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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생태복원 사업은 훼손된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
여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Society for Ecological Restor
ation International Science & Policy Working Group, 

이것은 생태복원의 정의이면서 목적이기도 하2004). 
다 이를 위해서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를 파악하고. , 
훼손된 원인을 진단하여 최적의 복원 기법을 도출하

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서 궁. 
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생물다양성
의 증진이다 최(FAO, IUCN CEM & SER, 2021). 
근에는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태복원을 제시하고 있
다(Harris et al., 2006; Simonsona et al., 2021).

생태복원이 훼손된 생태계를 되돌리고 생물다양성, 
을 증진시키면서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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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태복원을 위한 . 
대부분의 접근 방법이 식물들을 설계하여 복원하는 
능동적 복원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식물종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과정 즉 생태복원을 , , 
위한 식생 복원 과정에서는 공원녹지를 조성할 때 사
용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복원 사업이라고 할 ,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개소를 대상58
으로 한 준공도면 분석 결과 훼손지역을 대상으로 , 
하는 생태복원 사업과 공원녹지를 위한 식재 기법이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Cho, 2021). 

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어린 나무
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Clewell et al., 2005; Nati

어린 onal Institute of Ecology, 2015; Cho, 2021). 
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복원할 지역에서 식물의 환경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 나무 즉. , 
묘목을 이용한 식재 방법과 관련해서 는 Lee(2020)
옮겨심기에 알맞은 크기의 나무로 흉고직경이 4 cm 
이하 혹은 수고가 이하라고 하였고3~4 m , Miyawak

는 그보다 훨씬 적은 규격의 용기 묘목을 밀i(1999)
식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묘목의 규격을 정확하게 언. 
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국제생태복원학회, (SE

에서도 가급적 어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R)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ociety for Ecologic
al Restoration International Science & Policy Wor
king Group, 200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개 사례 지역에서 준58
공도면을 이용하여 식재 규격을 조사했을 때 근원직
경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8cm (Cho, 2021). 
그 이유로는 묘목을 식재하고 싶어도 사회적인 인식 
문제가 작용했을 수도 있으며 법정 조경기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에서는 식재해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이상2022) 5 cm
이거나 근원직경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6 cm
있어 이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생태복원 . ,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묘목 식재의 필요성을 인지
하지 못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 
련하여 대표적인 생태복원 사업 중에 하나인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하여 생태복원 사업에서의 식재 설계와 관련
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재 규격과 함께 식재 밀도도 자연적인 수림대를 
조성하거나 건강한 숲을 만들 때 중요한 식재 설계 
요소이다 식재 밀도는 식재 수량과 관련되는데 국토. , 

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서는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1 
당 교목은 주 이상 관목은 주 이상을 식재0.2 , 1.0㎡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목 식재와 관련한 설계기. , 
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에서는 녹지의 경우 완성형의 식재 기준은 2019) , 
100 m2당 교목 주 간격 소교목 주 화13 (3.5 5 m ), 16 (∼
목 포함 관목 주 주 및 묘목 식재지의 환), 66 (2 3 /m) (∼
경 조건에 따라 필요한 양 으로 하고 설계자가 대상 ) , 
지역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 밀도 기준에서는 . , 
이용하는 자연림 및 도시숲은 조성 녹지 면적을 기준
으로 교목 주3.5 /100 m2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하
며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의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 
재밀도는 교목 주5 /100 m2 소교목 주, 2 /100 m2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층림으로 교. , 
목층과 중목층의 수관이 서로 겹쳐 폐쇄적인 수림을 
구성하며 교목류 하부에 관목류가 빽빽이 들어차는 
밀생림의 밀도는 주20 40 /100 m∼ 2 울폐도는 로 , 70%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생태복원 사업을 위한 식재 설계의 
접근 방법은 관련 법규나 지침 혹은 기준이 상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 식재 설계와 관련하여 기준이 . 
제시된 것은 에National Institute of Ecology(2015)
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으로 핵심지역의 경우 장래 완, 
성형 년 정도 경과 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10 20 )∼
이 복층림으로 교목층과 중목층의 수관이 서로 겹쳐 
패쇄적인 수림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밀, 
도는 주20 40 /100 m∼ 2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복원. , 
지역의 목본류는 종자 파종 및 묘목 식재가 가능하다
고 적시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교목 위주의 복층림으. 
로 교목류 하부에 관목이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수림
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밀도는 주, 10 20 /100 ∼
m2 전이지역은 주, 10 /100 m2로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는 주Miyawaki(1999) 2~7 /1 m2의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묘목 수준의 매우 작은 ,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다만. , 

방법은 자연적 선택 방법에 의해서 식재 Miyawaki 
후 생존율을 범주로 설정하였다15~90% (Clara 
Manuel for URBAN FORESTS, 2020). Lee and 

이 제시한 조경수목의 생육환경을 고려한 Lee(1999)
적정 식재 간격은 목표 연도를 식재 후 년으로 설10
정했을 경우 상록교목의 경우 낙엽교목은 , 3.0 m, 

낙엽아교목은 의 간격을 유지4.0~6.0m, 2.5~3.0 m
하는 것으로 이는 주, 12 /100 m2의 식재밀도에 해당
한다 의 지속가능한 산림. Korea Forest Service(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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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관리 지침에서도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 및 관
리를 위해서는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
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할 것을 훈
령으로 하고 있으며 식재조림을 할 경우 주, 5,000 /ha
의 밀도로 간격으로 식재하거나 주 의 1.4 m 3,000 /ha
밀도로 식재시 간격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제1.8 m 
시하고 있다. 

한편 생태복원에서 자생수종을 사용하는 것은 식, 
생 복원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여겨진다(Brown and 
Amacher, 1999; McKay et al., 2005; Clewell and 
Aronson, 2013; Gibson et al., 2016; Cho, 2017). 
산림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42 9(2019.1.8.),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서 48 8(2019.7.9.)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생식물 및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적
시하고 있다 여기서 자생식물은 산림복원 대상지 주. 
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 기후대가 유ㆍ
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
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 ㆍ
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2 1 16」 
조제 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이라고 1
정의하고 있다 특히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 , 
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산림청고시 제 호( 2020-55 , 

제정 및 시행 를 통해서 엄격히 관리하2020. 9. 7., )
고 있다 한편 다양한 (Korea Forest Service, 2020). , 
연구에서 자생수종이 그 지역의 토착 야생동물의 서
식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며(Berthon et al., 2021), 
빠른 지반 안정 등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 초종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Antonio and Meyerson, 
2002; Ewel and Putz, 2004; Cho, 2017). 생태계보
전부담금 반환사업 개 지역에서의 준공도면을 이용58
한 식재 수종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자생식물과 재배
식물의 비율이 의 비율로 비교적 높은 재배식76 : 24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21). 

이외에도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설계를 할 때에는 
식재할 지역의 기후대와 토양 환경 식재 후 잡초 발, 
생 등을 고려하여 접근한다 식재 후 잡초 발생 제어. 
는 생태복원 사업 후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식재한 
식물의 안정적 생육을 위한 것이다 생태복원 사업의 . 
시공이 완료된 이후의 관리는 생태복원 사업의 성패
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순(Clewell et al., 2005; Cho, 2017). 
응적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것과 훼손된 지역을 다

시 건강하게 만드는 생태복원이라는 두 가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이용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 설, 
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
전히 의문이 많다 따라서 조경이나 생태복원에서 상. 
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식재 설계 방식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된 설. 
계 및 시공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재 설계와 관련한 인식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및 방법2. 

설문지 개발2.1.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설계 기법과 관련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항목은 생태복원 사업에서의 
전반적인 식재 설계 인식 문항 식재 수종 선정 방(4 ), 
식 문항 식재 규격 문항 식재 밀도 문항 자생 (2 ), (4 ), (2 ), 
수종 사용 문항 기후대 및 토양 환경 문항 잡초 (4 ), (4 ), 
발생 제어 문항 로 총 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2 ) 7
(Table 1).

연구 내용 및 방법2.2. 

설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2021 12 21 2022 1
일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격10

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환경부 특성화대학원 사업 , 
녹색복원 분야의 대학원생 중 실무를 겸하고 있는 파
트타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 분야 개의 . 7 29
질문을 구글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응답 인원은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자신이 35 , 
스스로 판단했을 때 공원 및 녹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명과 생태복원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15
하는 명의 응답지를 유효 표본으로 분석하였다15

나머지 응답자들은 나무의사 등 다른 분(Table 2). 
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판단하여 이 설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즉 설문지의 표본수는 총 명으로 신뢰 , 30
수준 에서 표본오차 이다95% ±6.68% . 다만 적합한 ,  
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 를 사용했을 G*power 3.1.9.2
때 카이제곱 검정 에 대해 통계적 유, (chi-square test)
의수준 검정력 큰 효과크기 자유도.05, .80, 0.5, (df) 
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표본 수는 명이였다 적3 44 . 

정 표본수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자격을 보유한 전체 인원이 명을 넘지 않는 점 등260
을 감안하여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겨두었다.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은 크게 빈도 분석과 전문 



조동길582

분야 및 업무 수행 정도에 따른 교차 분석을 실시하
였다 전문 분야는 공원녹지 또는 정원 분야 그룹 이. (
하 공원녹지 분야라고 함 명과 생태복원 또는 하) 15
천복원 분야 이하 생태복원 분야라고 함 명에 따( ) 15
라서 설문지 문항 전체에 대해서 교차분석과 카이제
곱 검정 을 실시하였다 또한 업무 (chi-square test) . , 
수행 정도에 따른 그룹에서는 주 업종으로 수행 중인 
전문가 명 수행이 비교적 많음으로 응답한 전문가 6 , 

명 그리고 거의 수행하지 않음은 명으로 나타났14 , 10
는데 각 그룹에 따른 설문 문항 모두에 대해서 교차, 
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프로그램은 을 사용하였으며IBM SPSS 26 ,   
통계 처리는 전체 문항 값에 대한 빈도 분석 집단에 , 
따른 범주형 변수의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범주 수. 
가 개인 경우는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적도록 피셔2
의 정확 검정 을 실시하였고 범주 (Fisher's exact test) , 
수가 개 이상인 경우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3 .

연구 결과 및 고찰3. 

생태복원과 공원녹지의 식재 설계에 관한 3.1. 

인식

생태복원을 위한 식생 복원 설계와 공원 녹지 설계·
를 위한 식재 설계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높았으
며 명 그렇지 않다는 명 으로 나타28 (93.3%), 2 (6.7%)
났다 전체적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Table 3, Table 4). 
설계 방식과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분명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 
공원녹지나 생태복원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한 그룹 
간의 유의성은 없었으며 주 업종으로 수행하는 그룹, 
간에서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공원녹지나 . , 
생태복원 분야에서의 업무의 경험이나 전문 분야에 
관계없이 식생 복원 설계와 공원이나 녹지를 위한 식
재 설계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 
경향 즉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이후, 
의 모든 설문 문항에서 나타났다. 

식재 설계 시 식재 수종 선정 방법3.2. 

생태복원을 위한 식생 복원 설계 목적을 묻는 질문

Question structure Question Key Concepts

Awareness of planting 
design i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Difference between design awareness of vegetation restoration and parks and green space

Priority of the purpose of vegetation restoration design for ecological restoration (1st, 
2nd, 3rd priority)

Selection method of 
planting species

Plant species selection in vegetation restoration design

Approaches to vegetation restoration design and techniques

Tree size

Tree size of mainly planted

Awareness of appropriate tree size for ecological restoration

Reasons to avoid planting saplings

Awareness of the planting tree size for ecological restoration in forest areas.

Planting density
Awareness of appropriate planting density design methods

Awareness of appropriate planting density design methods for ecological restoration

Use of native species

Awareness of native, exotic, and cultivated species during ecological restoration

Appropriate ratio of exotic and cultivated species

Identification of native species

How to identify native species

Vegetation climate zone 
and soil environment 

Whether to consider vegetation climate zone in vegetation restoration design

How to check the climatic zone of the species to be planted

Awareness of actual soil environment improvement when designing vegetation restoration

Awareness of appropriate ways to improve the soil environment

Weed control
Preferred methods for reducing damage from weeds

Preferred mulching material

Table 1. Questionnaire composition and key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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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1 70.0%

Female 9 30.0%

Age

20s 0 0.0%

30s 3 10.0%

40s 11 36.7%

50s 11 36.7%

60s 5 16.7%

Work experience

< 6 years 0 0.0%

6-10 years 3 10.0%

11-15 years 4 13.3%

16-20 years 6 20.0%

> 20 years 17 56.7%

Expert group
Parks and green space or garden field 15 50.0%

Ecological restoration or river restoration field 15 50.0%

Degree of performance

Performing as the main task 6 20.0%

doing relatively more 14 46.7%

doing rarely 10 33.3%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survey respondents

Parks and green space or
garden  field

Ecological restoration or
river restoration field

Total

n(%) n(%) n(%) ²χ p

Yes 14(93.3) 14(93.3) 28(93.3) 1.000

No 1(6.7) 1(6.7) 2(6.7)

Total 15(100.0) 15(100.0) 30(100.0)

Table 3. A need for a difference between the vegetation design for ecological restoration and the plantings design for parks 
and green spaces according to expert group

performing as the
main task

relatively more doing rarely Total

n(%) n(%) n(%) n(%) ²χ p

Yes 6(100.0) 13(92.9) 9(90.0) 28(93.3) 0.61 .736

No 0(0.0) 1(7.1) 1(10.0) 2(6.7)

Total 6(100.0) 14(100.0) 10(100.0) 30(100.0)

Table 4. A need for a difference between the vegetation design for ecological restoration and the plantings design for parks 
and green spaces according to work experiences 



조동길584

에서 우선순위 위로 선택한 것은 생물종 다양성 증1
진이 명 생태기반 환경의 안정 또는 원지13 (43.3%), 
형 복원이 명 서식지 복원이 명7 (23.3%), 5 (16.7%),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명 아름다운 경관 형4 (13.3%), 
성을 목적으로가 명 순으로 많았다 그룹별로 1 (3.3%) . 
봤을 때 공원녹지 분야의 경우 생물종 다양성 증진 5
명 생태기반 환경의 안정 또는 원지형 복원 (33.3%), 
명 생태네트워크 연결 명 아름다5 (33.3%), 4 (26.7%), 

운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명 이었다 생태복원 1 (6.7%) . 
분야의 경우 생물종 다양성 증진 명 서식지 8 (53.3%), 
복원 명 생태기반 환경의 안정 또는 원지형 5 (33.3%), 
복원 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 업종으로 2 (13.3%) . , 
수행하는 전문가의 경우 생물종 다양성 증진 명3

서식지 복원 명 생태기반 환경의 (50.0%), 2 (33.3%), 
안정 또는 원지형 복원 명 이었고 수행이 비1 (16.7%) , 
교적 많은 그룹의 경우 생물종 다양성 증진 명6

생태기반 환경의 안정 또는 원지형 복원 (42.9%), 4
명 서식지 복원 명 생태네트워크 (28.6%), 3 (21.4%), 
연결 명 이었고 거의 수행하지 않는 그룹의 1 (7.1%) , 
경우 생물종 다양성 증진 명 생태네트워크 4 (40.0%), 
연결 명 생태기반 환경의 안정 또는 원지형 3 (30.0%), 
복원 명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2 (20.0%), 1
명 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응답 결과 생태(10.0%) . 
복원을 위한 식재 설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 응답자 전문 분야별 그룹 업무 수행 경, , 
험에 따른 그룹 등에 상관없이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생태복원. 
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Cho, 

반대로 가2017; FAO, IUCN CEM & SER, 2021). 
장 낮게 응답한 것은 아름다운 경관 형성이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원 및 녹지 등에서 조경적인 접
근을 할 때 자주 이용되는 목적 중 하나이다.

식생복원을 위한 설계 시 식물종 선정 방법과 관
련해서는 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
하는 것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참조 생(76.7%) . 
태계를 고려하여 선정 대상지의 기후 배수(60%), , , 
토양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전문가 자(56.7%), 
문을 통해서 선정 생태복원 관련 선행 사례 (30%), 
도면을 참고하여 선정 발주청 지자체 포함(16.7%), ( )
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 순으로 응답했다 그(6.7%) . 
룹별로 봤을 때 공원녹지 분야는 대상지의 기후 배, 
수 토양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 (73.3%)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복원의 목적을 달성할 . 
수 있는 수종을 선정 참조 생태계를 고려하여 (60%), 

선정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선정 생태(53.3%), (40%), 
복원 관련 선행 사례 도면을 참고하여 선정(20%), 
발주청 지자체 포함 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 ) (13.3%) 
순으로 응답했다 생태복원 분야의 전문가 응답으로. 
는 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종 선정 방법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참조 생(93.3%) , 
태계를 고려하여 선정 대상지의 기후 배수(66.7%), , , 
토양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전문가 자문(40%), 
을 통해서 선정 생태복원 관련 선행 사례 도(20%), 
면을 참고하여 선정 순으로 응답했다 이 분(13.3%) . 
야의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빈도와 생태, 
복원 분야의 전문가 그룹은 중요도는 유사한 순서로 
나타난 반면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은 대상지, 
의 기후 배수 토양 등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하는 것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 
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설계 
시 식물종 선정 방법에서는 복원의 목적을 달성하거
나 참조생태계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방법 대상지역, 
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법이 높게 나타
났다 이에 비해 전문가 자문이나 선행 사례 도면 참. 
고 발주청의 요구 고려 등의 항목은 낮게 나타났다, . 
따라서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설계에서 식물종 선정
은 생태복원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
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생복원 설계 시 식재 수종 조합 방식과 식생복원 
기법 접근 방법에 관한 질문의 전체 응답으로는 참조 
생태계를 고려하여 선정 식물의 성장 특성을 (66.7%), 
고려하여 선정 한다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나(66.7%)
타났다 그 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선정 유. (23.3%), 
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 생태복원 (13.3%), 
관련 선행 사례 도면을 참고하여 선정 발주청(10%), 
지자체 포함 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 으로 응( ) (6.7%)

답했다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 응답으로는 식물의 성. 
장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참조 생태계를 고려(60%), 
하여 선정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46.7%), 
정 생태복원 관련 선행사례 도면을 참고하여 (26.7%), 
선정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선정 발주청(20%), (20%), 
지자체 포함 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 관습( ) (13.3%), 

적 접근 즉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선정 순으, (6.7%) 
로 나타났다 생태복원 분야 전문가 응답으로는 참조 . 
생태계를 고려하여 선정 식물의 성장 특성을 (86.7%), 
고려하여 선정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선정(73.3%), 

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 보면 첫 번째와 (26.7%) . 
두 번째의 우선순위 값이 달랐을 뿐 전체적으로 참조
생태계를 고려하고 식물의 성장 특성을 고려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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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생태복원 . , 
후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순
위에서는 번째였으며 공원녹지분야 전문가 그룹은 4 , 
번째였는데 생태복원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응3 , 

답자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생태복원 사업 후 유지. 
관리의 중요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식생 복원 기법
의 적용 방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지시킬 필요성
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식재 설계 시 식물의 적정 규격3.3.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설계를 할 때 도입하는 식물
의 적정 규격에 관한 질문에서는 수종에 따라서 다르
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참나, 
무과 낙엽활엽수종으로 고려하여 응답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이 분야의 설문은 현재 업무에서 주로 식재하. 
고 있는 규격과 함께 앞으로 생태복원을 위해서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규격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현재 업무에서 주로 식재하고 있는 교목층 식, 
물 규격의 경우는 명 이상 R8~R9 11 (36.7%), R10 10
명 명 미만 명(33.3%), R6~R7 4 (13.3%), R2 2 (6.7%), 

명 명 순으로 많았다R4~R5 2 (6.7%), R2~R3 1 (3.3%) 
이 분야의 설문 분석 결과에서 (Table 5, Table 6). 

그룹 간 유의성은 없었는데 전체적인 응답을 기준으, 
로 봤을 때 이상의 규격을 이용하는 전문가는 R8 21
명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외 규격은 (70%) . R6~7 

가 나왔으나 이보다 작은 규격은 명 으13.3% 5 (16.7%)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식재 설계 시 사용하는 규격. 
은 조경기준에서 제시하는 규격 또는 기존 조경 설계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과 다르지 않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원에서는 대상 지역의 환. 
경에 잘 적응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급적 어, 
린 묘목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만(Miyawaki, 1999; 
Clewell et al., 2005;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이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결과 에2015), (Cho, 2021)
서도 나타났듯 전문가의 인식도 이상의 규격을 사R8 
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생태복원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적, 
정 수목의 규격 교목층 기준 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 )

명 이상 명R8~R9 11 (36.7%), R10 7 (23.3%), R4~ R5 
명 명 명4 (13.3%), R6~R7 4 (13.3%), R2~R3 3 (10.0%), 

미만 명 순으로 응답하였다R2 1 (3.3%) (Table 7, Table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이 이상8). R8 

이 명 인 것에 비해 바람직한 규격이 이상이21 (70%) R8 
라고 응답한 비율이 명 으로 다소 낮아졌지만18 (60%) , 
큰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생태복원 사업을 위한 식재 설계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식재 설계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이93% 
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 
복원 사업의 식재 설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의 
규격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식물의 규격은 평균 R8 
이상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도시공원사업소의 년 . 2006
공원녹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공공 공사에서 사용 빈
도수가 높은 조경수 규격이 R8~R12 cm(Kang and 

임을 감안한다면 생태복원 사업에서 사용Kim, 2009) , 
하고 있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격이 유사한 수
준으로 나온 것은 생태복원 사업과 공원녹지 사업과의 
차별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생태복원 사업 수행 시 묘목 식재를 주로 이용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전체 응답은 조성 후 관리 문제

상대적으로 큰 나무를 심어야 보기 좋고 뭔(60%), , 
가를 했다고 보기 때문 조성 후 빠른 극상 단(30%), 
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 사회적 인식 문제 (30%), 
즉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 
등 이윤 또는 사업성 문제 관련 규정 (26.7%), (10%), 
또는 기준의 부재 발주처의 요구 순으(6.7%), (6.7%)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가 . 
그룹이거나 생태복원 분야 전문가 응답에서도 유사한 
비율 및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묘목을 . 
식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조성 후 관리 이유가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큰 나무를 심어야 경관적으. 
로 보기 좋다는 인식이나 빠른 천이의 유도 혹은 묘
목 식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수준으로 유사30% 
하게 나타났다 이윤이나 관련 규정 부재 발주처의 . ,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 규정. 
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처의 감독 시 묘목 식재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더불어서 작은 . 
나무를 식재한 후에도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재 기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 . 
방법은 잡초 등 식재하지 않은 식물종의 우위에 따른 
식재 식물의 피압 을 염두에 둔 (Ki and Kim, 2012)
것이기 때문에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생태복원 
사업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환경부의 생태계보전부
담금 반환사업이 주로 도시지역 혹은 도시 인근 지역
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훼손된 산림
지역 간 생태복원 사업으로 도입하는 수목의 크기를 
달리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물어보았다 도시. 
지역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미조성 공원을 , 
대상으로 복원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생태적으로 리모
델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재하는 수목의 규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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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and green space or 
garden  field

Ecological restoration or river
restoration field

Total

n(%) n(%) n(%) ²χ p
< R2 1(6.7) 1(6.7) 2(6.7) 4.67 .457
R2 ~ R3 0(0.0) 1(6.7) 1(3.3)
R4 ~ R5 1(6.7) 1(6.7) 2(6.7)
R6 ~ R7 1(6.7) 3(20.0) 4(13.3)
R8 ~ R9 8(53.3) 3(20.0) 11(36.7)

R10≥ 4(26.7) 6(40.0) 10(33.3)
Total 15(100.0) 15(100.0) 30(100.0)

Table 5. Plant sizes of the upper layer currently being mainly planted according to expert group

performing as the main task relatively more doing rarely Total

n(%) n(%) n(%) n(%) ²χ p

< R2 0(0.0) 2(14.3) 0(0.0) 2(6.7) 8.98 .534

R2 ~ R3 0(0.0) 1(7.1) 0(0.0) 1(3.3)

R4 ~ R5 0(0.0) 2(14.3) 0(0.0) 2(6.7)

R6 ~ R7 2(33.3) 1(7.1) 1(10.0) 4(13.3)

R8 ~ R9 2(33.3) 4(28.6) 5(50.0) 11(36.7)

R10≥ 2(33.3) 4(28.6) 4(40.0) 10(33.3)

Total 6(100.0) 14(100.0) 10(100.0) 30(100.0)

Table 6. Plant sizes of the upper layer currently being mainly planted according to work experiences

Parks and green space or
garden  field

Ecological restoration or river 
restoration field

Total

n(%) n(%) n(%) ²χ p

< R2 0(0.0) 1(6.7) 1(3.3) 5.96 .310

R2 ~ R3 0(0.0) 3(20.0) 3(10.0)

R4 ~ R5 3(20.0) 1(6.7) 4(13.3)

R6 ~ R7 2(13.3) 2(13.3) 4(13.3)

R8 ~ R9 7(46.7) 4(26.7) 11(36.7)

R10≥ 3(20.0) 4(26.7) 7(23.3)

Total 15(100.0) 15(100.0) 30(100.0)

Table 7. Plant sizes of the upper layer considered desirable for ecological restoration according to expert group

performing as the main task relatively more doing rarely Total

n(%) n(%) n(%) n(%) ²χ p

< R2 0(0.0) 1(7.1) 0(0.0) 1(3.3) 8.44 .586

R2 ~ R3 0(0.0) 3(21.4) 0(0.0) 3(10.0)

R4 ~ R5 0(0.0) 3(21.4) 1(10.0) 4(13.3)

R6 ~ R7 1(16.7) 1(7.1) 2(20.0) 4(13.3)

R8 ~ R9 3(50.0) 4(28.6) 4(40.0) 11(36.7)

R10≥ 2(33.3) 2(14.3) 3(30.0) 7(23.3)

Total 6(100.0) 14(100.0) 10(100.0) 30(100.0)

Table 8. Plant sizes of the upper layer considered desirable for ecological restoration according to work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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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공원녹지를 만들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응답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 
응답에서 도시지역과 산림지역 간 생태복원 사업에서 
도입하는 수목의 크기를 다르게 접근해도 된다가 25
명 지역에 상관없이 복원에서 도입하는 수목(83.3%), 
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가 명 으로 5 (16.7%)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가 그. 
룹과 생태복원 분야 전문가 그룹의 응답에서도 유사
한 비율로 나타났고 업무 수행 경험에 따른 그룹 간, 
에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 
을 중심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묘목이 아
닌 이상의 규격을 이용한 식재가 바람직할 것으, R8 
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속가능한 . 
산림자원 관리 지침 산림청훈령 제 호 에 ( 1339 , 2017)
따르면 산림지역에서의 자연환경보전림을 조성할 때
에는 어린 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하
도록 고시하고 있다.

식재 밀도 적용 방법3.4. 

생태복원 사업에서의 적정 식재 밀도와 관련해서
는 설계에서의 접근 방법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식
재 밀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설문지에서 생태적 . 
기준을 방법론에 따라서 Miyawaki(1999) 1 m2내에 

개체를 식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고 관련 내2~7 , 
용을 설명하였다. 

적정 식재 밀도와 관련한 설계 방식에 대한 응답
은 생태적 기준에 맞추어 명 참조생태계의 15 (50.0%), 
기준에 따라서 명 조경 설계 기준에 따라11 (36.7%), 
서 명 공사비 기준에 맞추어 명 순2 (6.7%), 2 (6.7%) 
으로 많았다 적정 식재 밀도를 (Table 9, Table 10). 
고려하여 접근할 때에는 대부분 생태적 기준에 맞추
어 참조생태계의 기준에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참조생태계의 기준에 따라야 .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그룹은 생태복원 사업을 주 
업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었다 공사비 . 
기준이나 조경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전
체 응답자 비율로 봤을 때 에 불과해서 높지 13.4%
않았다. 

생태복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식
재 밀도의 경우는 당 개체 명1~3 18 (60.0%), 2~7㎡ 
개체 명 개체 명 종에 따라 다7 (23.3%), 0.2 3 (10.0%), 
름 명 현장에 따라 다름 명 순으로 1 (3.3%), 1 (3.3%) 
많았다(Table 11, Table 12). 

적정 식재 밀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밀도를 고려한 
설계 방법론과 유사한 패턴으로 응답하였다 즉. , m2 

당 개체 혹은 개체가 전체의 를 넘게 응1~3 2~7 80%
답하였고 조경설계 기준에 맞추는 개체, 0.2 /1 m2는 3.

에 불과하였다 이 문항의 응답은 3% . Miyawaki(1999) 
방법 혹은 참조생태계의 방식에 가깝게 밀도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생태복, 
원을 위한 식재 설계의 접근 방법론과도 일치하였다. 
다만 그룹 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한된 , , 
면적에서 식재 밀도를 높이는 것은 식재해야 하는 식
물의 규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설계에서 적정 규격과 밀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생수종 사용3.5. 

식생복원 설계 시 자생종 혹은 외래종 재배종 사, 
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는 자생종 중심으로만 선택하
는 것이 좋다 명 필요한 경우 외래종이나 16 (53.3%), , 
재배종을 써도 좋을 것 같다 명 으로 나타났14 (46.7%)
다 그룹별로 봤을 때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가나 생태. 
복원 분야의 전문가 모두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 
편 주 업종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의 경우 필요한 경, 
우 외래종이나 재배종을 써도 좋을 것 같다 명, 3

자생종 중심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명(50.0%), 3
이었고 수행이 비교적 많은 그룹의 경우 자(50.0%) , 

생종 중심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명 필9 (64.3%), 
요한 경우 외래종이나 재배종을 써도 좋을 것 같다 , 
명 이었고 거의 수행하지 않는 그룹의 경우 5 (35.7%) , 

필요한 경우 외래종이나 재배종을 써도 좋을 것 같다 , 
명 자생종 중심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좋다 6 (60.0%), 
명 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원 시 자생종 중심4 (40.0%) . 

의 식재 설계 방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 임에도 (Clewell & Aronson, 2013; Cho, 2017)
불구하고 자생종 중심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 
응답은 전체의 였으며 외래종이나 재배종을 써53.3% , 
도 좋은 것 같다는 의견도 로 높게 나타났다46.7% . 
업무 수행 정도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는 다소 있었
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생태복원 사 
업에서도 자생종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외래, 종이나 
재배종을 써도 좋은 것 같다는 의견도 로 높게 46.7%
나타났다 업무 수행 정도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는 . 
다소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 . 
태복원 사업에서도 자생종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외래종이 생태복원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에 도움
을 줄 수도 있고 침식 제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Antonio and Meyerson, 

는 의견이 있다2002; Ewel and Putz,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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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and green space or
garden  field

Ecological restoration or river 
restoration field

Total

n(%) n(%) n(%) ²χ p

landscape design standards 2(13.3) 0(0.0) 2(6.7) 2.88 .410

the construction cost 1(6.7) 1(6.7) 2(6.7)

the standards of the 
reference ecosystem 4(26.7) 7(46.7) 11(36.7)

ecosystem standards 8(53.3) 7(46.7) 15(50.0)

Total 15(100.0) 15(100.0) 30(100.0)

Table 9. Appropriate planting densi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according to expert group

performing as the main task relatively more doing rarely Total

n(%) n(%) n(%) n(%) ²χ p

landscape design standards 0(0.0) 0(0.0) 2(20.0) 2(6.7) 7.67 .263

the construction cost 1(16.7) 0(0.0) 1(10.0) 2(6.7)

the standards of the 
reference ecosystem

3(50.0) 6(42.9) 2(20.0) 11(36.7)

ecosystem standards 2(33.3) 8(57.1) 5(50.0) 15(50.0)

Total 6(100.0) 14(100.0) 10(100.0) 30(100.0)

Table 10. Appropriate planting densi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according to work experiences

Parks and green space or 
garden  field

Ecological restoration or river
restoration field

Total

n(%) n(%) n(%) ²χ p

0.2tree/㎡ 2(13.3) 1(6.7) 3(10.0) 2.70 .609

1~3tree/㎡ 8(53.3) 10(66.7) 18(60.0)

2~7tree/㎡ 4(26.7) 3(20.0) 7(23.3)

Varies by species 0(0.0) 1(6.7) 1(3.3)

Varies by site 1(6.7) 0(0.0) 1(3.3)

Total 15(100.0) 15(100.0) 30(100.0)

Table 11. Appropriate planting density considered desirable for ecological restoration according to expert group

performing as the main task relatively more doing rarely Total

n(%) n(%) n(%) n(%) ²χ p

0.2tree/㎡ 0(0.0) 1(7.1) 2(20.0) 3(10.0) 7.80 .454

1~3tree/㎡ 3(50.0) 10(71.4) 5(50.0) 18(60.0)

2~7tree/㎡ 3(50.0) 2(14.3) 2(20.0) 7(23.3)

Varies by species 0(0.0) 1(7.1) 0(0.0) 1(3.3)

Varies by site 0(0.0) 0(0.0) 1(10.0) 1(3.3)

Total 6(100.0) 14(100.0) 10(100.0) 30(100.0)

Table 12. Appropriate planting density considered desirable for ecological restoration according to  work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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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재배종을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이 · ,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5~1

명 이내 명0% 13 (43.3%), 5% 8 (26.7%), 10~20% 7
명 명 이상 명(23.3%), 20~30% 1 (3.3%), 30% 1 (3.

순으로 많았다 그룹별로 봤을 때 공원녹지 분3%) . 
야의 경우 명 이내 명5~10% 7 (46.7%), 5% 4 (26.

명 이었고 생태복원 분야의 7%), 10~20% 4 (26.7%) , 
경우 명 이내 명5~10% 6 (40.0%), 5% 4 (26.7%), 1

명 명 이상 0~20% 3 (20.0%), 20~30% 1 (6.7%), 30% 
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 업종으로 수행하1 (6.7%) . , 

는 전문가들은 명 이내 명5~10% 3 (50.0%), 5% 2 (3
명 이었고 수행이 비교적 3.3%), 20~30% 1 (16.7%) , 

많은 그룹인 경우 명 이내 명5~10% 5 (35.7%), 5% 4
명 이상 명(28.6%), 10~20% 4 (28.6%), 30% 1 (7.

이었고 거의 수행하지 않은 그룹인 경우 1%) , 5~10% 
명 명 이내 명5 (50.0%), 10~20% 3 (30.0%), 5% 2 (20.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을 분석해 보면 외0%) . , 
래종의 비율이 가 비율로 가장 높았지5~10% 43.3% 
만 분포 측면에서 보면 이내와 이내까, , 5% 10~20% 
지라고 응답한 전문가 비율과 큰 차이가 없이 를 20%
나타냈다 한편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공한 생태계보. , 
전부담금 반환사업 개 사례지역의 준공도면을 살58
펴보았을 때 외래종재배종을 사용한 비율은 , 24.0%
였다(Cho, 2021). 

식재할 식물 종을 선정 후 자생종인지 확인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명 아니24 (80.0%), 
다 명 순으로 많았다 그룹별로 봤을 때 공6 (20.0%) . 
원녹지 분야의 경우 그렇다 명 아니다 11 (73.3%), 4
명 이었고 생태복원 분야의 경우 그렇다 명(26.7%) , 13

아니다 명 으로 나타났다 자생종 (86.7%), 2 (13.3%) .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전문가의 응답은 
국가 기관 인터넷 사이트 명 미응답 명14 (46.7%), 6

포털 인터넷 사이트 명 도서 명(20.0%), 4 (13.3%), 4
자가진단 명 기타 공원 내 자생종 (13.3%), 1 (3.3%), (

목록 확인 명 순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원 시 ) 1 (3.3%) . 
도입할 식물의 자생종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의 생80.0% , 58
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준공도면에서 재배종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나 나온 것24.0% (Cho, 2021)
은 식물종 분야 전문가의 검토 혹은 현재 감리제도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기후대 및 토양 환경 고려 방법3.6. 

식생 복원 설계 시 식물종 선정과 관련하여 기후

대를 고려하여 선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명 약간 그렇다 명 보통이다 20 (66.7%), 8 (26.7%), 2

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룹별로 봤을 때 공원(6.7%) . 
녹지 분야의 경우 매우 그렇다 명 약간 13 (86.7%), 
그렇다 명 보통이다 명 이었고 생태1 (6.7%), 1 (6.7%) , 
복원 분야의 경우 매우 그렇다 명 약간 그7 (46.7%), 
렇다 명 보통이다 명 이었다 이러한 7 (46.7%) 1 (6.7%) . 
응답은 수행 경험 정도에 따라 나눈 그룹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후대를 고려하여 식물. 
종을 선정하는 전문가는 전체 응답자의 로 매93.4%
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식재할 수종의 기후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 , 
기관 인터넷 사이트 명 포털 인터넷 사이트 16 (53.3%), 
명 도서 명 자가진단 명 순6 (20.0%), 5 (16.7%), 3 (10.0%) 

으로 많았는데 이러한 응답 순서는 그룹 간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고 그룹 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식생 복원 설계 시 실제 토양환경 개선을 고려하느
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명 약간 그렇18 (60.0%), 
다 명 보통이다 명 약간 아니다 8 (26.7%), 3 (10.0%), 1
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룹별로 봤을 때 공원(3.3%) . 
녹지 분야의 경우 매우 그렇다 명 보통이11 (73.3%), 
다 명 약간 그렇다 명 이었고 생태2 (13.3%), 2 (13.3%) , 
복원 분야의 경우 매우 그렇다 명 약간 그7 (46.7%), 
렇다 명 약간 아니다 명 보통이다 6 (40.0%), 1 (6.7%), 
명 으로 나타났다 주 업종으로 수행 중인 전1 (6.7%) . 

문가인 경우 매우 그렇다 명 약간 아니다 3 (50.0%), 1
명 보통이다 명 약간 그렇다 명(16.7%), 1 (16.7%), 1

이었고 수행이 비교적 많은 그룹인 경우 약(16.7%) , 
간 그렇다 명 매우 그렇다 명 보7 (50.0%), 6 (42.9%), 
통이다 명 이었고 거의 수행하지 않은 그룹인 1 (7.1%) , 
경우 매우 그렇다 명 보통이다 명9 (90.0%), 1 (10.0%)
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비율로 봤을 때 토양환경을 . 
개선하여 접근하는 경우는 로 높게 나타났다86.7% . 

토양환경 개선 방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토양의 물
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 등을 모두 같이 고려한다가 

명 토양의 깊이나 두께만을 고려한다는 명24 (80.0%), 2
토양의 생물학적 특성만을 고려한다는 명(6.7%), 2
토양의 화학적 특성만을 고려한다는 명(6.7%), 1

토양개량제 반영 명 순으로 응답하였(3.3%), 1 (3.3%) 
다 이러한 응답 순서 및 비율은 그룹 간 분석에서도 .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 간 유의성은 없었다, .

토양환경 개선의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매
토종자를 위한 표토 활용 명 잡초 방제나 15 (50.0%), 
이화학성 개량을 위한 토양 경운 명 식생10 (33.3%),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의 심토 반입 명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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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순서 및 비율은 그. 
룹 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 , 
간 유의성은 없었다.

잡초 발생 제어 방법3.7. 

생태복원 사업에서 잡초 발생 피해 감소를 위한 
선호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한 지피식생을 의도
적으로 많이 조성한다가 명 복원 후 인위11 (36.7%), 
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도 명 으11 (36.7%)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후 멀칭재나 멀칭 비닐을 . 
이용한다는 명 토양 경운 등의 물리적 방법4 (13.3%), 
을 이용한다는 명 화학적 방법 제초제 을 3 (10.0%), ( )
이용한다는 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룹별로 1 (3.3%) . 
봤을 때 공원녹지 분야의 경우 복원 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명 적절한 지피5 (33.3%), 
식생을 의도적으로 많이 조성한다 명 멀칭4 (26.7%), 
재나 멀칭 비닐을 이용한다 명 토양 경운 3 (20.0%), 
등의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다 명 화학적 방2 (13.3%), 
법 제초제 을 이용한다 명 이었다 생태복원 ( ) 1 (6.7%) . 
분야의 경우 적절한 지피식생을 의도적으로 많이 조
성한다 명 복원 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7 (46.7%), 
법을 이용한다 명 멀칭재나 멀칭 비닐을 이6 (40.0%), 
용한다 명 토양 경운 등의 물리적 방법을 이1 (6.7%), 
용한다 명 으로 나타났다1 (6.7%) . 

또한 식생복원 설계 시 잡초 발생을 줄이기 위한 , 
멀칭 재료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미응
답 명 우드칩 명 짚 기성품 명26 (86.7%), 3 (10.0%), ( ) 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순서 및 비(3.3%) . 
율은 그룹 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문, 
가 그룹 간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태복원 사업에, 
서 잡초 발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피식생을 의도
적으로 많이 조성하거나 복원 후 잡초 제거를 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피. 
식생을 의도적으로 많이 조성하는 것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사전 처리라고 볼 수 있고 복원 후 잡초 , 
제거는 사후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 
잡초 발생을 위한 접근 방법은 지피식생의 도입 혹은 
우드칩 등 멀칭 재료 사용 등 단순한 접근 방법만이 
도출되었다.

논의3.8. 

생태복원 사업에서의 식재 설계 인식과 관련한 설
문조사 및 분석 결과 생태복원 사업을 위한 식재 설, 
계 기법과 공원녹지를 위한 식재 설계 기법은 93.3%
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생태복원 전문. 

가 그룹이나 공원녹지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경험 즉 생태복원 사업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른다면 생태복원을 . 
위한 식재 설계 방법과 공원녹지를 위한 식재설계 방
법에서도 명확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
지 않았다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은 생태복원 전문가. ‘
이거나 주된 업무로 생태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
가 그룹과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이거나 주된 업무가 
생태복원 사업이 아닌 전문가 그룹 간에 식재 규격이
나 밀도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날 것 이다 그러나 설’ . 
문 조사 및 분석 결과 이들 전문가 그룹 간의 응답에 
대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원 사업에서 생태복원의 기본적인 접근 방
법에 부합하게 응답한 것은 식생 복원 설계의 목적, 
식재 수종 선정 방식 자생 수종 사용 식생 기후의 , , 
고려 및 토양 환경 개선 분야로 나타났다 반면 식. , 
재 수종의 규격과 식재 밀도 잡초 발생 분야에 대한 , 
응답은 생태복원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다르게 나
타났다. 

생태복원 사업과 공원녹지 사업과의 차별화는 식
재 수종과 식재에 사용하는 식물의 규격 그리고 식, 
재 밀도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 분야에서 차이가 ,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의 기존 연구에서 나Cho(2021)
타나듯 생태복원 사업에서도 공원녹지의 조성 사업과 
유사한 식물의 규격 식재 밀도로 접근하기 때문인 ,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생태복원 사업에서의 . 
차별화와 생태복원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어 
접근하려면 사용하는 식물종의 규격을 낮추고 대신 , 
식재 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 
이의 시행을 위한 지침이나 관련 제도 규정들이 만, 
들어져야 하고 이를 충분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생태복원 사업에서 식재하는 . , 
식물종의 규격과 밀도가 공원녹지 사업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응답한 것은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들이 환경부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 주로 도
시지역 혹은 도시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묘목 식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
다 이것은 도시지역과 산림지역에서의 규격 크기가 . 
달라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유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업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 
질문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묘목 식재를 기피하는 이유에 . 
대한 물음의 응답에서도 조성 후 관리 문제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복원 사업 이후 관리가 
용이한 식재 방법을 발굴할 필요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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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복원 사업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비교했을 때 생태
복원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
한 논란은 많다 이를 위해서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 
된 설계 및 시공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
상으로 생태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식생 복원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생태복원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
한 그룹과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한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업무의 수, 
행 정도 즉 주 업종으로 수행하는 그룹과 비교적 많, 
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 생태복원을 거의 수행하지 , 
않는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생태복원 사업에서 식재설계 기법과 관련한 인식
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개 분야 즉 전반적인 식7 , 
재설계 인식 식재 수종 선정 방식 식재 규격 식재 , , , 
밀도 자생 수종 사용 기후대 및 토양 환경 잡초 발, , , 
생 제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생태복. 
원 사업과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에서의 식
재설계는 분명히 다른 접근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재 설계 시 , 
식물의 적정 규격이나 식재 밀도 분야에서는 접근 방
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생태복원 분야의 전. 
문가 그룹과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가 그룹 간의 유
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식재 설계 시 식재 . , 
수종 선정 방법과 자생수종의 사용 기후대 및 토양 , 
환경 고려에 있어서는 생태복원 사업의 기본적인 접
근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잡초 발생을 제어. 
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설계 단계에서는 지
피식생을 의도적으로 많이 조성한다는 견해와 복원 
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생태복원 기법을 적
용하고 공원녹지 분야의 접근 방법과 명확한 차이를 
갖기 위해서는 식재 설계 단계에서 선정하는 식물의 
적정 규격이나 식재 밀도가 차별화 되어야 할 필요성
이 높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규격의 식물 소재를 . , 
이용하고 밀도를 조경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 이상, 
으로 높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전문가 그. 
룹의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법이나 제도 지침의 정, 
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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