영양 순환)에서 인간

에게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태계 훼손이 증가함으로서 생물 다양성 손실도 역시 증가하

고 있다. 생물 다양성 손실은 더 이상 단일 종의 멸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전체 생태계의 손실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군집 내의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손실이 포함된다(Tilman 2000; Mutke &Barthlott 

2005; Pott 2005).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유지를 위해서 생태 복원의 방향을 식생 군락과 토양 

및 환경적인 요인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생태 복원 방법론

(1) 식생기반 복원

  ① 원형식재

원형식재는 식생의 원래의 모습을 활용한 식재는 자연적인 설계에 의한 방

법 또는 참조생태계를 활용한 방법이며, 복원하고자 하는 생태계를 훼손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태기반 환경과 구조기능을 파악하여 복원할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오구균 외, 1997)을 말한다. 따라서 원형식재는 복원할 지역의 원

래의 식생군락을 참조했기 때문에 하나의 참조생태계 복원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정흥락 외, 2007). 참고하고자 하는 원형지역은 복원하고자 하는 

지역과 환경 생태적으로 유사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적인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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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이 분포하는 패턴을 그대로 옮겨야 한다.

[그림 9] 경기도 남양주시 하천형 습지 서식처 원형 모습  

  

  ② 복사이식

복사이식은 군락이식이라고도 하며 전체 식물군락과 생육기반인 토양층까지 

함께 이식하는 방법(沼田眞 등, 1996; 한국토지공사, 2006a; 오구균과 김도균, 

2007)이다. 낙엽 등 까지 채취하여 이식할 지역에 옮겨주어야 하고 지형 환경 

조건을 포함한 기반환경도 함께 조사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반영해야한

다. 또한, 원형을 활용하여 복원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생

태계를 중심 대상지로 적용하고 있고 복사하고자 하는 산림에 대한 전수조사

부터 식생의 구조를 도면화한 후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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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 지역 매목의 전수조사 복사이식 진행

[그림 10] 복사이식 진행 과정

(자료 : 조동길 외, 2017)

  ③ 군락식재

군락식재는 군락으로 직접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군락

을 그대로 옮겨서 식재하는 복사이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종 선정은 자생종, 

천이계열, 수종간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다층구조 형성과 배식형태를 고려하

여 진행한다. 또한, 자연생태계에서 오랜 기간 적용해온 자생수종을 대상으로 

하며 천이계열 중간 단계에 출현하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한다.

[그림 11] 군락식재 진행 과정

(2) 토양 복원

토양은 식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식생 복원에 있어서 토양 복원은 복

원이 진행되고 있는 토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훼손되거나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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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난 지역의 경우 복원지역의 표토를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공사 후 보

관했던 표토를 그대로 사용하여 복원한다. 그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면 토양 

내에 잠재되어 있던 종자가 발아됨으로써 외래종 침입을 방지하고 그 지역에 

원래 서식하고 있던 식생이 복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양 조사에 의해 

파악된 유기물층을 고려하여 표토 복원을 실시하되, 훼손이 안 된 지역에서 

평균보다 유기물층이 더 두꺼운 장소를 대상으로 표토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토양 복원에 있어서 낙엽층과 표토 복원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식생 복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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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참조생태계 적용과 진단지표 활용

1. 참조생태계 개념과 평가

1) 참조생태계 

생태 복원의 평가는 생태 복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원래의 상태를 근거로 하

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상태는 교란이 거의 없어서 완전한 생태적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참조생태

계(Reference ecosystem)3)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SER,2004)에서는 참조생태계를 복원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특정 

생태계를 식별하기 위해 채택된 모델로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복원된 상

태가 복원 달성되기 전에 복원이 필요한 특정 구성, 구조 및 기능적 생태계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Tekesi Sasaki(2017)는 생태복원 시 생태복원의 목표 

및 설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상지 생태계와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 생

태계로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향후 방향성 설정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L Jackson et al(1995)는 자

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래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로 정의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참조생태계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훼손되기 이

전의 교란이 없는 원래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생태계로 정의할 수 있다.  

3) 환경부(2017),『수생태계 참조하천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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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참조생태계 개념도(자료 : 송영근, 2019, 연구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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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비교 대상의 정의
비교 진단평가의 

의의
특징

B

원래의 상태

훼손이 발생하기 이

전의 상태

원상태 복구 여부 

진단

·단기적 복구의 의

미에서 성과를 직관

적으로 이해하기 쉬

움

C

훼손된 상태
훼손된 상태

전 후 비교로 생태

복원의 성과를 명확

히 제시

·의무화된 2년간의 

모니터링에 기반하

여 어느 정도 판단 

가능

R1

복원목표

참조생태계

이상적인 자연 상태

최종 복원 목표 대

비 구조와 기능 회

복의 정도 진단평가

·이상적인 목표상

을 제시함으로서 복

원, 모니터링, 사후

관리에 있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게 

함

·면밀한 비교에 필

요한 자료를 현존 

참조생태계에서 구

축 가능

R2

중간단계

참조생태계

대표적인 주변 자연

(이차림)으로서 교란

이나 훼손의 영향이 

일부 남아있거나 극

상림으로 천이가 진

행중인 이차적 자연

일수 있음 

일차적인 성공여부 

진단, 향후 유지관

리의 방향성을 구체

적으로 시사

·미완성적인 천이

과정에 있더라도 주

변 자연이나 지역적 

생태특성을 감안한 

현실적, 일차적 진

단 평가 가능

·면밀한 비교에 필

요한 자료를 현존 

참조생태계에서 구

축 가능

[표 6] 참조생태계 개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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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생태계 선정 및 활용

참조생태계는 실재하는 생태계로부터 식생구조, 종구성, 생태기반 및 생태환

경, 생태적 기작을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현재 활용

되고 있는 참조생태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생태 

복원 과정에서는 다양한 위계의 참조생태계가 활용되고 있다. 생태복원 과정

에서 참조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복원목표로 설정된 참조생태계

는 이상적인 자연 상태로 대부분 극상림을 이루지만 이상적이기 때문에 목표

상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수반되어 옳은 방향으로 복원되고 있는지 진단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간단계 참조생태계(R2)를 활용할 경우 최

종 복원 목표를 향한 일차적인 성공여부를 진단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

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적 복원에 도달하는 과정 중 중간 복원단계로 참조생태계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복원의 최종목표로 도달현재 상태를 현실적으로 진단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른 구체적 사후관리를 도출할 수 있음. 특히 복수로 중간단

계 참조생태계 모델을 차용하여 현재 상태를 다각적으로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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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군락지 선정 참조하고자 하는 군락 선정하여 각 군락별 조사지 선정

공간 분포 조사

투영도의 축척은 1/100또는 1/50로 하며, 군집 내에 20m 

x 20m 또는 10m x 10m의 방형구를 설치하고 조사구 내 

교목, 관목, 지피류를 대상으로 개체번호 표시 입지환경 

조사, 공간분포도 작성. 모눈종이 위에 현장의 방형구 

넓이와 모양을 일정한 축적으로 그린 뒤 모눈종이 위에 

각 개체의 위치 표시

입지환경 조사

좌표, 해발고(m), 교목층 평균수고(m), 관목층 평균수고

(m), 초본층 평균수고(m), 교목층 평균흉고직경(cm), 교

목층 평균흉고직경(cm), 관목층 평균흉고직경(cm), 출현

종수 기입

층위별 식생구성 조사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수종 조사

식생구조 기준 설정:  수종 선정에 있어 기준을 자생종, 천이계열, 수종 간 상관관계, 

덩굴성 식물 제외 등으로 하고 다층구조 형성과 배식형태를 고려, 참조 생태계(R2)를 

활용할 경우

공간분포도 작성: 일정 크기의 방형구를 친 군락에서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의 

위치를 공간분포도에 표시하고 각 개체의 종명, 흉고 직경, 수고, 좌표 기입

[표 7] 참조생태계 선정을 위한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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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고찰

1. 산림생태계 훼손과 생태 복원 관련 선행연구  

훼손된 산림생태계가 증가하면서 산림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관련 선행연구는 [표 8]와 같다.    

강현미 외(2017)는 불가피하게 훼손될 산림자원과 주변 산림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복원하고 그 효과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복원 공

법을 식생복원 유형으로 정의하였으며 복원 공법을 통해 복원된 식생 복원지

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림의 천이과정에서 나타

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식생복원 유형별 복원 효과를 제시하였다.

오기철 외(2001)는 산불로 인해 훼손된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지역을 구분하

여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식생조사의 변화를 살펴보고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

양의 화학적인 성질의 변화 상태와 토양 호흡량 등을 분석하여 비교 분석하여 

산림의 훼손과정을 파악하였다. 

장수림(2019)는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의 산림 교란 및 훼손 요인을 분석

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조림지, 목초지 등의 대상지를 바탕으로 식생조사와 식

생구조 분석을 실시였다. 이를 통해 식생 변화와 천이 단계를 파악하여 복원 

기준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 복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Richard T. Brown et al(2004)는 산불에 인한 산림 훼손지 복원 처리에 사용

할 수 있는 제한된 자원에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산림 훼손지 복원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산지보전협회(2007)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지역에 대한 복원

의 중요성과 현 상황의 복원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

서는 훼손된 폐탄광 복구지를 대상으로 하여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여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사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청(2007)은 산림복원 지침을 통해 산림복원의 개념을 정의 및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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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백두대간, 산림피해지 등의 산

림복원의 과정을 평가하였다.

Li Whenhua(2004)는 광범위한 지역인 중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접근에 관한 기술과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적인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봉호 외(2009)는 산지형 도시공원 내 나지에 도시생태림 조성을 자연식생

군락을 통해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구로서 도시자연공원 내 훼

손지역을 파악하고 각 훼손지역에 적절한 도시생태림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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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내용

김동근 외

(2010)

산림복원지에 대한 목표와 

성과의 비교 분석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진행되었던 

산림복원 우수사례들을 대상으로 

훼손유형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복원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

김영선

(2011)

무등산국립공원 중봉과 

누에봉 복원공사지역 

식생회복 평가

무등산국립공원의 복원한 산림일대의 

경과년수에 따라 식생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식생복원정도 파악 

김석규

(2011)

도시지역 곰솔림의 

식생복원모델

도시 내 곰솔림을 바탕으로 

식물군집분석을 통해 생태적인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려하여 식생복원모델 제시 

Ref Aerts & 

Oliver Honnay

(2011)  

Forest restorati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ing

산림의 생태적 복원 방법에 대해 군집과 

생태계로 접근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BEF의 관점에서 산림 복원 방향 제시

최재용 외 

(2016)

훼손지 유형에 따른 

생태복원 평가방법 개발

생태복원의 목적 고찰 및 보전우선지역의 

훼손지 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생태복원 지표 검토 및 재구성

오구균

(2017)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일원 

식생복원지 회복 평가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일원의 

식생복원사업 이후 경과년수에 따라 

식생구조의 회복수준을 대조군을 

활용하여 상대우점치, 종다양도 등을 

통해 평가 및 장기모니터링 필요성 제시

Jennifer M. Fill 

et al

(2017)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a long-term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 

in a fynbos shrubland 

catchment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산림에서 13년 동안 외래 

소나무 식재지와 외래종 침입이 사라진 

후의 피도와 자연 식생 회복의 관점에서 

관리의 목표, 방법 및 비용, 생태적인 

결과를 살펴봄. 

[표 8] 산림생태계 훼손과 생태 복원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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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생태계 적용 및 진단지표 관련 선행연구

참조생태계 관련하여 참조생태계를 적용하고 진단지표로서 활용한 선행연구

는 [표 9]와 같다. 

환경부(2017)는 수생태계에서 있어서 참조생태계인 참조하천의 개념을 정립, 

참조하천의 기준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온전성 지수를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

하였다.

Takesi Sasaki 외(2018)는 40년 된 복원 생태계를 대상으로 도시 숲 복원 성

공 평가를 하였으며 복원 계획의 적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복원생태계와 참조생태계의 종 조성, 표준 층위별 수직구조 비교를 통해 성숙

한 수목의 식재 계획 및 최종 천이 단계를 적용한 복원 계획의 한계와 도시림

과 자연림에 대한 역학관계 연구, 장기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봉호 외(2004)는 장기간의 이용과 간섭으로 훼손된 제주도 선흘곶 방목초

지를 원식생인 상록활엽수림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대상지 및 주변의 식생유형

에 따른 식물군집 분석을 통하여 천이경향을 예측하고 바탕으로 복원방향을 

제시하였다.   

Ruiz-Jahn & Aride(2005)는 복원된 생태계와 참조생태계, 복원되지 않은 생

태계 간 식생구조 및 생태계 프로세스를 비교함으로서 식생의 높이가 증가할

수록 초본층의 피도가 감소할수록 식생구조의 복원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헌모 외(2013)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자연식생군락을 참조하여 식생복

원한 지역인 국립생태원 내 한반도 숲의 자연식생군락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외래식물 현황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외래식물 현황을 귀화율과 

도시화지수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추후의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남철 외(2008)는 서식지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복원 목표종이나 복원 도

입종의 활착과 생장을 위해 생태복원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정한 

생태복원으로 목표등급이 설정되었을 시 참고생태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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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Felipe H. Fengler et al(2017) 산림복원 평가를 위한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

을 제시하고 참조생태계와 산림기준생태계의 식물사회학적 변수 관계를 제시

하였다. 

Alan H. Taylor(2004)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산림지역의 식생 구조와 화재 

체재 관계를 현재 상태와 참조생태계의 표준 구조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을 

통해 생태복원의 방향 제안하였다.

문정숙 외(2016)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조하천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 복원 시 참조하천을 선정하였고, 하천의 유형을 분류, 생물군집

과 물리적, 화학적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참조지점의 특성을 파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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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내용

구본학 외

(2011)

표준습지 분석을 통한 

대체습지의 생태 성능 기준 

개발

재건축한 습지에 대한 생태적인 기능의 

기준을 참조(기준)습지를 통해 구축하고 

참조(기준)습지와 재건축한 습지와의 

기준(야생 서식지 역할, 종 다양성, 다른 

생태계와의 연결성 등)비교를 통해 

재건축한 습지의 복원성을 검증함  

Zhanbiao Yang 

et al

(2011)

An assessment of restoration 

success to forests planted 

for ecosystem restoration in 

loess plateau Northwestern 

China

훼손된 지역에 관목을 중심으로 3가지 

수목을 식재하여 식생 구성, 종 다양성, 

재생 등을 훼손지에서 떨어진 지역인 

참조생태계와 비교함.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연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 운영 방안 제시

Angel Borja et 

al

(2012)

The importance of setting 

targets and reference 

conditions in assessing 

marine ecosystem quality

해양의 서식지의 질적인 평가를 위해 

기준 조건을 설정하여 참조생태계를 

선정하고 AMBI(AZTI’s Marine Biotic 

Index)를 통해 평가함. 다변량 AMBI를 

통해 인간에 대한 반응을 연구함

L.Katherine 

kirkman et al

(2013) 

A dynamic reference model 

: a frame work for 

assessing biodiversity 

restoration goals in a 

fire-dependent ecosystem

불에 의해 제거된 소나무 언덕에서 실험 

복원 처리로 구축한 15년 식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적인 참조 개념의 틀에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복원 목표와 

관련하여 회복 방향과 속도를 평가함  

Jennifer M. Fill 

et al

(2017)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a long-term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 

in a fynbos shrubland 

catchment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산림에서 13년 동안 외래 

소나무 식재지와 외래종 침입이 사라진 

후의 산림 지역(참조생태계)의 피도와 

자연 식생 회복의 관점에서 관리의 목표, 

방법 및 비용, 생태적인 결과를 통해 

복원 지역 관리 접근 방식 제시

[표 9] 참조생태계 적용 및 진단지표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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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의 방법

1절 대상지의 이해와 데이터 구축

1. 대상지 개요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구분한 공간적 범위에 따라 자연림(극상림), 이차림(주변림), 조

성림(한반도 생태 숲),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 해당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1) 자연림(극상림)

대상지는 한반도의 전국 기후대별 대표 식생군락으로서 난온대 상록 활엽수

림, 난온대 낙엽 활엽수림, 온대 낙엽 활엽수림, 한대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후대별 대표 식생 군락은 상수리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신갈나무 군락, 서어나무 군락, 동백나무 군락, 붉가시나무 군락을 포함한다. 

본 대상지는 한반도 생태 숲을 조성할 때 참조생태계로 활용하였다. 

   

2) 이차림(주변림)

대상지는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의 주변림으로서, 조성할 때 참조한 주변 산

림으로 참조생태계 선정 기준에 따라 각 식생 군락을 포함하는 대전 정부청

사, 익산 소라산, 인천 연희 주변림으로 선정하였다.

① 대전 정부청사 주변림

대상지는 대전 정부청사 자연마당 내에 조성한 참나무 복원 숲의 주변에 있

는 산림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우점종은 굴참나무이며 이 이외에 개옻나무, 때

죽나무, 벚나무류, 진달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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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전 정부청사 주변림 위치(2018년도 정사 영상,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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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익산 소라산 주변림

대상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91-22에 위치하는 익산 소라산 자연마

당 내에 조성한 정화의 숲(소나무 군락) 주변에 있는 산림으로 선정하였다. 주

로 우점종은 소나무이며 이 외에 상수리나무, 왕벚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4] 익산 소라산 주변림 위치(2018년도 정사 영상,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와 

현장모습(자료 : 연구자 촬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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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천 연희 주변림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 156에 위치하는 인천 연희 자연마당 

내의 산림복원지 주변에 있는 산림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로 우점종은 상수리

나무이며 이 외에 목련, 상수리나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5] 인천 연희 주변림 위치(2016년도 정사 영상,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와 

현장모습(자료 : 연구자 촬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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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

대상지는 국립생태원 내 위치한 한반도 생태 숲(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

강로 1210, 면적 : 33,824㎡)으로 자연림(극상림)을 참조하여 조성하였다. 자연

림(극상림)과 같이 우리나라 기후대별 식생대를 난온대 상록 활엽수림, 난온대 

낙엽 활엽수림, 온대 낙엽 활엽수림, 한대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수리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신갈나무 군락, 서어나무 군락, 동백나무 

군락, 붉가시나무 군락을 포함한다.

[그림 16] 국립생태원 내 한반도 생태숲 위치(2018년도 

정사 영상,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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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한반도 생태 숲 군락 조성(자료 : 국립생태원, 2012) 및 모습(자료 : 연구자 

촬영, 2019)

4) 생태복원지(자연마당)

대상지는 생태보전협력금 사업을 통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 자연마당으로

서 각 자연마당 내에 조성한 생태 숲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① 대전 정부청사 자연마당 내 참나무 복원 숲

대상지는 대전 정부청사 자연마당 내에 위치한 참나무 복원 숲(대전 서구 

둔산동, 면적 : 56,860㎡)으로서 대전 우성이산과 도솔산의 산림식생을 참조생

태계 모델로 적용하여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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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대전 정부청사 자연마당 내 참나무복원 숲 위치(2016년도 정사 영상,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와 현장모습(자료 : 연구자 촬영, 2019) 

  

②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 내 정화의 숲

대상지는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 내에 위치한 정화의 숲(전라북도 익산시 영

등동 산 142, 면적 : 40,000㎡)으로서 익산 소라산을 참조생태계 모델로 적용

하여 조성하였다. 주요 수종은 소나무이며 그 외 참나무, 밤나무, 고로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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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배나무, 산벚나무, 생각나무 등으로 식재하였다. 

[그림 19]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 내 정화의 숲 위치(2018년도 정사 영상,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와 현장모습(자료 : 연구자 촬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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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천 연희 자연마당 내 산림복원지

대상지는 인천 연희 자연마당 내에 위치한 산림복원지(인천 광역시 서구 연

희동 414-1)으로서 참조생태계를 고려하여 군락식재 모델을 적용하였다. 주요 

수종은 상수리나무이며 그 외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밤나무, 진달래 등으로 

식재하였다.

  

[그림 20] 인천 연희 자연마당 내 산림복원지 위치(2016년도 정사 영상,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와 현장모습(자료 : 연구자 촬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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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집분석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는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집분석 평가를 위한 종, 수고, 밀도, 피

도, 개체수, 흉고직경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자연림(극상림), 이차림(주변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은 기존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였고[표 10], 이차림(주

변림), 생태복원지(자연마당)는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조 생태계 유형 활용 자료

자연림
국립공주대학교(2011), 『국립생태원 내 한반도 숲 조성을 위한 식

물종 공간분포도 제작』, 

이차림

차재규, 이선미, 최태영A, 문호경, 강다인, 이일환, 서형수, 박은진

(2017), “생태계 훼손지 및 복원지의 진단 평가와 회복력 증진 방

안”, 『국립생태원』, p. 96~136, 279~320.

차채규, 이선미, 최태영A, 문호경, 강다인, 박희복, 송의근, 최태영, 

서형수, 우동걸, 임정은, 박은진(2016), “생태계 보전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국립생태원, p. 173~202, 237~325.

조성림 국립생태원 실측 기반 자료, 현재 식생조사 자료

복원 조성된 곳 조성 설계 도면, 현장 식생조사 자료 

[표 10] 기존 모니터링 활용 자료

1) 자연림(극상림)

자연림(극상림) 식생 군락 데이터는 국립공주대학교(2011)의 ‘국립생태원 

내 한반도 숲 조성을 위한 식물종 공간분포도 작성’을 활용하였다. 본 자료

에서는 국립생태원 내 한반도 생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기후대별 

대표 식생군락의 식물종 및 공간분포도를 제작하였다. 전국의 자연림에 해당

하는 식생군락[표 11] 중 본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상수리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의 우점종, 개체수, 수고(m), 상대피도(%), 상대밀도(%)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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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점종
수고
(m)

상대피도
(%)

난온대
상록

활엽수림

동백나무

교목층 종가시나무 14 90

아교목층 동백나무 7 9

관목층 동백나무 4 1

초본층 가는쇠고리 0.5 -

붉가시나무

교목층 붉가시나무 14 80

아교목층 동백나무 7 16

관목층 동백나무 3.4 4

초본층 동백나무 0.7 -

난온대 
낙엽

활엽수림

졸참나무

교목층 졸참나무 14 89

아교목층 개서어나무 7 10

관목층 조릿대 1.5 1

초본층 산거울 0.3 -

개서어나무

교목층 개서어나무 12 88

아교목층 개서어나무 7 11

관목층 조릿대 1.2 1

초본층 조릿대 0.3 -

소나무
(안면도)

교목층 소나무 13 87

아교목층 말오줌때 - -

관목층 정금나무 6.5 13

초본층 애기나리 0.5 -

온대 
낙엽

활엽수림

소나무
(월악산)

교목층 소나무 14 78

아교목층 굴참나무 8 20

관목층 쇠물푸레나무 2 2

초본층 쇠물푸레나무 0.5 -

굴참나무

교목층 굴참나무 12 83

아교목층 졸참나무 6 15

관목층 졸참나무 2 2

초본층 산거울 0.5 -

신갈나무

교목층 신갈나무 24 96

아교목층 피나무 6 3

관목층 생강나무 3.6 1

초본층 생강나무 - -

서어나무

교목층 서어나무 15 67

아교목층 쪽동백나무 9 30

관목층 당단풍 6 3

초본층 주름조개풀 0.5 -

[표 11] 전국 기후대별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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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
대림

신갈나무

교목층 신갈나무 14 44

아교목층 까치박달 8 55

관목층 까치박달 2 1

초본층 숙은노루오줌 0.5 -

잣나무

교목층 잣나무 10 70

아교목층 잣나무 7 25

관목층 미역줄나무 5 5

초본층 단풍취 0.5 -

전나무

교목층 전나무 16 87

아교목층 당단풍 9 13

관목층 - - -

초본층 조릿대 0.5 -

한대
림

구상나무

교목층 구상나무 4 88

아교목층 - - -

관목층 구상나무 2 22

초본층 곰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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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점종 개체수
평균

수고(m)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수리나무 군락

교목층 상수리나무 8 17.0 81.0 35.0

아교목층

졸참나무 11 6.0 5.0 48.0

산벚나무 1 6.0 7.0 4.3

떄죽나무 1 6.0 7.0 4.3

관목층
졸참나무 1 3.5 0.3 4.3

상수리나무 1 3.5 0.3 4.3

굴참나무 군락

교목층

굴참나무 25 12.0 35.0 45,0

갈참나무 4 12.0 15.0 7.1

굴피나무 4 12.0 27.0 7.1

아교목층

졸참나무 19 6.0 5.0 34.0

신갈나무 2 6.0 9.0 3.6

느릅나무 1 6.0 9.0 1.8

관목층 졸참나무 1 2.0 0.1 1.8

소나무 군락

교목층
소나무 33 14.0 52.0 54.0

굴참나무 1 14.0 9.0 1.6

아교목층

굴참나무 5 8.0 11.0 8.2

쇠물푸레
나무

8 8.0 13.0 13.0

신갈나무 5 8.0 13.0 8.2

관목층

생강나무 3 2.0 0.9 5.0

국수나무 2 2.0 0.6 3.3

노린재나무 4 2.0 0.2 6.6

[표 12] 자연림(극상림)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결과

2) 이차림(주변림)

이차림(주변림)의 식생 군락 데이터는 기존 자료의 활용과 현장 식생조사를 

통해 각 군락에 해당하는 우점종, 개체수, 수고(m), 상대피도(%), 상대밀도(%)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가) 기존 모니터링 자료를 통한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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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전 정부청사 이차림(주변림)

본 연구에서는 국립생태원(2017)의 ‘생태계 훼손지 및 복원지의 진단 평가

와 회복력 증진 방안’과 , 국립생태원(2016)의 ‘생태계 보전기술 개발 및 기

반 구축’을 바탕으로 대전 정부 청사 생태복원지 주변림의 굴참나무 군락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분 우점종
수고
(m)

상대피도
(%)

상수리나무

교목층 상수리나무 13.2 94.1

아교목층 졸참나무 7.0 16.7

관목층 산초나무 3.2 56.8

굴참나무

교목층 굴참나무 11.5 77

아교목층 떄죽나무 7.2 4

관목층 생강나무 2.4 5

소나무

교목층 소나무 11.2 88.6

아교목층 소나무 6.8 42.9

관목층 진달래 2.2 53.6

신갈나무

교목층 신갈나무 11.8 91.7

아교목층 신갈나무 6.8 42.9

관목층 진달래 2.2 53.6

[표 13] 이차림(대전 정부청사 주변림)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과정

나) 현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기존 자료의 한계가 있는 이차림에 대한 식생 군락 데이터 정보를 얻기 위

해 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는 방형구법 조사로 15㎡ x 15㎡ 의 방

형구를 내의 우점종, 개체수, 수고(m), 상대피도(%), 상대밀도(%) 등의 데이터

를 조사하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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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익산 소라산 이차림(주변림)

익산 소라산 이차림(주변림) 식생 군락 데이터는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 내 

존재하는 정화의 숲 주변림의 소나무 군락을 선정하여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

하였다.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형구 내 개체수는 총 20개체이며 교목층은 

주로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관목층은 상수리나무, 왕벚나무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평균 수고는 11.5m 이며 소나무가 13.5m로 가장 높았고 왕벚나무가 

1.0m로서 가장 낮았다. 상대피도는 아교목층의 소나무가 70%로 가장 높았고 

상수리나무, 왕벚나무가 3%, 5%로 각각 나타났다[표 14].

구분 우점종
평균수고

(m)
상대피도

(%)

소나무

교목층 소나무 13.5 21

아교목층 소나무 4.5 70

관목층 상수리나무 1.5 3

[표 14] 이차림(익산 소라산 주변림)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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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이차림(익산 소라산 주변림) 식생조사 실측 
평면도

② 인천 연희 이차림(주변림)

인천 연희 이차림(주변림) 식생 군락 데이터는 인천 연희 자연마당 내 존재

하는 산림복원지 주변림의 상수리나무 군락을 선정하여 현장 식생 조사를 실

시하였다.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형구 내 개체수는 총 12개체이며 교목층은 

주로 상수리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관목층은 산벚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수고는 9.8m 이며 상수리나무가 17.8m로 가장 높았고 산벚나무가 2.0~2.5m로

서 가장 낮았다. 상대피도는 아교목층의 상수리나무가 75%로 가장 높았고 산

벚나무가 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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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점종
수고
(m)

상대피도
(%)

상수리나무

교목층 상수리나무 17 29

아교목층 상수리나무 6 48

관목층 산벚나무 2 4

[표 15] 이차림(인천 연희 주변림)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과정

    

[그림 22] 이차림(인천 연희 주변림) 식생조사 실측 평면도

   



- 53 -

최종적으로 이차림(주변림)의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구분 우점종 개체수
평균

수고(m)
상대

피도(%)
상대 

밀도(%)
비고

상수리나무 
군락

교목층 상수리나무 1 17.0 29.0 8.3
현장
식생
조사
(인천)

아교목층
상수리나무 5 6.0 48.4 42.7

목련 3 6.0 18.6 25.0

관목층 산벚나무 3 2.0 4.1 25.0

굴참나무 
군락

교목층 굴참나무 11 11.5 77.2 45.8

기존 
모니
터링 
자료
(대전)

아교목층

개옻나무 1 7.2 1.8 4.2

떄죽나무 2 7.2 3.5 8.3

벚나무류 1 7.2 1.8 4.2

관목층

진달래 2 2.4 3.5 8.3

생강나무 3 2.4 5.3 12.5

쥐똥나무 2 2.4 3.5 8.3

산초나무 2 2.4 3.5 8.3

소나무 
군락

교목층 소나무 1 13.5 20.9 5.6
현장
식생
조사
(익산)

아교목층 소나무 12 4.5 69.9 66.7

관목층
왕벚나무 2 1.5 5.9 11.1

상수리나무 3 1.5 3.3 16.7

[표 16] 이차림(주변림)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결과

3) 조성림(한반도 생태숲)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 식생 군락 데이터는 기존 모니터링 자료인 환경부

의 ‘국립생태원 야외공간 조성사업’의 식재도면을 활용하였다. 본 자료에서

는 국립생태원 내 한반도 생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각 군락에 

해당하는 굴참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신갈나무 군락의 우

점종, 개체수, 수고(m), 상대피도(%), 상대밀도(%) 등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구

축하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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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점종 개체수
평균

수고(m)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수리나무 
군락

교목층
상수리나무 8 8.0 57.0 8.3

졸참나무 9 8.0 30.0 9.4

아교목층 졸참나무 6 2.5 5.0 6.3

관목층

땅비싸리 40 0.5 1.2 41.7

노린재나무 2 0.5 1.2 2.1

물암개나무 2 0.5 1.2 2.1

산초나무 2 0.5 1.2 2.1

회잎나무 3 0.5 1.2 3.1

졸참나무 11 0.5 0.5 11.5

때죽나무 6 0.5 1.1 6.3

산초나무 7 0.5 1.1 7.3

굴참나무 
군락

교목층

굴참나무 32 8.0 17.0 28.6

갈참나무 11 8.0 15.0 9.8

굴피나무 6 8.0 12.0 5.4

졸참나무 26 8.0 11.0 23.2

아교목층

갈참나무 2 2.5 9.5 1.8

굴참나무 2 2.5 9.5 1.8

신갈나무 4 2.5 9.5 3.6

졸참나무 6 2.5 9.5 5.4

관목층

조록싸리 18 0.5 0.4 16.1

생강나무 2 0.5 0.4 1.8

개암나무 1 0.5 0.4 0.9

노린재나무 1 0.5 0.4 0.9

산초나무 1 0.5 0.4 0.9

소나무 
군락

교목층

소나무 20 8.0 31.8 16.1

굴참나무 16 8.0 31.4 12.9

쇠물푸레나무 11 8.0 11.8 8.9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5 2.5 8.3 4.0

신갈나무 2 2.5 8.3 1.6

관목층 조릿대 40 0.5 2.1 32.3

[표 17] 조성림(한반도 생태숲)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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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군락

관목층

진달래 21 0.5 2.1 16.9

노린재나무 4 0.5 2.1 3.2

산딸기 5 0.5 2.1 4.0

4) 생태복원지(자연마당)

① 대전 정부청사 생태복원지(자연마당)

대전 정부청사 생태복원지 식생 군락 데이터는 생태복원지 내 존재하는 참

나무 복원 숲을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형구 내 개체수는 총 13개체이며 교목층은 

주로 굴참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관목층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가 일부 식재

되어 있지만 개체수는 적었다. 평균 수고는 3.55m 이며 굴참나무가 9.5m로 가

장 높았고 0.5m로서 가장 낮았다. 상대피도는 아교목층의 갈참나무가 44%로 

가장 높았고 관목층의 상수리나무가 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구분 우점종
수고
(m)

상대피도
(%)

굴참나무

교목층 굴참나무 9.8 20

아교목층 갈참나무 6.1 44

관목층 상수리나무 2.8 7

[표 18] 대전 정부청사 생태복원지(자연마당)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과정

② 익산 소라산 생태복원지(자연마당) 

익산 소라산 생태복원지 식생 군락 데이터는 생태복원지 내 존재하는 정화

의 숲을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형구 내 개체수는 총 39개체이며 아교목층

은 주로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관목층은 화살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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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자체가 거의 없었다. 평균 수고는 4.73m 이며 소나무가 6.52m로 가장 높

았고 3.8m로서 가장 낮았다. 상대피도는 아교목층의 소나무가 87%로 가장 높

았고 화살나무가 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구분 우점종
수고
(m)

상대피도
(%)

소나무

교목층 - - -

아교목층 소나무 4.7 10

아교목층 소나무 0.4 87

관목층 화살나무 0.4 3

[표 19] 익산 소라산 생태복원지(자연마당)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과정

③ 인천 연희 생태복원지(자연마당)

인천 연희 생태복원지 식생 군락 데이터는 인천 연희 생태복원지 내 존재하

는 산림복원지 상수리나무 군락을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25]. 

현장 식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형구 내 개체수는 총 12개체이며 교목층은 

주로 상수리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관목층은 병꽃나무, 히어리로 구성되어 있

다. 평균 수고는 10.5m 이며 상수리나무가 7m로 가장 높았고 병꽃나무가 

2.5m로서 가장 낮았다. 상대피도는 교목층의 상수리나무가 41%로 가장 높았고 

상수리나무, 히어리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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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점종
수고
(m)

상대피도
(%)

상수리나무

교목층 상수리나무 8 41

아교목층 청단풍나무 4 18

관목층 병꽃나무 2 18

[표 20] 인천 연희 생태복원지(자연마당)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과정

최종적으로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의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결과는 [표 20]

과 같다. 

구분 우점종 개체수
평균

수고(m)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수리나무 
군락

교목층 상수리나무 1 8 41.2 2.3

아교목층 청단풍나무 3 4 17.6 6.8

관목층

상수리나무 5 2 11.8 11.4

병꽃나무 20 2 17.6 45.5

히어리 15 2 11.8 34.1

굴참나무 
군락

교목층 굴참나무 1 9.8 19.5 6.3

아교목층
굴참나무 3 6.1 14.6 18.8

갈참나무 9 6.1 43.9 56.3

관목층
상수리나무 2 2.8 7.3 12.5

화살나무 1 2.8 14.6 6.25

소나무 
군락

교목층 - - - - -

아교목층 소나무 24 4.7 10.5 68.6

관목층
소나무 10 0.4 86.8 28.6

화살나무 1 0.4 2.6 2.9

[표 21] 생태복원지(자연마당) 식생 군락 데이터 구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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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참조생태계 유형별 분석 비교

본 연구에서는 참조생태계 유형별 복원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 평가 방법론을 살펴보고 층위별 식생의 군집구조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군집분석 평가는 크게 상대우점도, 종다양성 지수, 최대종다양도, 균재도, 

우점도 등을 통해 참조생태계 유형별 식생 분석을 실시하고, 수직구조, 유사도 

지수, 군집분석을 통해 참조생태계 유형별 복원 정도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1. 참조생태계 유형별 식생 분석

1) 상대우점도

상대우점도는 층위별 출현종의 세력비교를 통해 생태적인 천이경향을 예측

하고 층위 구종 형성을 파악하는 방법4)이며 각 수종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

타내는 측도로서, 상대밀도와 상태피도를 활용하였다.

본 방법은 식생 자료를 참고하여 Curtis and Mclntosh(1951)의 중요 값

(Importance Percentage : I.P)을 통합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상대우점도(Brower 

and Zar, 1977)5)를 층위별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대우점도는 상대밀도

와 상대피도를 더한 값을 2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상대밀도상대피도

2) 종다양성 지수, 최대종다양도

종다양성 지수와 최대종다양도는 종구성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서 Shannon의 지수(Pielou, 1975)를 활용하였다.  

4) 남정철 외 3명(2008), 『승학산 식생의 생태적 특성 및 관리방안』, p. 1203. 

5) 서정범(2010), 『금정산의 식물군집구조와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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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어떤종의 개체수/전체종의 개체수

′max  log

 구성종수

3) 균재도

균재도는 Shannon의 지수(Pielou, 1975)를 따라 산정하였으며 군집 내 종들

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종다양도(H’)와 최대 종다양

도(H’max)를 활용하였다. 균재도는 0.9 이상일 경우, 종별 개체수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0.2 이하일 경우 종별 개체수가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max
 ′

H’=종다양도, H’ max=최대종다양도

4) 우점도

우점도는 Shannon의 지수(Pielou, 1975)를 따라 산정하였으며 비교 대상들 

간의 우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점도는 0.9 이상일 경우, 특정종

이 우점하는 것을 의미하고 0.2 이하일 경우, 여러 가지 종들이 우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균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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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생태계 유형별 복원 정도

1) 수직구조

수직구조는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로 식생의 수직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

로 각 층위별로 수고에 따른 피도를 나타냈다.                     

2) 유사도 지수

유사도 지수는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락 내 층위별로 구축한 피도를 활용

하여 종 구성간의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였다. 군집간의 유사도 지수가 80% 이

상일 경우,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20% 미만일 때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한다.

본 방법은 식생 자료를 참고하여 Wjittaker(1956)의 수식을 따라 산정하여 

백분율로 적용하였다.  




×

(S1=제 1조사구 내 모든 수종의 피도의 합계, S2=제 2조사구 내 모든 수종의 피도의 

합계, C=각조사구 내 공통된 수종의 피도 중 적은 수종의 피도의 합계)

3) 군집계통 분석

군집계통 분석은 기존 모니터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락 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로 군락이 어떻게 묶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군집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대우점도(%), 우점도, 균재도 등을 활용하였다[표 22]. 각 지표는 활

엽수림과 침엽수림으로 구분하여 참조생태계 유형 내 층위별로 평균값을 적용

하였으며 먼저 활엽수림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군락을 대상으로 

군집계통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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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대 

우점도(%)
균재도 우점도

상수리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16.17 13.17 14.67 0.1400 0.8600

이차림
(주변림)

6.13 4.50 5.25 0.0625 0.9375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18.89 23.09 20.73 0.1564 0.8436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3.86 5.00 4.60 0.0780 0.9220

굴참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1.26 11.71 6.57 0.1057 0.8943

이차림
(주변림)

1.99 9.38 6.13 0.0863 0.9138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6.57 14.23 10.23 0.1438 0.8562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18.76 10.20 14.60 0.1960 0.8040

신갈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20.00 19.00 20.00 0.0819 0.9181

이차림
(주변림)

16.65 16.67 18.06 0.2052 0.7948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14.29 14.29 14.22 0.0625 0.9375

[표 22] 군집계통 분석을 위한 활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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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연구 결과

1절 참조생태계 선정 기준 도출

본 연구 범위에서 참조생태계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도출한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3] 참조생태계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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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참조생태계 유형별 분석 비교

1. 참조생태계 유형별 식생 분석 결과

1) 상대우점도

각 군락내 참조생태계 유형의 층위별 상대우점도(Imporatnce Percentage : 

I.P.)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① 상수리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내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상수리나무(I.P : 58%)로 

우점종으로, 아교목층은 졸참나무(I.P : 26%)가 우점종, 산벚나무와 때죽나무가 

주요 출현종으로 나타났다. 관목층은 상수리나무, 졸참나무(I.P : 2%)가 우점종

으로 나타났다. 이차림(주변림)에서 교목층은 상수리나무가(I.P : 19%)로 우점

종으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은 상수리나무가(I.P : 45%)로 우점종, 목련이 주요 

출현종으로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상수리나무가(I.P : 

33%)로 우점종, 졸참나무가 주요 출현종으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졸참나무

(I.P : 6%)가 주요 출현종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상수리나무(I.P : 22%)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청단풍나무(I.P : 

12%)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② 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내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I.P : 40%)가 우점

종으로, 아교목층은 졸참나무(I.P : 20%)가 우점종, 신갈나무와 느릅나무가 주

요 출현종으로 나타났다. 이차림(주변림)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I.P : 62%)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에서 때죽나무(I.P : 6%)가 우점종, 개옻나무와 

벚나무류가 주요 출현종으로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I..P : 23%)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졸참나무(I.P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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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I.P :  

13%)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관목층은 갈참나무(I.P : 50%)가 우점종으로 나

타났다. 

③ 소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내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소나무(I.P : 53%)가 우점종으

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쇠물푸레나무(I.P : 13%)가 우점종, 굴참나무와 신갈

나무가 주요 출현종으로 나타났다. 이차림(주변림)에서 교목층은 소나무(I.P : 

13%)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소나무(I.P : 68%)가 우점종으로 나

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소나무(I.P : 24%)가 우점종, 굴

참나무와 쇠물푸레나무가 주요 출현종으로 나타났다. 아교목층은 쇠물푸레나

무(I.P : 6%)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우점

종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교목층은 소나무(I.P : 40%)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

며 관목층은 소나무(I.P : 58%)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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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층위 종 명 상대우점도(I.P)

상수리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58

아교목층 졸참나무 26

관목층 상수리나무 2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19

아교목층 상수리나무 45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상수리나무 33

아교목층 졸참나무 6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싱수리나무 22

아교목층 청단풍나무 12

굴참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굴참나무 40

아교목층 졸참나무 20

관목층 졸참나무 2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굴참나무 62

아교목층 때죽나무 6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굴참나무 23

아교목층 졸참나무 7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굴참나무 13

관목층 갈참나무 50

소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소나무 53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13

관목층 노린재나무 3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소나무 13

아교목층 소나무 68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소나무 24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6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아교목층 소나무 40

관목층 소나무 58

[표 23] 참조생태계 유형별 상대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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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다양성지수, 최대종다양도

각 군락내 참조생태계 유형의 종다양성지수(H’), 최대종다양도(H’max)는 

층위별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조사한 결과는 [표 24]과 같다.  

① 상수리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내 층위별 종다양성지수는 0.0374~0.9054의 값으로 자연림

(극상림)에서 교목층은 0.1593로 나타났고 아교목층은 0.9054로 나타났다. 이차

림(주변림)에서 교목층은 0,0899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0.1545로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0.0964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0.0753

로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0.0374로 나타났으며 아교목

층은 0.0795로 나타났다.

최대종다양도는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이 0.9542로 가장 높았으며 이차림

(주변림)이 0.4772로 가장 낮았다.

② 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내 층위별 종다양성지수는 0.0683~0.1553의 값으로 굴참나무 

군락 내의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0.1067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0.0807로 나타났다. 이차림(주변림)에서 교목층은 0.1553로 나타났으며 아교목

층은 0.0683로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0.1174로 나타

났으며 아교목층은 0.0456로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0.0753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0.1384로 나타났다.

최대종다양도는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이 1로 가장 높았으며 생태복원지(자

연마당)가 0.6021로 가장 낮았다.

③ 소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내 층위별 종다양성지수는 0.0697~0.1174의 값으로 소나무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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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0.0868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0.0979로 

나타났다. 이차림(주변림)에서 교목층은 0.0697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0.1174로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0.1120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에서 0.0426로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종다양

성지수와 최대종다양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교목층은 0.1124로 나타났다.

최대종다양도는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이 0.9031로 가장 높았으며 생태복원

지(자연마당)가 0.3010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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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층위 종 명 종다양도지수 최대종다양도

상수리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0.1595

0.6990아교목층 졸참나무 0.1532

관목층 상수리나무 0.0592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0.0899
0.4771

아교목층 상수리나무 0.1584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상수리나무 0.0964
0.9542

아교목층 졸참나무 0.0753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싱수리나무 0.0374
0.6021

아교목층 청단풍나무 0.0795

굴참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굴참나무 0.1564

0.7782아교목층 졸참나무 0.1593

관목층 졸참나무 0.0312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굴참나무 0.1553
0.9031

아교목층 때죽나무 0.0899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굴참나무 0.1555
1.000

아교목층 졸참나무 0.0681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굴참나무 0.0753
0.6021

관목층 갈참나무 0.1406

소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소나무 0.1443

0.8451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0.1157

관목층 노린재나무 0.0643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소나무 0.0697
0.4771

아교목층 소나무 0.1174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소나무 0.1278
0.9031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0.0562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아교목층 소나무 0.1124
0.3010

관목층 소나무 0.1554

[표 24] 참조생태계 유형별 종다양성지수, 최대종다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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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재도

각 군락내 참조생태계 유형의 층위별 균재도(J : Evenness)를 조사한 결과는 

[표 25]과 같다.

① 상수리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내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상수리나무가 0.2282로 나

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졸참나무가 0.2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차림

(주변림)에서 교목층은 상수리나무가 0.1885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상수리나무가 0.3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

층은 졸참나무가 0.101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졸참나무가 0.078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상수리나무가 

0.0602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청단풍나무가 0.1321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② 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 내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가 0. 2009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졸참나무가 0.20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차림(주변림)

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가 0.1720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때죽나무가 

0.09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

가 0.155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졸참나무가 0.0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굴참나무가 0.1250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갈참나무가 0.2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소나무 군락

소나무 내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은 소나무가 0.1708로 나타나고 있으

며, 아교목층은 쇠물푸레나무가 0.1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차림(주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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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목층은 소나무가 0.1461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소나무가 

0.2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교목층은 소나무가 

0.141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쇠물푸레나무가 0.0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교목층은 교목층은 종다양성지수와 최대

종다양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교목층은 갈참나무가 0.3733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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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층위 종 명 균재도

상수리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0.2282

아교목층 졸참나무 0.2192

관목층 상수리나무 0.0847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0.1885

아교목층 상수리나무 0.3320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상수리나무 0.1010

아교목층 졸참나무 0.0789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싱수리나무 0.0620

아교목층 청단풍나무 0.1321

굴참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굴참나무 0.2009

아교목층 졸참나무 0.2047

관목층 졸참나무 0.0401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굴참나무 0.1720

아교목층 때죽나무 0.0996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굴참나무 0.1555

아교목층 졸참나무 0.0681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굴참나무 0.1250

관목층 갈참나무 0.2335

소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소나무 0.1708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0.1369

관목층 노린재나무 0.0918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소나무 0.1462

아교목층 소나무 0.2461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소나무 0.1415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0.0623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아교목층 소나무 0.3733

관목층 소나무 0.3315

[표 25] 참조생태계 유형별 균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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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점도

각 군락내 참조생태계 유형의 층위별 우점도(D : Dominance)를 조사한 결과

는 [표 26]와 같다.

① 상수리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내의 교목층은 자연림(극상림)에서 상수리나무가 0.77로 우

점하고 있으며, 이차림(주변림)에서 0.81,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0.90, 생

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0.94로 우점하고 있다. 아교목층은 자연림(극상림)에서 

산벚나무와 때죽나무가 0.87로 우점하고 있으며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졸참나무가 0.92로 우점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 청단풍나무가 

0.87로 각각 우점하고 있다. 관목층은 자연림(극상림)에서 졸참나무가 0.92로 

우점하고 있으며, 이차림(주변림)에서 산벚나무가 0.68로 우점하고 있다. 조성

림(한반도 생태 숲)에서 땅비싸리가 0.92로 우점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지(자연

마당)에서 상수리나무가 0.77로 우점하고 있다. 상수리나무 군락 내 교목층에

서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의 상수리나무의 우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내의 교목층은 자연림에서 굴참나무가 0.86으로, 이차림에서 

0.81, 조성림에서 0.88, 생태복원지에서 0.87로 우점하고 있다. 아교목층은 자

연림에서 느릅나무가 0.90으로 우점하고 있으며 이차림에서 개옻나무와 벚나

무류가 0.92로 우점하고 있다. 조성림에서는 갈참나무, 굴참나무가 0.95로 우점

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지에서는 굴참나무가 0.77로 우점하고 있다. 관목층은 자

연림에서 졸참나무가 0.96로 우점하고 있으며, 이차림에서 진달래, 생강나무 

등이 0.89로 우점하고 있다. 조성림에서 생강나무가 0.96로 우점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지에서 화살나무가 0.86로 우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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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내의 교목층은 자연림에서 소나무가 0.90으로, 이차림에서 0.85, 

조성림에서 0.88로 우점하고 있다. 아교목층은 자연림에서 굴참나무가 0.88으

로 우점하고 있으며 이차림에서 왕벚나무가 0.75로 우점하고 있다. 조성림에서

는 갈참나무, 굴참나무가 0.95로 우점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지에서는 굴참나무

가 0.77로 우점하고 있다. 관목층은 자연림에서 국수나무가 0.92로 우점하고 

있으며, 이차림에서 왕벚나무가 0.75로 우점하고 있다. 조성림에서 노린재나무

가 0.89로 우점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지에서 화살나무가 0.67로 우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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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층위 종 명 우점도

상수리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0.7718

아교목층 졸참나무 0.9153

관목층 상수리나무 0.9153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상수리나무 0.8115

아교목층 상수리나무 0.3220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상수리나무 0.9058

아교목층 졸참나무 0.9211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싱수리나무 0.9380

아교목층 청단풍나무 0.8680

굴참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굴참나무 0.8948

아교목층 졸참나무 0.9599

관목층 졸참나무 0.9599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굴참나무 0.8280

아교목층 때죽나무 0.9004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굴참나무 0.8446

아교목층 졸참나무 0.9688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교목층 굴참나무 0.8750

관목층 갈참나무 0.7665

소나무
군락

자연림
(극상림)

교목층 소나무 0.8292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0.8631

관목층 노린재나무 0.0918

이차림
(주변림)

교목층 소나무 0.8538

아교목층 소나무 0.7540

조성림
(한반도 생태 숲)

교목층 소나무 0.8585

아교목층 쇠물푸레나무 0.9680

생태복원지
(자연마당)

아교목층 소나무 0.6268

관목층 소나무 0.6685

[표 26] 참조생태계 유형별 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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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생태계 유형별 복원 정도 분석 결과

1) 수직구조

참조생태계 유형의 층위별 수고에 따른 피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① 상수리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내 교목층의 우점종은 주로 상수리나무로서 자연림(극상

림)에서는 상대 피도가 81%,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는 57%를 나타났으며, 

이차림(주변림)에서는 29%,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는 41%로 나타났다. 아교

목층은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로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의 등이 출현

하였으며, 자연림(극상림)에서는 7%,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는 9%를 나타

났고 이차림(주변림)에서는 48%,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는 18%로 나타났다. 

② 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내 교목층의 우점종은 주로 굴참나무로서 자연림(극상림)에

서는 상대 피도가 35%,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는 17%를 나타났으며, 이

차림(주변림)에서는 46%,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는 17%로 나타났다. 아교목

층은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로 상수리나무, 진달래, 굴참나무 등이 출현하였으

며, 자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는 9%를 나타났고 이차림(주

변림)에서는 7.6%,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는 17%로 나타났다.

③ 소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내 교목층의 우점종은 주로 소나무로서 자연림(극상림)에서는 

상대 피도가 52%,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는 32%를 나타났으며, 이차림(주

변림)에서는 21%,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는 11%로 나타났다. 아교목층은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로 신갈나무, 소나무, 갈참나무 등이 출현하였으며, 자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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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상림)에서는 11%,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에서는 8%를 나타났고 이차림(주

변림)에서는 70%, 생태복원지(자연마당)에서는 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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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참조생태계 유형별 수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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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도지수

참조생태계 유형의 층위별 유사도지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① 상수리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내의 교목층에서 자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

의 유사도 지수는 68%이며 자연림과 생태복원지의 유사도 지수는 66%로 식물 

구성상 유사성이 높았다. 관목층에서 자연림과 조성림의 유사도 지수는 42%로 

나타났으며 초본층에서는 이차림과 조성림의 유사도 지수가 17%로 나타났다. 

② 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내의 교목층에서 자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의 

유사도 지수는 67%이며 이차림과 생태복원지의 유사도 지수는 79%로 식물 구

성상 유사성이 높았다. 아교목층은 자연림과 조성림의 유사도 지수가 41%로 

아타났으며 관목층은 공통종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도 지수가 나타나지 않았

다. 

③ 소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 내의 교목층에서 자연림과 조성림의 유사도 지수가 90%로 식

물구성상 유사성이 높았으며 아교목층에서 자연림과 조성림의 유사도 지수가 

62%로 역시 식물구성상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관목층은 참조생태계 유형별 

공통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유사도 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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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연림 이차림 조성림 생태복원지

상수리나무
군락

교목층

자연림 53 68 66

이차림 53 50 50

조성림 68 50 63

생태복원지 66 50 63

아교목층

자연림 　 - 42 53

이차림 - 　 - -

조성림 42 - 　 -

생태복원지 53 - - 　

관목층

자연림 　 - 6 1

이차림 0 　 17 -

조성림 6 17 　 　

생태복원지 1 - - 　

굴참나무
군락

교목층

자연림 　 25 67 36

이차림 25 　 33 79

조성림 67 33 　 47

생태복원지 36 79 47 　

아교목층

자연림 　 - 41 -

이차림 - 　 - -

조성림 41 - 　 16

생태복원지 - - 16 　

관목층

자연림 　 - - -

이차림 - 　 - -

조성림 - - 　 -

생태복원지 - - - 　

[표 27] 참조생태계 유형별 유사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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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군락

교목층

자연림 　 51 90 -

이차림 51 　 44 -

조성림 90 44 　 -

생태복원지 - - - 　

아교목층

자연림 　 - 62 -

이차림 - 　 - 27

조성림 62 - 　 -

생태복원지 0 27 - 　

관목층

자연림 　 - 5 -

이차림 - 　 - -

조성림 5 - 　 -

생태복원지 - - - 　

3) 군집 계통 분석

참조생태계 유형의 군집 계통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5]과 같다. 참조

생태계 유형별 존재하는 군락에 따라서 자연림(극상림), 이차림(주변림), 조성

림(한반도 생태 숲), 생태복원지(자연마당)로 구분하여 군집 계통 분석을 활엽

수림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군락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수리나무 군락 내 이차림(주변림)과 생태복원지(자연마

당)가 같은 군집으로, 굴참나무 군락 내 이차림(주변림)과 자연림(극상림)이 같

은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수리나무 군락 내 자연림(극상림)

과 신갈나무 군락 내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굴참나무 군락 내 이차림(주변림)은 자연림(극상림)과 

생태복원지(자연마당)를 포함함으로서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 간의 군집 유사성

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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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참조생태계 유형별 군집 계통 분석(1 : Quercus acutissima Carruth, 2 : Quercus variabilis Blume , 3 : Quercus mongolica Fisch, N : Natural forest, S : Secondary 

forest), R : Restored forest, RR : Real Restored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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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고찰

1절 결과 고찰

1. 참조생태계 유형별 식생 분석

1) 층위별 개체수, 상대피도

군락내 층위별 개체수를 살펴본 결과, 상수리나무 군락에서 다른 참조생태

계 유형보다 생태복원지의 아교목층과 교목층에서 개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

고, 관목층의 개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또한, 굴참나무 군락에서 다른 참

조생태계 유형보다 생태복원지의 관목층과 교목층에서 개채수가 가장 적게 나

타났다.

[그림 26] 상수리나무 군락 층위별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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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굴참나무와 소나무 군락 층위별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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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군락내 층위별 상대피도를 분석한 결과, 상수리나무 군락과 소나

무 군락에서 자연림(극상림)에서 생태복원지(자연마당)로 갈수록 관목층의 상

대피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참조생태계 유형보다 생태복원지의 관

목층 상대피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굴참나무 군락에서 자연림

(극상림)에서 생태복원자(자연마당)로 갈수록 교목층의 상대피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참조생태계 유형보다 생태복원지의 교목층 상대피도가 가

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28] 상수리나무 군락 층위별 상대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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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굴참나무와 소나무 군락 층위별 상대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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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참조생태계 유형별 층위별 개체수와 상대피도를 분석

하였을 때, 생태복원지에서의 주로 피도와 개체수가 비례한 것을 볼 수 있었

으며 상수리나무 군락에서 생태복원지 관목층의 개체수가 가장 많고 상대피도

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굴참나무 군락에서 생태복원지 교목층의 개체수가 가

장 적고 상대피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로 생태복원지의 교목층과 관목층

에서 개체수와 상대피도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2) 상대우점도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모든 군락 내 교목층의 상대우점도가 뚜렷하게 나타

났으며 상수리나무와 소나무 군락 내 자연림(극상림)에서 교목층의 상대우점도

가 58%, 5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별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우점종이 교목층의 우점종과 같은 종이 출현하였고, 모든 군락 내 교목층의 

상대우점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식생 군락을 유지할 것으로 보

인다.

3) 종다양도, 균재도, 우점도 

일반적으로 종다양도, 균재도가 높을수록 우점도가 낮을수록 가장 생태적으

로 건강한 모습을 띄고 있다고 파악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상수리나무와 소나무 군락에서 이차림(주변림)이 다른 

참조생태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종다양도, 균재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우점도는 다른 참조생태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차

림(주변림)이 다른 참조생태계에 비해 식생이 다양하고 식생구조가 건전한 것

으로 파악된다. 또한,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의 경우 이차림(주변림)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종다양도, 균재도가 높고, 우점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태복원지(자연마당)가 생태적으로 복원된 후에 이차림(주변림) 다음으

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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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참조생태계 유형별 종다양도, 균재도, 우점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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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생태계 유형별 복원 정도

1) 수직구조, 유사도지수

수직구조와 유사도지수는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파

악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군락 내 교목층과 아교목층에서 뚜렷

하게 나타났다. 

수직구조의 경우 모든 군락에서 교목층의 자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의 수직구조가 가장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나무 군락에서는 자

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뿐만 아니라 이차림(주변림)과 생태복원

지(자연마당)의 수직구조까지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사도지수의 경우 자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이 60% 이상으

로 두 참조생태계의 식물구성상 유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군락 

내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의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유사도 지수가 각각 90%, 

62% 로서 자연림(극상림)과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태복원지(자연

마당)의 경우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 다음으로 모든 군락에서 유사도지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궁극적인 목표인 자연림(극상림)의 식생 구조로 발전 가능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집계통 분석의 경우 상수리나무 군락과 굴참나무 군락에서 각각 이차림

(주변림)과 생태복원지(자연마당), 자연림(극상림)과 이차림(주변림)으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의 경우 이들을 포함하는 군집

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궁극적인 목표인 자연림(극상림)의 식생 구조로 발

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직구조, 유사도지수, 군집계통 분석을 살펴본 결과 조성림(한

반도 생태 숲)과 생태복원지(자연마당)을 조성할 당시 참조한 생태계인 자연림

(극상림)과 이차림(주변림)의 식생, 환경 등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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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소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로 군락 내의 교목층에서 정량적인 값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군락 내 참조생태계 유형 간의 

상대우점도, 종다양도, 우점도, 균재도 등의 식생구조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군

락 내의 참조생태계 간 교목층에서 같은 우점종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수직구조, 유사도지수, 군집계통분석 등의 복원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군

락 내의 자연림(극상림)과 조성림(한반도 생태 숲), 이차림(주변림)과 생태복원

지(자연마당)의 교목층에서 비슷한 식생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각 생태계를 참조하여 훼손된 지역을 복원 조성할 당시 생태적인 

건강성을 위하여 우점종을 맞출 수 있고, 수급이 유용한 교목 위주로 조성하

고 있다. 따라서 각 참조생태계 유형별 식생 복원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교목

층의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종 구성 등의 식생 구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경우 실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할 때 참조하

는 지역의 토양, 기후 등의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P.H.Nienhuis, 

2003) 수종들이 수급이 어렵거나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참조생태계

와 복원하려는 대상지와의 상대 피도, 밀도 등이 비슷할 수 있지만 종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도 있다.  

산림의 생태학적인 천이과정은 식물 공동체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Walker et al. 2007; Cramer et 

al. al. 2008). 천이과정을 고려한 산림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하여 한 

식생 군락이 다음 천이 식생 군락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종의 연속적인 출

현을 설명하도록 진행하고 있다(Connell &Slatyer 1977). 여기서 초기 식생 구

성은 초기에 존재하는 일부 종이 지속되고, 따라서 추후의 성숙한 군락의 구

성은 초기 식생 모습을 반영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복원 

식생 군락이 특정 생태계에 가장 잘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복원 하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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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데, 복원 초기에 초기 성공 종을 심는 것이 이후의 연속 종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원 초기에 원하는 

모든 종을 도입하는 것이 생태적인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다.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산림 복원은 식물학 접근법(Clewell 1999; 

McLachlan &Bazely 2003; de Souza &Batista 2004)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연속

적인 초기 조건에 잘 적응하는 여러 종 즉, 일반적으로 교목과 아교목층을 심

고 있다.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초본 식생뿐

만 아니라 수많은 생물 군집을 발생한다고 가정(sensu Connell &Slatyer 1977)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거의 검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원에서 흔히 발

생하는 문제인 경우, 환경조건(토양, 지형, 기후)둥이 적절해짐에 따라 또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종이 도입되는 방법으로 복원하는 것(Parrotta &Knowles 

1999; Cabin et al. 2002; Bonilla-Moheno)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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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산림생태계에 있어서 참조생태계를 활용하여 복원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기

존의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달리, 참조생태계를 통해 복원정도의 비교 분석과 

최종 복원 목표를 향한 일차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훼손된 산림의 

복원 정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은 복원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

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설정한 복원 목표에 맞게 식생이 

극상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존 모니터링 보고서 및 자료의 경우 각 참조생태계 

유형의 대상지애 대해 기관별로 구축한 식생 구조 데이터로서 각 대상지에 따

라 식생구조 데이터 수집 항목이 다르기에 통일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식생구조의 정량적인 평가 방법에 있어서 

지표에 대한 변환이 가능하도록 변환식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자료의 

정량적인 지표로 인해 시간적인 변화인 천이과정에 대한 참조생태계 간의 연

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참조한 생태계간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을 한계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산림생태계의 식생 복원은 환경(토양, 기

후, 지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식생구조와 함께 이를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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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restoration by vegetation community using 

reference ecosystem

Won, Suye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est ecosystem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air purification. However, it is 

currently undermined by natural or artificial causes of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leading to a reduction in biodiversity and loss of species 

and habitats. There is a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and demand for 

damaged forest ecosystems, and the restoration activities under social and 

all-round business law are being extensively carried out. In Korea, 

methods of ecological restoration are emerging based on the original state 

before being damaged, and one of them is the method of utilizing the 

reference ecosystem. Reference ecosystem refers to a standard ecosystem 

that can be a model of the target eco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he 

goals and direct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in ecological restoration. On 

the other hand, forest ecosystem restoration management is carried out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which is a measure for determining the 

success of the region where past restoration has been completed, and is 

an important factor for identifying the goal achieve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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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fter restoration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the 

ecosystem, so quantitative indicators that can indicate the qualitative state 

of the assessment of ecosystem restoration are important.

  However, in the forest ecosystem, the reference ecosystem set as the 

restoration target is composed of the best natural forests with the ideal 

natural state, but it is difficult to diagnose whether it is restored in the 

right direction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reach the target.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patial range is simply limited 

according to the temporal change, so the use of the reference ecosystem 

is limited in the characteristic of the vegetation structure gradually 

changing with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the intermediate 

reference ecosystem to diagnose primary success towards the final 

restoration tar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reference 

ecosystem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to select quantitative reference 

forest ecosystems in various cities and to quantitatively compare and 

analyze them by cluster analysis of reference forest ecosystems. Based 

on this, the degree of restoration is identified and quantitative indicators 

are presented, and restoration management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targets of this study are the types of reference ecosystems 

selected based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forest ecosystems. Natural 

forests, Secondary forests are surrounding forests and natural forests of 

ecological restoration sites.

As a method, data were constructed through the existing monitoring 

data and field vegetation survey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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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by each type of reference forest ecosystem. Based on the 

constructed data, each reference forest ecosystem type is analyzed to 

provide quantitative indicators through relative advantage, species 

diversity index, maximum species diversity, homogeneity domination, 

vertical structure, similarity analysis, and cluster system analysis. By 

deri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reference ecosystem type was 

identified and compared.

As a result, the number of trees and cover of each layer had the 

highest number of shrubs and the highest cover of Quercuss accutissima 

Carruth in ecological restoration than other reference ecosystem types. 

Relative dominance was high in upper layer and sub-upper layer of each 

reference ecosystem type in all coloni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Pinus densiflora, the sub-layer of secondary forests (68%). Species 

diversity and fungu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ecologically healthy, 

as the Quercuss accutissima Carruth of the Natural forest, are high at 

0.1595 and 0.2282, and the dominance is low at 0.7718. In similarity index, 

the Restored forest is 68% of the upper layer, and the vegetation 

structure is similar to the natural forest. 

The quantitative value of the study was evident in the upper layer in 

the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same dominant species appeared 

clearly in the upper layer between the reference ecosystems in all 

communiti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toration of 

vertical structure, similarity index, and cluster system analysis, natural 

forests(climax forest), restored forest, secondary forests and real restored 

forest in all communities were analyzed. Similar vegetation structu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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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in the upper layer.

This study can help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xtent of restoration 

of damaged ecosystems by evaluating the extent of restoration of forest 

ecosystems using reference ecosystems. It can be used as an essential 

data for management and monitoring to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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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ET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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