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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surement point of root collar diameter of landscape trees in Korea. It may contribute
to avoiding dispute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measurement criteria of root collar diameter of landscape trees between
tree growers and constructors. The difference between landscape trees’ root collar diameter measurement point was 3.59cm
from 6cm underground to the surface and 1.35cm from 0cm to 6cm above ground. The source root collar diameter measurement
point difference was larger in the basement than in the grou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oot collar diameter of the
landscape tree was 0.64 from 6cm underground to the surface, and the difference in standard deviation from 0cm to 6cm
above ground was 0.16. The difference by measurement point of the root collar diameter was larger in the basement than
in the ground. It has been proposed to set the reasonable measurement point of the landscaping tree root collar diameter
at the inflection point wher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tree trunk diameter is the smallest in line with the size change
of the standard for each root collar diameter measurement point. By tree species,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18cm
above the ground,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12cm above the ground,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12cm
above the ground, Celtis sinensis Pers. 12cm above the ground,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10 cm above the ground,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10cm above the ground, Acer palmatum Thunb. ex Murray. 6cm above the ground,
Ilex rotunda Thunb. 6cm above the ground, Quercus myrsmaefolia Blume. 4cm above the ground, Lagerstroemia indica
L. 2cm above the ground The above heights were shown as reasonable measurement points. The difference by landscape
tree root collar diameter measurement site showed that the standard deviation was small throughout the tree species, and
the reasonable average measurement point with a stable slope of the deviation was 12cm or more on average. It can be
said that the reasonable measurement point of the root collar diameter of a landscape tree is set at an average of 12cm
above the ground. However, recognizing 30cm, which is a familiar ruler(尺) in traditional practices, is quick,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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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환경녹화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조경수 생산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Kim and Kim, 2001), 인간의 정주 생활
환경과 자연경관의 개선 그리고 생태계 복구 및 복원을 위하여
조경식재 사례가 증가하여 왔다(Kim and Kwak, 2004).
조경식재 현장에서 현재의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위치에

대한 객관성이 없이 모호하여(Kim, 2013; Kim, 2014; Lafent,
2017) 조경수목 생산자와 시공자 그리고 발주자와 끊임 없는
논란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Public Procurement Ser-
vice Country Marketplace, 2017; Cafe/Landscapeworl, 2018;
Cafe/Teamsis, 2018). 현재 우리나라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
정기준은 수목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 직경(Lee,
2013;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6), 지표면에서 30cm 높이의 줄기의 지름(Kim et al.,
2009; Choi, 2016; Park et al., 2017)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경수목의 단가는 근원직경의 규격 차이로 책정되기

(Treedb, 2014) 때문에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은 동일 수목에서
근원직경을 크게 측정 받기 위하여 표토의 과도한 제거(Korea

Policy Briefing 2014; Public Procurement Service Country
Marketplace, 2017; Kim, 2018) 등으로 조경수목 규격의 축소,
품질 불량, 이식후 활착 불량과 고사로 이어져 결국 하자와 연
결된다(Kim et al., 2007).
표토는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Standard Specification

for Landscape Construction, 2016) 식물의 뿌리가 왕성하게 활
동하는 곳이다(Choi, 2016). 표토는 유기물이 풍부하여 토양 미
생물이 많고, 식물의 양분, 수분의 공급원이 되는 토양으로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토양 중에 조경수목들의 대
부분은 표토 15cm 이내에 전체 세근의 90%가 집중되어(Lee,
2017) 있다. 분의 상층인 표토에는 조경수목의 생장에 매우 밀
접한 양분과 물 흡수를 하는 잔뿌리가 밀접하여 있다. 수목 이
식시 표토부를 제거하게 되면 수목의 이식 충격이 커서 생장불
량, 활착불량, 고사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경수
목 이식을 할 때 온전한 조경수목의 활착과 생장 그리고 고사
목 최소화를 위해서는 표토부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조경식재공사 현장에서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에 대한 분쟁과 표토부 제거로 수목 이식 이후 생장 불량
이나 고사로 인한 하자 발생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recommended to measure at the height of 30cm from the surface for a reasonable measurement point of the root collar
diameter of a landscape tree, for the uniformity of measurement standards.

Key Words: Tree Standard, Ambiguity of Measure, Standard Deviation, Heterogeneous Elements, Dispute over The Measurement
of Landscaping Trees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의 모호성으로 생산자와 시공자 간의 검측 기준이 달라서 발생되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 위치 설정 방안에 대하여 실증 조사․분석하였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
부위별 차이는 지하부 -6cm에서 표토부인 0cm까지는 3.59cm이었고, 지상부의 표토 0cm에서부터 6cm까지는 1.35cm로
근원직경의 측정위치별 차이는 지상부보다는 지하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표준편차의 크기는
지하부 -6cm에서 표토부인 0cm까지는 0.64이었고, 지상부의 표토 0cm에서부터 6cm까지의 표준편차 차이는 0.16으로
근원직경의 측정위치별 차이는 지상부보다는 지하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 측정 위치
설정은 근원직경 측정 위치별 규격의 크기 변화 추세선에서 수간직경의 표준편차가 가장 적어지는 변곡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수종별 합리적인 측정 위치는 산딸나무 지상 18cm, 이팝나무 지상 12cm․느티나무 지상 12cm․팽나무
지상 12cm, 때죽나무 지상 10cm․산수유 지상 10cm, 단풍나무 지상 6cm․먼나무 지상 6cm, 가시나무 지상 4cm, 배롱나무
지상 2cm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부위별 차이가 공시수종 전체에서 표준편차가 작고, 편차의
기울기가 안정적인 합리적인 평균 측정위치는 지상부 평균 12cm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치 설정은 지상부 평균 12cm 이상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관행상으로 익숙한 1자(尺)인 30cm 인식이
빠르며, 측정자의 측정 위치의 편리성, 외국의 조경수목 측정기준에 대한 통일성 등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
치는 지표면 30c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추천되었다.

주제어: 수목규격, 측정의 모호성, 표준편차, 불균질 요인, 조경수목 측정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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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위치의 설정 및 실태에 대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조경수목의근원직경측정에있어서발주자와시공자

그리고 생산업자 간의 측정위치 분쟁을 줄이고, 조경수목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표토부 제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위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문은 우리나라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위치 모

호성에따른조경수 생산자와 발주처 검측자 간의 분쟁 원인이
왜발생하며, 그 분쟁 원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측정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이다.
기존의 조경수목 측정 위치에 대한 연구는 조경수목의 규격

세분화와 품질평가의 개선방향(Lee, 2006; Kim, 2013; Korea
Forest Service, 2014), 조경수목의 가격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Park, 2013; Kim, 201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변천 및 개선(Lee et al., 2009; Yun et al., 2011)에 관한 내용
과 Korea Forest Service(2007)의 합리적인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 개선방안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품질평가, 가격, 시방서 개선 등에 중점

연구되어졌으며, 조경수목 근원직경 부위 측정에 따른 합리적
인 측정기준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않는다. 그러므로 조경수
목 근원직경 측정에따른근원부위의 실태와 합리적인 측정 위
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경수목의 직경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Korea

Forest Service(2017)와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3)에서 직경 측정을 조사할 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조경
수목의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방법은 근원부위의 직경을 측정
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에도 조경수목의 식재 사업은 계속될것이며, 이러한 조

경수목 측정에 대한 분쟁도 계속발생될것으로예상되기 때문
에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위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조경수목 생산자와 검측자

간의 근원직경 측정 위치별 규격의 차이를파악해보고, 생산자
와 검측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합리적인 근원직경
검측 위치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조경수목 규격측정의 실태와 문제

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합리적인 조경수목 측정 기준 설정
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경식재공사에서 ‘조경수목의 근원직

경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 위치 설정’은 조사대상 공시수종에
대한 기초자료인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수관폭, 식재간격
등을 조사하였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부위 설정을 위

한 조사․분석항목은 ① 수종별 지표면에서 지상부 수간에 대
한 초살도 차이, ② 근원직경의 측정 곤란 및 불균질 요인, ③
수종별 지하 근원부위와 지상 수간부위의 직경차이, ④수종별
지하부위와 지상부위 직경의 표준편차, ⑤직경 측정시 근원둘
레와 근원직경의 차이, ⑥수종별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
치를 통한 전체적인 수종의 근원직경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부
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조경수목 선정기준
조경수목의 선정기준은 ① 조경기술자로서 경력 3년 이상

2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결과 분쟁이 많은 수종이고, ②
Treedb(2016)의 조경수 실태 조사결과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
는 주요 수종이며, ③ Public Procurement Service(2017) 수목
단가 중에서 규격 간 단가 차이가 많은 상위수종을 조사대상
수목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지역
조사지역의 측정 장소는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소재의 조경수목 재배지역이었으며, ② 측정 수종은 가시나무
등 10종 300주로 하였다(Table 1 참조).
조경수목의 조사는 기후, 토양, 환경 등에따라 다를 수 있으

므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위해 1개의 수종이 같은
재배지역에겹치지않도록조사하였으나, 가시나무와 먼나무는
상록활엽수종으로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가 되어 전라남도
남부지역에서만 조사하였다.

3) 조사기간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앞서 예비조

사 대상자인 조경기술자 경력 3년이상에게 2017년 12월에 1주
간 실시하여 10개 수종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 30일∼2018년 8월 5일까지로 하였다.

4) 조사대상 공시수종
조사대상 공시수종은낙엽활엽교목인 느티나무 등 8종과 상

록활엽교목인 가시나무 등 2종으로총 10종에 대하여 3개의 재
배지별로 10주씩 총 300주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 공시수종의 전체 평균 규격은 수고(4.3m), 수관폭

(2.3m), 근원직경(9.7cm), 흉고직경(5.6cm)이었다.
조경수목 재배지역 수목의 식재간격은 좁게는 1.5m×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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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넓게는 2.0m×3.0m의 간격이었으며, 아교목성 수종은
식재간격이좁았고, 교목성 수종은아교목성 수종에비하여넓
었다(Figure 1 참조).

3. 측정방법

1) 측정기준
우리나라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위치 실태와 문제를 파악

하기 위하여 국내․외조경수목 규격 측정 기준을참조하여 근
원직경 조사 위치는 지상부와 지하부로 하였다.
Korea Forest Service(2007) 및외국에서의 조경수목 측정기

준과(American Nursery Landscape Association, 2004; Canadian
Nursery & Landscape Association, 2006) 조경수목의 근원부
(root collar area)를 우리나라 Korea Forest Service (2018)에서
는 뿌리와 줄기가만나는 지면 가까이의 수간밑부분을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뿌리가 주간 또는 줄기로 합류하는 부위로서

나무줄기의 일부로(https://wilsontreecare.ca. 2016)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뿌리에서부터줄기로이행하는부분으로줄기를따라
뿌리 쪽에서 만곡하는 가장 큰 곳이라고(A NonProfit Corpo-
ration, Japan Greener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2018)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경수목의 근원직경은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근원부위를 가로질러 가는 지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조경수목줄기규격의측정은우리나라와외국의기준

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수목 줄기의 규격 측정은 지표
면으로부터 1.2m의 수간직경에서 흉고직경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표면의줄기와 접하는 줄기의 직경에서 근원직경을 측정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외국에서의 조경수목 규격 측정은 미국의 경우에 줄기의 직

경(d)을 15cm 높이에서 측정하였을 때 10cm보다 작으면 그
위치에서 측정하고, 높으면 30cm 높이에서 측정한다. 또한 수
목이 이식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 지표면에서 1.37m 높이에서
측정(American Nursery Landscape Association, 2004)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사한데, 직경이 4cm보다 크고

10cm보다 작으면 15cm 높이에서 측정하고, 10cm보다 크다면
30cm 높이에서 직경을 측정한다(Canadian Nursery Landscape
Association, 2006). 영국은 지표면에서 1m 높이에서 줄기의둘
레길이를 측정한다(Kim, 2013, Re-citation). 일본의 경우에는
간주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흉고 직경처럼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줄기둘레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Japan, 2008).
조사대상 조경수목의 지상부 근원직경 측정은 수간과 접하

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부는 2cm 단위로 30cm 높이까지로
하였다. 지하부 근원직경 측정은 생산자들이 규격을 크게하기
위하여 표토를 제거하는 정도에따라 규격이 어느 정도 달라지
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뿌리와 접하는 근원부 —6cm까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Tree name(Scientific name) Shape Quantity Investigation site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Deciduous broad-leaved

arboreous
30Number

Jeollanam-do, Jeollabuk-do,
Gwangju Metropolitan City

Acer palmatum Thunb. ex Murray. 〃 〃 Jeollanam-do, Jeollabuk-do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 〃 Jeollanam-do, Jeollabuk-do

Lagerstroemia indica L. 〃 〃 Jeollanam-do, Jeollabuk-do

Cornus kousa F. Buerger ex Hance. 〃 〃 Jeollanam-do, Jeollabuk-do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 〃 Jeollanam-do, Jeollabuk-do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 〃 Jeollanam-do,

Celtis sinensis Pers. 〃 〃 Jeollanam-do, Jeollabuk-do

Quercus myrsmaefolia Blume.
Evergreen broad-leaved

arboreous
〃 Jeollanam-do

Ilex rotunda Thunb. 〃 〃 Jeollanam-do

Table 1. Research subjects of published tree species

a: Celtis sinensis Pers. nursery b: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nursery

c: Tree standard measurement d: Tree standard measurement

Figure 1. Investigation target arboretum and samp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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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근원직경지하부—6cm깊이의 측정기준은 느티나
무와 이팝나무 20종에 대하여 사전 예비조사 결과 지표면에서
—6cm를 기준으로 낮게는 —2∼—4cm, 깊게는 —8~—14cm
깊이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도 있었다. 근원직경 지하부 조사
깊이 설정은 사전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표토가 제거된 지하
—6cm까지로 하였다.
조경수목의 흉고직경 측정위치는 우리나라 조경 관련 교과

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제시된 흉고직경 높이인 1.2m를 기
준으로 하였고, 아래로 1.0m, 위로 1.3m 높이의 측정은외국사
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간의 굵기 측정은 각각 둘레와 직경
을 측정하였다, 직경 측정은 나무의 단면이 정확한 원이 아니
기 때문에 장경과 단경을 측정하였고, 이를 합한 후 나눈 평균
값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경수목 직경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맹아지, 가지절단, 근두혹부위 등에 대해서는 가상선을
그어서 측정하였다.

2) 조사대상
조경수목의 조사대상지는 우리나라 전체 조경수 생산량의 1,

2위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 소재 조경수목
재배지역으로(Korea Forest Service, 2017) 하였다.
조사수량은 토지, 재배자 등의 환경여건에따라 수목의 생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3개 지역에서 각각 10주씩 총 30주씩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규격은 조경공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근원직경
R6∼R15 범위의 중교목으로 하였다.

3) 측정내용
조경수목의 직경 측정도구인캘리퍼스와 직경테이프로 측정

하였고, 조사된 근원직경과 근원둘레의 측정값이 도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 검정 실시를 위해 근원둘레로 측정된값을 원
주율(π=3.14)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직경은 수간이완전한 원형체가아니어서 수간의긴지름(장

경)과짧은지름(단경)을 측정한 후 합하여 나눈평균값으로 하
였다.

4) 측정도구
수목의 측정도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윤척(caliper), 직경

테이프(Korea Forest Service, 2007) 등을 사용하여 근원직경,
흉고직경을 측정하였다. 장경과 단경은 윤척으로 하였으며, 둘
레는 직경테이프로 측정하였다. 수고, 수관폭 등의 길이 및 넓
이의 폭은 스타프(staff)로 측정하였다.

5) 측정방법 및 기록
측정방법은 측정위치별, 높이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수목

의 수간에 cm 단위의 줄자를 부착하여 2cm 단위로 측정하였

다. 모든 수종과 수량에 대해서 지하부 근원부위 식재 깊이의
지하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원둘레로 근원부위까지 구덩이
를파서 측정하였다. 조사인원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구성
하였고, 각각 측정 후 조사야장에 기록하였다(Figure 2 참조).

Ⅲ . 결과 및 고찰

1. 수종별 초살도 형태 및 차이

조경수목의 수간과 만나는 지표면(0cm)에 수간의 높이
(1.3m)까지의 수종에 따른 초살도1)는 이팝나무>느티나무>팽
나무>산딸나무>산수유>때죽나무>먼나무>단풍나무>가시나무>
배롱나무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수목의초살도가 가장 높은 이
팝나무 직경(cm)의 차이는 5.7cm이었고, 초살도가 가장 낮은
배롱나무의초살도의 직경 차이는 3.2cm로 나타났다(Figure 3,
4 참조). 이러한 원인은 이팝나무의 경우 나무줄기 밑동 부분
이 다른 수종에 비교하여 근원비대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2. 조경수목 지하부위와 지상부위 직경 차이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 부위별 차이는 지하부—6cm
에서 표토부인 0cm까지는 3.59cm이었고, 지상부의 표토
0cm에서부터 6cm까지는 1.35cm로 근원직경의 측정위치별
차이는 지상부보다는 지하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Table
3 참조).

a: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b: Lagerstroemia indica L.

Figure 3. Trunk of tapering form

a: Diameter measurement b: Measurement record

Figure 2. Measure and record by height of the tree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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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지하부 직경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수종은 먼나무>
산딸나무>이팝나무․산수유>단풍나무․가시나무>팽나무>때죽
나무>느티나무>배롱나무 순이었으며, 직경차이(cm)는 4.9, 4.2,
4.1, 3.8, 3.4, 2.9, 2.5, 2.2이었다. 조경수목 지하부 직경이 가장
큰 수종은 먼나무로 4.9cm이었고, 직경이 가장작은 수종은 배
롱나무로 2.2cm이었다. 조경수목의 지상부 수간직경 차이는이
팝나무>산수유>산딸나무>팽나무>때죽나무>느티나무․단풍나
무>가시나무>먼나무>배롱나무 순이었다.. 수간의 직경 차이가
큰것은 이팝나무로 2.1cm 이었고, 가장 작은 것은 배롱나무로
0.9cm 이었다(Figure 5 참조).
조경수목 지하부의 평균 직경차이는 3.59cm로 지상부의

1.35cm와비교하여 평균약 166.0%로 직경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조경수목의 수종별 지하부 직경 차이가 가장큰 것은 먼나
무이었고, 지상부 직경차이가 가장큰것은 이팝나무이었다. 이
것은 수종별 초살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팝나무는 근원
직경 부분에서초살도 가장큰수종으로 지상부에서 수간의 직
경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경수목 근원직경 부분의 초살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측자들은 같은 값에 큰나무 반입을 위하여 최대한
위쪽에서 검측하기를 바라고, 반면에 대부분의 조경수목 생산
업자들은 조경수목의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규격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표토 인접 또는 표토제거를 통한 지하부에서 검
측 하기를 원한다.
조경수목의 지하 근원부 직경 크기는 평균 3.6cm, 최소

2.2cm, 최대 4.9cm 정도 차이가 있고, 수종에 따라서 가격도
2cm 규격 차이에 따라 최소 36,000원에서 최대 350,000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롱나무의 경우 검측자가 규격
을 표토 상단 부분에서 측정할 경우 규격이 6cm이지만생산업
자가 표토제거 후–6cm에서 측정할 경우 규격은 12cm로 6cm
정도 차이가난다. 조경수목의 가격은 2017년조달청고시가격
으로 6cm가 170,000원이고, 12cm는 700,000원으로 가격차이는
530,000원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Table 2, Figure 6 참조).
이와같이땅속에묻혀있는 조경수목의 지하 근원부위는 편

차가큰 부위로 규격을키우기 위해,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하여
조경수목 생산자들은 표토제거 등 지표층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검측자와 분쟁이 심하였으며, 모호한

a: Chionanthus retusus Lindl. &Paxton. b: Lagerstroemia indica L.

Figure 4. Diameter size by measurement height

Division R6 R8 R10 R12 R15 R18

Quercus
myrsmaefolia Blume.

112,000 170,000 247,000 332,000 500,000 600,000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70,000 114,000 150,000 250,000 480,000 750,000

Styrax japonicus
Siebold &Zucc.

60,000 119,000 202,000 410,000 745,000 773,000

Ilex rotunda Thunb. 146,000 275,000 448,000 588,000 748,000 1,348,000

Lagerstroemia indica
L.

170,000 230,000 350,000 700,000 1,313,000 2,300,000

Cornus kousa F.
Buerger ex Hance.

78,000 153,000 250,000 350,000 545,000 480,000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85,000 170,000 270,000 470,000 590,000 920,000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85,000 137,000 226,000 390,000 707,000 864,000

Acer palmatum
Thunb. ex Murray.

70,000 120,000 224,000 340,000 510,000 730,000

Celtis sinensis Pers. 70,000 120,000 170,000 280,000 533,000 800,000

Sources: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ice for Landscape Trees, 2017,
reconstruct

Table 2. Public procurement service notice landscape tree․price
by standard

Unit:〔R(cm), Price(won)〕

Figure 6. Price trend line by tree species
Sources :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7, Reconstruct

Legend:

a: Ilex rotunda Thunb. b: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Figure 5. Schematic diagram of soil surface and above-ground
parts of the ground level of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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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서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참
조). 따라서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합
리적인 근원직경 측정 위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조경수목 지하부위와 지상부위 표준편차 차이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표준편차의 크기는 지하부 —6cm에서
표토부인 0cm까지는 0.64이었고, 지상부의 표토 0cm에서부터
6cm까지의 표준편차 차이는 0.16으로 근원직경의 측정위치별
차이는 지상부보다는 지하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Table 3
참조). 지하부는 지상부 30cm 높이의 수간과 비교하여 6cm밖
에 지나지않지만, 근원직경이 위치해 있는 지하부위가 현저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별 근원직경 지하부 표준편차 크기가 높은 수종은 이팝

나무> 산딸나무> 팽나무> 산수유․먼나무> 가시나무> 때죽나
무> 느티나무․단풍나무> 배롱나무 순이었다. 지상부 표준편차
크기는 느티나무․팽나무> 산딸나무․이팝나무> 배롱나무> 단
풍나무> 가시나무․먼나무> 때죽나무> 산수유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수목의 수종별 차이는 있었지만, 지하부위에 비교하여

근원직경 지상부위는 균질성이 높은 부위로 나타났다.
조경수목흉고직경의 높이별(100cm, 120cm, 130cm) 측정한

결과 100cm에서 130cm 사이의 표준편차 크기는 수종별로 가
시나무가 0.2이었고, 단풍나무․때죽나무․배롱나무․산딸나
무․이팝나무는 0.1이었으며, 느티나무․산수유․먼나무․팽나
무는 편차가 없었다. 전체평균에 있어서 100cm에서 130cm 간
의흉고직경은 표준편차가 없는 매우 균질한 부위이었다. 근원
직경 지상부 수간부위(0cm~30cm)의 전체 평균 표준편차 0.47
과비교하여서도 동일한 높이이지만, 흉고직경 부위가 매우 균
질한 부위로 나타났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시 불균질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수종은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배롱나무 등이었다. 조경
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시 불균질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근
두혹, 근맹아지, 가지절단부위 등이었다(Figure 8 참조).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시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러한 부위는 가상선을 그어서 측정을 하였지만, 지상부위는 가
상선의 가감이 쉽지만 지하부위는 어려운 것으로 관찰되었다.

a: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b: Acer palmatum Thunb. ex
Murray.

c: Styrax japonicus Siebold
&Zucc.

d: Lagerstroemia indica L. e: Cornus kousa F. Buerger
ex Hance.

f: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g: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h: Celtis sinensis Pers. I: Quercus myrsmaefolia
Blume.

j: Ilex rotunda Thunb.

Figure 7. Root collar area and trunk shape by tree species

Measurement
height

Under
ground
-6cm

Under
ground
-4cm

Under
ground
-2cm

Soil
surface

0

Ground
2cm

Ground
4cm

Ground
6cm

Ground
8cm

Ground
10cm

Ground
12cm

Ground
14cm

Ground
16cm

Ground
18cm

Ground
20cm

Ground
22cm

Ground
24cm

Ground
26cm

Ground
28cm

Ground
30cm

Total average
root collar

diameter(cm)
13.5 11.9 10.7 9.9 9.3 8.8 8.6 8.3 8.1 7.9 7.7 7.6 7.4 7.3 7.2 7.1 7.0 7.0 6.9

Total average
standard
deviation

2.0 1.7 1.5 1.4 1.3 1.3 1.2 1.2 1.2 1.1 1.1 1.1 1.1 1.1 1.0 1.0 1.0 1.0 1.0

Table 3. Total average root collar diameter and standard deviation by measurement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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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치

조경수목의 근원직경은 측정 높이에 따라 표준편차가 크고,
매우 불균질하여 합리적인 측정위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되었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치 결정은 통
계학적 표준편차(SD:standard deviation)와 추세선(trend line)에
서 나타난결과를 측정위치로 활용하였다. ‘합리적’이란 한자어로
‘목적에맞고 무리가 없는 모양’(Naver Dictionary, 2018)이다. 이
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많이있을 때합리적으로 그문제를해결
하는방법은이견의차이가가장 적은 부분을찾아해결할수 있
을 것이다.
조경수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에 측정의 목적에 맞고 무리가 없는 위치를 찾
는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견이 적은 부분을
찾는 방법은 분산된 ‘편차’를 즉 ‘이질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
질성을 찾는 방법으로는 통계학에서는 ‘표준편차’를 이용하기
도 한다. ‘표준편차’란 관측치가 평균적으로 중심위치인 산술평
균으로부터 분포한 경향치를 뜻하고(Ramsey and Schafer,
2013), 어떤현상의큰흐름을파악하는데는 ‘추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추세란 사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
으로 움직여 나가는 상태”(Naver Dictionary, 2018)를 뜻하는
것으로 ‘추세’를알기쉽게 도식화 하는 방법으로 ‘추세선’을 많
이 사용한다.
‘추세선’이란 어떤 현상의 큰 흐름이 변동해 가는 것을 그래

프로 그린 것이다. 추세선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점과 바닥
을형성하면서움직이는두점을 연결하는 단기적인 변동을 무
시하고 장기적인 변동을 그린직선 또는 곡선이며(Kim, 2018),
이러한 추세선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

는 힘 또는 ‘흐름세’와 ‘되어 가는 모습’을 탐색(Google, 2018)
할 수 있다.
표준편차를 이용한 연구(Kim, 2006; So, 2016; Kim et al.,

2017)와 추세선을 이용한 연구(Kim et al., 2014; Hur et al.,
2015; Park et al., 2017) 등이 있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대한 이질성이 측정 위치별로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조경수목 측정 합리적인
위치를 찾는데 ‘표준편차’와 ‘추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 측정위치는 수간의 높이별 직

경이 변동해 가는 추세선 상에서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운 것이
가장좋을 것이나, 수간높이 30cm 이내에서 0의 표준편차값이
없어 합리적인 측정위치 결정은 추세선과 접하는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변곡점(point of inflection)으로 하였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을 측정한 결과에서 전체 수종에서 표준

편차가 작은 평균 측정위치는 지상부 12cm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결과에서 근원직경의 차이는 측정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었고, 수종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수목 간에 표준편차가큰부분은 지하 -6cm에서 지상 10cm

이었고, 표준편차가 작고, 편차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부분은
지상 12cm~30cm 부분이었다.
수목의 직경 표준편차는 수종별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수종

별 수간직경의 표준편차가 작은 측정위치는 산딸나무(18cm),
이팝나무(12cm), 느티나무(12cm), 팽나무(12cm), 때죽나무
(10cm), 산수유(10cm), 단풍나무(6cm), 먼나무(6cm), 가시나
무(4cm), 배롱나무(2cm)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9 참조). 이
것은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시 근원부위가 매우 불균질하고,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산딸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4개 수종은

지상 10cm 이상에서 적정 위치로 나타났는데, 위 수종은 대체
적으로 수간부위 표준편차와 지하부위 표준편차, 지하부위 직
경편차 등에서 높았다(Figure 10 참조).
따라서 산딸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의 수종들은

근원직경 측정시 분쟁의 소지가 많다. 지상 5cm 이하에서 합리
적 측정위치로 나타난 산수유, 가시나무, 먼나무, 배롱나무는
지하부위 표준편차와 지상 수간부위 표준편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은 측정 부위별로 크게

차이가 나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자와 검측자
가 상호간에 합의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 위치 설
정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 부위 설정은 초살도의

변화 추세선에서 표준편차가 가장 적어지는 변곡점 부위를 측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추천되었다.
조사대상 전체 수종도 지상 수간부위는 지하 근원부위에 비

a: Styrax japonicus Siebold &Zucc. b: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c: Cornus kousa F. Buerger ex
Hance.

d: Lagerstroemia indica L.

Figure 8. Root collar area heterogene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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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현저히 표준편차 등 변화의 폭이 작고, 지상부에 노출
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상부 평균
12cm 이상부터가 조경수목의 합리적인 평균 측정위치로 생각
된다.
그러나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을 지상부 12cm로 하게 되면

검측시 측정 높이 설정이 불편하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쉽게 측정 높이를 측정가능한위치 설정이필요하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이 쉬운 높이로 20cm도 추천이 된

다. 그러나 지상부 20cm의 경우에는 대형목의 경우 근원부위
가 보다 커져서 중형목과 비교하여 표준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상부 30cm가 추천된다.
수목의 측정은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등 어느 방법이든

어느 위치이든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식재현장에서
측정에 대한 이견 차이를 줄일 수 있는가, 실용적으로 어느 측
정방법과 어느 위치가 합리적인가가 중요하다. ‘합리적’이란 목
적에 맞고 무리가 없는 모양’(Naver Dictionary, 2018)이다.
이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많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그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견의 차이가 가장 적은 부분을 찾아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 위치는 조경현장에서 쉽게 측정

Figure 10. The size of the trunk shap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position for each species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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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size of the trunk shap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point for each species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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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표준편차가 작으며, 편차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안
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예전부터 척근법(Wikipedia, 2018)에
익숙한 1 자(尺)인 30cm 인식이빠르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미
국의 경우 줄기의 직경(d)을 15cm 높이에서 측정하였을 때
10cm보다 작으면 그 위치에서 측정하고, 높으면 30cm 높이에
서 측정한다. 또한 수목이 이식할 정도로 규모가크다면지표면
에서 1.37m 높이에서 측정하며(American Nursery Landscape
Association, 2004),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한데 직경이 4cm보다
크고 10cm보다 작으면 15cm 높이에서 측정하고, 10cm보다 크
다면 30cm 높이에서 직경을 측정한다(Canadian Nursery &
Landscape Association, 2006). 영국은 지표면에서 1m 높이에
서 줄기의 둘레길이를 측정하고(Kim, 2013, Re-citation), 일본
은 간주라는 우리나라의흉고개념으로 지표면에서 1.2m의 줄기
둘레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08).
이와 같이 외국 선진국의 국제화를 대비해서도 수목의 초살

도 크기 변화가 작은 지상부 30cm 부위가좋은 것으로 추천된
다. 우리나라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부위를 지상부 30cm로
제시한 사례(Kim et al., 2009; Choi, 2016; Park et al., 2017)
등도 있다.
본 연구 결과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위치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측정이 간편하며, 적정한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
위치는 지상부 30cm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은 측정위치가 다르며, 토양환경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므로 보다 더 많은 수종에 대해서
도 보다 정밀한 조사가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위치가 달라지면, 지금의 조경수목
단가도 현실적으로 달라져야 하므로 합리적인 가격산정에 대
한 타당성 있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생산․유통․식재되고 있는 조경수목의 근
원직경에 대한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위치 설정을 위하여 실
증조사․분석하였다.

1. 조경수목 근원직경 차이는 측정 위치별, 수종별로 크게 차
이가 있었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이 측정 위치별로 규격이 크게
차이가 있어서 생산자와 발주처 검측자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조경수목의 지하 근원부 직경 크기는 생산자와 검
측자간 측정 부위에따라 평균 3.6cm, 최소 2.2cm, 최대 4.9cm
정도 차이가 있고, 가격도 2cm 규격 차이에 따라 최소 36,000
원에서 최대 350,000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
수목 근원직경 측정 분쟁은 조경수목 생산자들은 같은 나무를

가지고도가격을높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측정을 원하지만,
발주처 검측자들은같은 가격을 가지고도 더큰나무를반입하
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경수목 생산자와 발주처 검측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조경식재관련 교재,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근원직경측정 기준을 모호하게 표
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은 같은 나무를 가지고도 가격을 크
게 받을 수 있는 근원직경 측정 부위 설정을 위하여 표토를
—15cm까지도 제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경수목굴취시 표토 제거는 조경수목 식재 이후 생

장 불량이나 고사하여 하자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분

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 위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합리적인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위치 설정은 근원직경 측

정 부위 중에서 규격의 크기 변화 추세선의 표준편차가 적어지
는 변곡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3. 조사 대상 조경수목에서 수간직경 크기 변화 추세선의 표
준편차가 작은 평균 변곡점은 지상부 12cm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에 무리없이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위치는 지상부 12cm 부분이 적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을 지상부 12cm로 하게 되면

검측시 측정 높이 설정이 불편하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쉽게 측정 높이를 측정가능한위치 설정이필요하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이 쉬운 높이로 20cm도 추천이 된

다. 그러나 지상부 20cm의 경우에는 대형목의 경우 근원부위
가 보다 커져서 중형목과 비교하여 표준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상부 30cm가 추천된다.

4. 따라서 조경수목 근원직경 합리적인 측정 위치 설정은 근
원직경 측정의 표준편차가 작고, 편차의 기울기가완만한 안정
적 변곡점이고, 예전부터익숙한 1 자(尺)인 30cm 인식이빠르
며, 측정자의 측정 위치의 편리성, 외국의 조경수목 측정기준에
대한 통일성 등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치는 지
표면에서 지상 30cm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모든조경수목을 조사하지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조경수목 근원부위의 불균질 요소와 직경의 편차가
커서 근원직경 측정에 대한 분쟁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알
수 있었다.
현재에도 조경식재 현장에서는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시

불분명한 위치 때문에 생산자와 시공자, 검측자간에 분쟁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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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과 관련한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치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우리나라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에 있어서 생산자와 시공자, 검측자간의 분쟁이 많은 것을 해
결하기 위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였
고, 합리적인 측정 위치 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
이다.
장차의 연구는 생산자․시공자와 검측자 간에 무리 없이 적

용 가능한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가격 산출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
주 1. 수목의 수간과 가지의 직경은 길이에 따라 변화하는데, 기점(origin)

에 가까울수록 굵어지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길이에 따라 직
경이 변하는 것은 초살(taper)이라고 부르며(Harris et al., 2004), 수
간의 하부와 상부의 직경의 차이를 초살도(Tapering)라고 부른다
(Korea Forest Servi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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