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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surveyed to identify changes of flora during three years after restoration in

Cheonggyecheon stream. There are four sections in Cheonggyecheon. One and two sections are upper

streams and three and four sections are down streams.

It was surveyed 328 species in 2006. In 2007 and 2008, 446 and 444 species were found,

respectively. This result shows that Cheonggyecheon is unstable initial condition in restored stream

ecosystem. Naturalized species were 58 species in 2006 and it was respectively 61 and 63 species in

2007 and 2008. Hazard species of ecosystem were three common species during survey period.

In appearance of flora per section, three and four sections constituted by natural sites such as point

bars, wide flood plains, riffles and ponds, marshes, etc. were surveyed more species than one and two

constructed by concrete materials and narrow flow channel.

Recently, as time goes by, introduced species are being increased. And succession has mainly been

progressed by one year or binary herbs and perennial herbs.

Compared with other restored streams, Cheonggyecheon showed more flora than Yangjaecheon and

Anyangcheon. It is judged owing to length of surveyed site, various planted species and area of

inhabit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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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nage restored stream ecosystem, monitoring is essential. Further, because change of vegetation

after restoration in Cheonggyecheon is very important, continuous monitoring about Flora and

Naturalized species and Hazard species of ecosystem is also very important.

Keywords：Introduced Species, Planting Species, Naturalized Species, Ecosystem, Succession.

I.서 론

하천은 수역과 육역, 공역이 접하는 장소이자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물들의 물 공급원이며 서

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물질 순환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는 장소이다(奧田 重俊․佐木

寧, 1996).

하천변 식생대는 하천변 토양 침식을 막아주

는 호안 보호 역할을 하며 식물에 서식하는 미생

물을 통해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류를 정화시킨

다. 또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하천

의 부영양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환경부, 2002; 안영희․송종석, 2003; 강수학 등,

2007).

하천생태계에서의 식물상에 관한 연구는 다양

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복원된 하천에

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행해

지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되어 복원하천의 식물상 및 식

생 연구 사례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복원하

천의 대표적인 사례인 양재천을 대상으로 식생

현황과 하천자연도 평가에 관한 연구(박진원․

마호섭, 2003)가 있으며, 김송이 등(2004)은 서

호천을 대상으로 상류구간과 하류구간의 식물서

식처가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얻

었다. 신정이(1999)는 양재천 학여울 구간을 대

상으로 생태적 복원을 위한 자연형 하천 공법적

용후의 식생의 현황을 3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로 현존량과 우점종의 변화, 종 다양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최정권(1997)은 하천환경의 생태적 재생을 목

적으로 자연형 저수로 호안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양재천 학여울 구간을 대상으로 10가지 공법을

개발, 시험하였으며, 강수학 등(2007)은 청계천

복원 전후의 식물상 변화를 통하여 복원 전에 비

해 복원 후의 이입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밖에 서울시의 4개 하천

을 대상으로 횡단구조에 따른 식생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배정희 등, 2008)가 있다.

청계천은 도시인에게 친수환경을 제공해주

기 위한 목적과 도시내 생태적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복원된 바, 생태적으로 바람

길을 조성해 주는 역할과 동시에 방문하는 이

용객들에게 직접 생물들을 접할 수 있는 생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계천 복원 후의 식

물상은 복원 전에 비하여 많은 이입종의 출현

과 식재종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며 생태계위해종의 출현도 관찰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 도출이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복원 후 초기 2년간 급격

한 변화를 나타내나 3년차부터 점차 안정된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청계천 복원

후 3년간의 식물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식재 식

물 및 이입 식물과 생태계 위해종 등 식물 구성

을 분석하여 도시내 복원 하천의 변화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 도심의 복원된 하천생태계에서

장기적인 식생 천이의 변화 예측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셋째, 하천의 생태적 안정을 위

한 식생 관리 방안 모색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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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지 위치 및 범위(구글 위성영상).

II.연구방법

1.대상지 현황

청계천은 서울 도심의 중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 지르며 흐르는, 중랑천의 제 1지류인 지방

1급-2급 하천으로서 유역면적 50.96km
2
, 유로 연

장 10.92km의 도시하천이며 행정구역은 동대문

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등 4개구에 속해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합류부

의 총 8.12km 구간(표 1, 그림 1)이며 1,2구간은

친수공간으로, 3,4구간은 자연성이 살아있는 공

간으로 각각 복원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3,4구

간에 해당하는 하류는 양안 및 둔치면적이 상대

적으로 넓어 다양한 이입종의 유입 가능성이 크

다(청계천 홈페이지).

표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구분 구간명 길이(km)

1구간 청계광장-새벽다리 2.0

2구간 새벽다리-황학교 2.1

3구간 황학교-고산자교 1.74

4구간 고산자교-중랑천합류부 2.28

2.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계천 복원 후의 식물상 변화를 분

석․평가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준공이후 3년

간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분석하였다. 현장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동절기를 제외하고 계절마다 2006년 5회,

2007년과 2008년 각 6회를 실시하였다.

식물종의 과와 종 분류, 생활형별 식물상 구분

은 이영노(1996)와 이창복(2006)의 도감을 참고

하였다. 귀화종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외래식

물종합검색시스템과 김준민 등(2000)을 참고로

실시하였으며 귀화율은 임양재와 전의식(1980)

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 또한 이입종 중 생태

계위해종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III.결과 및 고찰

1.전체 식물상

청계천 복원 후 3년간에 걸쳐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총 식물상은 2006년에는 식재종을 포함

하여 총 328종이 출현하였으며 2007년에는 총

446종, 2008년에는 총 444종이 각각 조사되었다

(표 2). 전반적인 식물상의 출현 양상은 복원 초

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하여 출현과 사라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하천 복원 초기에

필요한 식재종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이

고 이입종의 출현 종수도 복원 직후에 비해 급격

히 증가되었다.

연도별 식재종과 이입종의 출현현황을 살펴보

면 2006년의 경우 식재종은 95종, 이입종은 233

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입종 중에서는 귀화종이 58

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생태계위해종은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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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재종 이입종 생태계 위해종 귀화종 총 종수

2006년 95종 233종 3종 58종 328종

2007년 134종 312종 4종 61종 446종

2008년 136종 308종 3종 63종 444종

표 2. 연도별 출현 식물상 분석(2006-2008).

풀(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tior), 단풍잎돼

지풀(Ambrosia trifida), 서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등 3종이 출현하였다.

2007년의 경우 식재종과 이입종이 2006년에

비하여 다수 증가하였는데 식재종이 134종으로

나타났으며 이입종은 312종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식재종이 증가한 것은 생태학습관 옆

의 야생초화원이 개방되고 곤충류 등의 유입을

위한 식이식물의 도입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입된 식물의 종 수도 복원 하천 초기에홍수기

및 이용객 증가 등의 원인으로 교란이 심해져 교

란이 심한 장소를 중심으로 기존 식생이 퇴화되

고 1,2년생 초본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다수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귀화종은 61종으로 전년

도에 비하여 3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태계위

해종은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가 추가

로 조사되어 2006년의 3종을 포함하여 총 4종으

로 나타났다.

복원 후 3년차인 2008년의 경우 식재종은 총

136종으로 조사되었고 이입종은 308종으로 조

사되었다. 생태계위해종은 3종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에 출현했던 도깨비가지가 발견되지 않았

는데 이는 도깨비가지 침입 초기에 인위적인 제

거를 통해 관리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7년에

비해 식재종 및 이입종의 뚜렷한 증가현상이 나

타나지않고 종 구성만달라져 점차 안정화된 생

태계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계천

유속이 빠른 특성상 부엽식물 및 침수식물의 생

장이 어려워 수생식물은 제한적이었으나, 일부

정수역을 중심으로 부엽식물인 노랑어리연꽃

(Nymphoides peltata)이 새로 도입되었다.

2.과별 식물상 분석

복원 후 3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한 과는 국화과로 나타났다(그림 2).

2006년에는 국화과를 비롯하여 벼과, 콩과, 마디

풀과, 장미과, 사초과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비율은 각각 20%, 12%, 8%, 5%, 4%, 3%로 나타

났다.

2007년 모니터링에서는 국화과, 벼과, 콩과, 장

미과, 십자화과, 백합과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과별 종수의 비율이 달라

진 이유는 백합과의 식재종 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되며십자화과의 경우 이입종수가 꾸준히 증

가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15%, 11%, 7%, 5%, 4%,

4%로 산출되었다. 2006년과 비교하면 각각의 전

체적인 구성비는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식재종

및 이입종 증가로 인해 출현하는 과가 다양해졌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년 식물상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와 유사하게 국화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벼과, 콩과, 장미과, 백합과 순

으로 조사되었다. 그 비율은 16%, 10%, 7%, 5%,

4%로 각각 나타났다. 국화과의 경우 복원 초기

에 이입되는 1,2년생 초본들이 주로 해당되기때

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연도별 이입종과 식재종을 과에 따른 종

수로 분석한 결과 이입종은 국화과가 3개년 동

안 가장 많은 종수를 나타냈으며 벼과, 콩과, 십

자화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3). 식재종은벼과가 3개년 동안 11종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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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

12%

8%

5%
4%3%3%3%2%2%

38%

국화과

벼과

콩과

마디풀과

장미과

사초과

석죽과

십자화과

백합과

꿀풀과

기타

 

2007

15%

11%

7%

3%
5%

2%3%4%4%3%

43%

국화과

벼과

콩과

마디풀과

장미과

사초과

석죽과

십자화과

백합과

꿀풀과

기타

2008

16%

10%

7%

3%
5%

2%3%3%4%3%

44%

국화과

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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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출현종 과별 구성비.

구분 국화과 벼과 콩과 석죽과 십자화과 마디풀과

2006 55 33 20 18 12 14

2007 59 36 27 13 18 14

2008 58 36 28 11 18 15

표 4. 연도에 따른 과별 식재종수 변화.

구분 벼과 국화과 장미과 백합과 버드나무과 사초과

2006 11 9 10 6 5 4

2007 11 9 14 13 7 6

2008 11 10 13 13 7 6

표 3. 연도에 따른 과별 이입종수 변화.

일하게 나타났으며 장미과와 백합과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07년과 2008년에 많은 종수를

나타났다. 목본 중에서는버드나무과의 식재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미

과는 2007년 이후로 과실수종이 식재되어 증가

하였으며백합과는 새로 조성된 생태학습장 인근

초화원에 원추리종류를 포함한 식재종의 비율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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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년생초본 다년생초본 목본

총 수
종 수 비율(%) 종수 비율(%) 종수 비율(%)

2006 147 42.1 131 39.9 60 18.0 328

2007 170 38.1 189 42.4 87 19.5 446

2008 164 36.9 193 43.5 87 19.6 444

표 6. 생활형별 식물상 분류.

3.구간별 식물상 출현 변화

복원초기의 하천환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

입종을 대상으로 구간별 식물 출현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구간별 종수

는 증가하였고 1,2구간에 비하여 3,4구간이 상대

적으로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표 5). 그 이유는

3,4구간은 양안의 둔치면적이 넓고, 제방, 녹지

등 다양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상류부인 1,2구간

에 비하여 귀화종을 비롯한 다양한 이입종의 출

현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3

구간의 경우 모래톱을 비롯한 미소지형, 저수호

안, 둔치에서 다양한 종이 조사되었으며 4구간에

서도 저수호안, 둔치, 제방사면에서 다양한 종이

조사되었다.

즉, 1,2구간에 비해 3,4구간에서 하천 폭, 둔

치면적, 완경사, 모래톱, 여울과 못의 형성, 야생

초원 및 인공습지 등 다양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종의 유입이 활발하고 안정적 군락이 유지될 수

있었다.

표 5. 연도별 이입종 출현 식물상 분석(2006-2008).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2006년 81종 56종 165종 199종

2007년 79종 85종 186종 242종

2008년 83종 86종 188종 247종

4.생활형별 식물상 분석

청계천 복원 후의 초기 식물상 출현 경향은 다

양한 식재종과 함께 1,2년생 초본을 중심으로 구

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년생 초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2006년도에 출현한 식물을 대상으로 생활형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1,2년생 초본은 147종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은 42.1%로 조사되었다. 다년

생 초본은 131종으로 39.9%를 나타내어 초본이

8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본

은 60종이 조사되어 초본에 비해서 그 비율은 적

었으며 식재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1,2년생 초본이 170종, 다년생 초

본이 189종으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하여 다년생

초본의 종수가 대폭 증가하여 전체 초본 비율이

80.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청계천 복원 후 백

합과 등의 초본성 식재종이 증가하고 이입 초본

의 천이도 자연스럽게 진행된 원인으로 판단된

다. 목본은 87종으로 2006년에 비해 27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실수 등의 식재종 증가

및 이입종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는 1,2년생 초본이 164종, 다년생 초

본이 193종으로 각각 조사되어 2007년에 비해

다년생 초본 종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고, 목본의 출현 종수는 동일하였다(표 6). 청계

천 식물종의 생활형별 특성은 복원 초기의 불완

전한 상태로 인하여 1,2년생 및 다년생 초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류의 이입 및 경관을

위한 목본의 식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입종과 식재종의 생활형별 출현 종수를 비교

했을 때 1,2년생 초본은 식재종에서 4-5종으로

나타났고 이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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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년생초본 다년생초본 목본

총 수
식재종 이입종 식재종 이입종 식재종 이입종

2006 5 142 43 88 47 13 328

2007 4 166 65 124 65 22 446

2008 4 160 67 126 65 22 444

표 7. 생활형별 식재종 및 이입종 출현 종수.

로 조사되었다. 다년생초본 중 식재종은 백합과

와 붓꽃과의 출현종 증가로 인해 2007년과 2008

년에 많은 종수가 조사되었다. 이입종도 2006년

에 비해 2007년과 2008년에 많은 종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본의 경우 2007년과 2008

년에 과실수를 비롯한 식재종의 증가가 특징적으

로 나타났으며 이입종도 2006년에 비해 2007년

부터 다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5.귀화종 및 생태계위해종 분석

전반적으로 청계천의 귀화종은 시간이 지날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천 복원 후

2006년 조사에서는 총 58종이 조사되었으며 귀

화율은 24.9%를 기록하였다. 2007년 조사에서는

3종이 증가하여 총 61종이 조사되었고 귀화율은

19.6%를 기록하여 2006년에 비해 약간 낮은 비

율을 타나내었다. 2008년 조사에서는 2007년에

비해 2종이 증가하여 종수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화율은 20.5%를 기록하였

다(표 8). 2006년에 비해 2007년과 2008년에 귀

화율이 감소한 이유는 이입종의 상대적인 증가에

비하여 귀화종의 증가속도가줄어들었기 때문이

며, 이렇게 귀화종 증가속도가줄어든 것은 상대

적으로 준공직후인 2006년에는 급격한 교란과

환경조건의 변화로 비교적 환경적응력이 우세한

귀화종의 유입이 많았고 이후 그 증가속도가 현

저히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불광천에서의

직강하천구간과 자연형복원하천구간을대상으로

한 귀화율 조사 연구(정진아 등, 2004)에서는 직

강하천구간에서 22.4%, 복원하천구간에서 21.1%

표 8. 귀화종 및 생태계위해종 현황.

구분 이입종 귀화종 귀화율(%) 생태계위해종

2006 233 58 24.9 3종

2007 312 61 19.6 4종

2008 308 63 20.5 3종

를 기록하여 직강하천 구간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2006년에는

높은 비율이었지만 2년 후인 2008년의 경우 두

구간에 비하여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유미 등(2002)은 중랑천의 식생구성과 식물상 연

구에서 전체 귀화율이 29.2%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

을 보였으며 이는 하천공사 등의 잦은 환경변화

로 인한 교란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환경부 지정 생태계위해종으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화과에 속하는 돼지풀, 단풍잎 돼

지풀, 서양등골나물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07

년의 경우 도깨비가지가 출현하였으나 2008년에

는 조사되지않아 일시적으로 이입되었다가 인위

적 관리를 통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돌콩(Glycine

soja), 살갈퀴(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is) 등

의 덩굴성 식물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둔치가 넓은 하류쪽에서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군락과 같은 식재종에 피복하고

있으며 목본 중 귀화종인 가중나무(Ailanthus

altissima)가 역시 하류의 둔치에 대규모로 출현

하여 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어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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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종을 비롯하여 생태계에 교란을 초래하는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6.유사 연구사례와의 비교

본 연구와 관련되어 이전에 복원된 하천 중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수행된 양재천, 안양천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 시간에 따라 지속

적으로 식물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재천의 경우 복원 후 10년이 지나 총 227종이

출현(강남구청, 2005)하였으며, 안양천의 경우 복

원 후 6년이 지나 총 217종의 관속식물이 출현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양시, 2007). 신정

이(1999)는 복원된 지점에서의 식물상 출현양상

이 복원 후 2년간 1,2년생 초본의 증가로 인해 종

다양도가 높고 안정화가 시작되는 3년에서 4년

째부터 종다양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추후 안정

화 단계로 접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승

훈 등(2000)은 샛강 생태공원 조성 후 3년간 식

물상 변화에서 초기 2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3년째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하천 복원 및 조성 후 초기 식물상

은 대부분 이입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나 복원 후 3-4년째 접어든 시기에는 그

증가세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계천의 경우에도 식재종은

하천관리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종수가

증가하지만 이입종의 경우 초기 2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3년차에는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사례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계천의 식

생변화를 파악하고 잠재식생모델을 예측함으로

써 식생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결 론

청계천 복원 후의 식물상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하여 기존 연구에서 하천복원 후 3년차에 비교적

식생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에 따라 3

년간의 식생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청계천 복원 후 식물상은 1,2년생 초본과 다년

생 초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식재종이 대

부분을 차지하는 목본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었다. 1,2년생 초본의 지속적인 증가는 하천복원

후의 불안정한 초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구간별 식물상의 출현은 미소지형

과 둔치 및 제방사면이 발달한 하류에서 상류보

다 많은 종이 조사되었으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이 경향은 계속되었다.

과별로는 2006년에는 국화과, 벼과, 콩과, 마디

풀과, 장미과, 사초과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7년

에는 국화과, 벼과, 콩과, 장미과, 십자화과, 백

합과의 순으로, 2008년에는 국화과, 벼과, 콩과,

장미과, 백합과 등으로 나타났다. 복원 1년차인

2006년에 비해 마디풀과가 줄고 십자화과, 백합

과 식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귀화율의 경우 2006년에는 25%에 이르다가

2007년 이후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었다.

생태계위해종은 모니터링기간동안 3종이 공통

으로 출현하였고 2007년의 경우 도깨비가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환삼덩굴 등의

덩굴성 식물의 번성이 식재종의 생육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

리 방안이 요구된다.

타 하천과의 식물상 출현 비교에 있어 청계천

이 양재천과 안양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

이 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조사지점의

연장 및 식재종의 다양함, 서식공간의 면적 차이

등의 이유로 판단된다.

생태적 목적의 하천 복원, 자연형하천 또는 생

태하천 조성 및 생태적인 하천 관리에서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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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의 급격한 생태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

시기에 인위적인 에너지를 투입해 생태계위해종,

귀화종 및 종의 교란 등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면빠른 시간에 하천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출현 식물상만을 중심

으로 언급하였으나 복원 후의 식생 군락의 변화

및 천이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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