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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의 수생샘물 서식지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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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 of Aquatic Habitat in Mt. Namsa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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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k forests(Mt. Namsan) have been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for various purpose such
as the construction of castle waH , road way , broadcasting station, theater, hoteI and apaπments， to
thoughtI ess plantation or aIi en plant introdu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mproved the ecologicaI
quaIity of Mt. Namsan was explored in a viewpoint of restoration in both habitat(water ecosystem)
ànd biodiversity. A plan for restoration and creation of biotop as a restoration project in ecosystem
IeveI was prepared to improve the ecologicaI quaIity of constructed wetI and consisting water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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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산은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단절된 생태섬으로 파편화 된 산림생태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얄은 구릉지는 인위적 잠식시설로 인해 자연의 모습보다는 도시경관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를 상징하는 남산은 자연경관이 파괴되면서 시민건강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삶의 질의 가

치도 동시에 하락하는 등 시민공원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시민공원으로 되살리기 위해 1991 년부터 1998년까지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
였고(서울시，

1992),

이 기간 동안에 잠식시설인 정부기관， 외인주택， 개인주택을 이전시켜 조경공원

으로 복원하였다. 이렇게 인위적 교란이 감소하면서 남산생태계는 살아 숨쉬는 산림으로 변모하였으
며 그에 따라 서울 도심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허파의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남산은 휴식관리제를 통해 산림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육상식물의 회복은 달성했지만 생산
지{육상식생) 이외의 생태계 구조에 관해서는 현황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 먹이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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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한 구조로 변화했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가 거의 없는 수생생물의

서식지 및 생태계 구조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지 개요 및 수생태계 현황
남산은 북악산， 낙산， 인왕산 등과 함께 서울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하나로 북위 39 32'07" 0

370 33 '2 1", 동경 1260 58' 53 "- 1270 00' 21 "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쪽과 북서 방향으로 산자락이 길게
뻗어 있는 타원형으로 총면적은 2,970,664 m 에 이르며 비교적 낮은 산으로 해발 150-250 m의 등고
2

형태를 보이며 최고 높이는

262 m이다.

남산은 대부분이 삼림 (82.9%)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 (8.6%)， 공원(6.0%)， 도로 및 기태1.4%)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산의 삼림은 냉온대 중부 낙엽활엽수림을 주축으로 하여 소나무와의 혼
합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나무， 신갈나무， 아까시나무가 임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북사면은 경사가 급하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사면은 완만한 경사에 화강편
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은 산성암의 산악지에 분포하는 암쇄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양질 및
식양질의 토성을 지니고 있다.

남산의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수계도를 보면 북사면은 계곡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평상시에
는 건천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수생태계를 형성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며， 남사면은 북사면에 비
해 완만한 수계가 형성되어 있고 지등}수가 용출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콕

수가 발생하더라도 침식에 의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어 수생
태계가 형성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및 고찰

1. 남산 수생생물 서식지의 문제점 진단
남산의 생태적 실태를 진단하여 생태회복 및 야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남산생태계 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다{이， 1986; 박， 1987; 이， 1987; 임， 1987; 김 등，

1996; 전， 1995). 기 조사에서도 식생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생생물의 서식지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남산의 수생태계의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3부 능션에 존재할 수 있는 자연적 둠벙 빛 습지가 개발로 인해 파괴되었고， 고도가 높아지
는 5부 능선 위쪽은 계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수로를 축조하여
수생생태계가 거의 사라졌고， 육상생태계와도 단절되어 있다.

(2)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구조는 회복되었으나 수서곤충 및 양서류
서식지의 회복은 미비하여 생물다양성은 크게 호t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수생생물의 서식
지를 일부 지역에서 복원하였으나 조경공원 내에 생물 중심의 서식지 복원이 아니라 인간을 위
한 경관창출 및 홍보용 시설물로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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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분의 계류는 캉우시에만 유지용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생식물이 활착하기에는 불리하므로
대부분이 육상초본으로 대체되어 있다.

(4) 남산에서 발생되는 계독수는 수질이 양호하여 재활용수로 활용 가능하나 대부분이 하수도로 유
입되어 하수처리효율을 낮추는 등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외에도 남산의 산림생태계가 도시기반 시설의 잠입으로 주변 생태계와 단절된 독립적 특성
을 보인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변의 수생태계와도 단절되어 수생생물의 서식공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남산의 식생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수생태계의 복원 및 복구를 위한 생태복원 정책 및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남산 수생생물 서식지의 개선방안

수생생물 서식지는 육지와 수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변환경(수로)은 물이 정체되는 정수지역

(Ientic zone)과 유수지 역(Iotic zon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생태계는 특히 유속에 의해 변화하는 연속
시스템이며， 다양한 서식환경이 형성되어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남산과 같이 산림지형에 형성되

는 수계는 고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계 분류상 최상류로서 가파른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유속이 빠르고 수질이 양호한 계류생태계로 분류한다. 이러한 계류수계에 있어서 서식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으로 치산사업， 사방사업， 댐사업， 도로사업， 조림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대상지에서도
과거에 사방사업， 치산사업， 도로사업 등에 의해 계반림의 벌채와 함께 계류생태계를 크게 교란시켰

다. 또한 서울시민에게 부족한 자연쉽터로 제공되어 온 남산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끊
임없는 인위적 교란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위적 교란으로 남산이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전정책이 수립되었
고， 식생 중심의 경관생태계 회복 및 복원계획이 제시되었다{김， 1987; 이， 1992; 최 등， 1993; 김 등

1994, 1995; 이， 1996; Lee et al. , 1998b).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검토된 바 없는 수생생물의 서
식지 복원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남산 고도별(정상， 중턱， 하부 능선) 수생생물 서식공간을 조사하여 부족한 곳은 보완하고 복
원이 필요한 곳은 새롭게 조성한다. 하부 능선은 계독수를 수원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중

턱은 현재 남쪽 사면에 시공된 저류지 형태의 수생생물 서식공간을 보완하여 기능을 향상시켜 수서
곤충 및 양서류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정상은 자연적 복원이 어려우므로 남산타워에서 발생하는 하

수를 처리하여 수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둘째， 남산에서 발생하는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남산 주변 소하천 살리
기 및 자연계독수 활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인간 중심의 홍보용 생태습지， 생태연못보다는 생물이 주인이 되어 남산 생태계 생물다양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남산 수서생태계의 장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산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생 중심의 산림관리도 중요하지만 육상식생 이외의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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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조를 다양화 시키는 복원사업도 중요하다. 특히 도시 내에 고립된 남산은 주변의 한강 및 소하
천의 수생태계와 오래 전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수생생물이 일부 서식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하교 수

생생물의 다양성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이므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은 균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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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산 생태계는 인위적 교란의 제한으로 식생 중심으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생태계 구조는 식생

의 회복과 함께 수생생물의 회복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지만 남산의 수생생물 서식지는 거의 콘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