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環境復元技術學會誌 25(3)：63∼82(2022) DOI：https://doi.org/10.13087/kosert.2022.25.3.63
J. Korean Env. Res. Tech. 25(3)：63∼82(2022) ISSN 1229-3032

* 본 논문은 조성호의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임.
Fir st author：Cho, Sung-Ho, Construction(Landscape), Samsung C&T Corporation, Pro, 17023,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 +82-070-8711-2807, E-mail : sungho7210@gmail.com

Corresponding author：Park, Seok-Cheol, Institute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Researcher, Seoul 02504, Korea,
Tel : +82-2-6490-5521, E-mail : psc9987@uos.ac.kr

Received：30 March, 2022. Revised：11 June, 2022. Accepted：2 June, 2022.

- 63 -

지반구조에 따른 수목 생육상태 비교 연구*

- 인천광역시 만석비치타운 단지를 대상으로 -

조성호1)․한봉호2)․박석철3)

1)
삼성물산 프로․

2)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Comparative Study on the Growth Condition of Landscape Woody

Plants according to the Ground Structure*

- Focusing on Manseok Beach Town Complex 2, Incheon -

Cho, Sung-Ho
1)
․Han, Bong-Ho

2)
and Park, Seok-Cheol

3)

1) Construction(Landscape), Samsung C&T Corporation, Pro,
2)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3)

Institute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Research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growth condition of landscape woody plants growing on

the different ground structures in apartment complex. I chose Manseok Beach Town Complex 2, in

Manseok-dong, Seo-gu, Incheon which has both natural and artificial ground as a subject site. Analysis

of three phases of soil showed that artificial ground had average liquid phase of 30.89%, artificial

ground mounding 33.88% and natural ground 24.40%. It means that artificial ground has higher water

content than natural ground despite having same earthiness. It is believed that artificial ground is not

as well drained as natural ground even though it is connected to the natural ground and has a deep

soil depth because of mounding. Comparative study between woody plants on natural ground and those

on artificial ground demonstrated that trees on natural ground grew 40.4% compared to those on artifi-

cial ground(0.875㎜ more) in terms of diameter growth. Average diameter growth of trees on natural

ground was 3.040㎜ against 2.165㎜ for those on artificial ground. All 19 tree species which were

measured for root diameter growth showed similar or higher growth on natural ground than on art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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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l ground. When it comes to growth of height, arborvitae showed highest growth on natural ground,

followed by Thuja occidentalis, Pinus strobus, Magnolia denudata, Diospyros kaki and Aesculus

turbinata. I measured branch growth and rate of leaf adherence of Pinus strobus. Average annual rate

of branch growth of woody plants on natural ground was twice as high as those on artificial ground.

I could conclude that ground structure influences branch growth of Pinus strobus. Statistics analysis

of tree damage demonstrated significant result, mean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verage dam-

age rate depending on structure of ground. In order to validate growth difference by planting ground,

I conducted T-Test of growth of diameter, root diameter, branch and height on woody plants growing

on natural and artificial ground.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growth of

trees depending on the ground structure. Putting all these results together demonstrates that woody

plants on natural ground generally grow better than those on artificial ground, which means ground

structure does have an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of growth of trees.

Key Words : Natural ground, Artificial ground, Growth of tree, Soil, Drainage

I. 서 론

아파트 주차공간과 옥외 녹지공간에 대한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지하화가 불

가피하였으며, 이로 인해 녹지 및 옥외시설공간

이 인공지반에 조성되고 있다(Kim et al., 1998).

1980년대 이후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이 증가

함에 따라 고층 아파트단지로 변화하면서 단위

면적당 세대수 증가는 주차장 확대로 이어졌고,

1990년대에 지하주차장이 의무화되면서 자연지

반에서 인공지반으로 변화하였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조경기준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지반

이라 함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

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

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인공지반

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

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

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

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

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

하는 조경을 말한다. 인공지반 환경 요인에서는

조경수목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는 데 있어 지장

을 받고 있다. 초기에는 공동주택지 조경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 식재 수목의 피해

도(Choi and Shim, 1995), 수목 선정과 성토 높

이(Lee et al., 1997) 연구가 주로 있었다. Yoon

and Ahn(1998)은 조경용 교목을 대상으로 아파

트단지 내에서의 입지조건별 생존율, 생장률, 생

장분포 및 생장 인자 간의 상관성에 따른 수형

의 변화 특성 등을 조사 연구하여 수목의 방위,

지형조건 및 성ㆍ절토와 수목 생장과의 관계는

상관성이 약하다고 하였다. Lee and Moon(2000)

은 잔디의 옥상녹화공법에서 배수층에 따른 식

물생육 효과 실험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

었으며, 옥상의 경우 기온이 높고, 습도의 변동

폭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조건에 대해 배수

층 구조별로 보습성 및 투수성 등의 차이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조경 수목

식재 하자(Lim and Kim, 2001) 연구, 식재 특성

(Lee et al., 2004) 연구와 더불어 2003년 (사)한

국인공지반녹화협회 설립 이후 옥상녹화 소재

및 시공 관련 연구 개발 사례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Jang and Yun, 2021). 최근에는 지하주

차장 상부를 조경공간으로 조성하여 대형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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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에 관한 연구(Kang and Kim, 2015), 공동주

택 인공지반 식재 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im et al., 2014), 아파트단지 내 식재된 조경

수목의 생존율, 형태별 및 지반별 생장률을 객

관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Jung et al., 2015),

배수와 토양에 관한 연구(Choi, 2017) 등이 있었

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공동주택의 인공지반

과 수목 생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Kim(2020)

은 과도한 밀도로 수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의

고사로 생장이 불량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고 했고, Jang and Yun(2021)은 지하주차장 상

부와 같은 인공지반 상부에 1m 정도의 충분한

토심이 있다면, 장기간 생장하고 있는 수목의

뿌리가 바닥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을 일으킬 정

도의 침투 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기존 연구는 인공지반 녹화환경에 대한 이

론에 치중되어 있고, 인공지반 구조가 수목 생

육환경에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

적인 자료를 통한 연구는 미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에 같은 시기,

동일 수종이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준공 후 7

년이 지난 시점에 지반별로 수목의 생육상태를

수목 생장량과 수목피해도를 통해 비교․분석하

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의 수목 생육특성 관계를 규명한 후 수목 생육

환경에 적합한 인공지반의 구조 및 배수 방법,

적정한 수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1) 대상지 개요

연구대상지는 아파트단지의 외부환경에 대해

조경과 관련된 변화가 두드러졌던 2000년대 초

반에 준공한 인천광역시 서구 만석 비치타운 2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조사․분석 시점은 식재

완료 후 7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수목 생육상태

가 이식으로 인한 장애 요인이 해소되고(Lee and

Shim, 1998), 현지 생육조건에 적응 후 생장한

기간으로 판단하였다(Figure 1 참조). 주요 연혁

은 1999년 착공, 2002년 11월 준공하였으며, 대

지면적은 49,577.3㎡, 층고는 14∼23층, 15개동

1,273세대이다. 이 공동주택단지는 대한주택공

사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SK건설에서 시공한 대

규모 아파트단지로서 2002년 11월 준공 후 18년

이 경과하였다. 전체 대상지 면적은 49,577.3㎡,

녹지면적 11,329.95㎡이고, 녹지면적 중 자연지

반은 5,362.19㎡로 비율은 47.33%, 인공지반은

5967.76㎡로 비율은 52.67%로 구성되어 있다.

준공 식재 교목 수량은 2,614주, 상록교목

1,136주, 낙엽교목 1,478주를 식재하였다. 상록

교목은 소나무 외 7종 1,126주로 자연지반에

616주, 인공지반에 510주가 식재되어, 인공지반

의 상록 교목 식재 비율은 45%이었다. 낙엽교

목은 감나무 외 19종으로 총 1,480주가 식재되

었다. 이중 자연지반에 635주, 인공지반에 845

주가 식재되어 인공지반의 낙엽교목 식재 비율

은 57%이었다. 전체 교목 27종 2,606주 중 자연

지반에 1,251주, 인공지반에 1,355주가 식재되

어 인공지반의 식재 비율은 52%로 자연지반에

식재된 교목보다 많이 식재되었다.

2) 인공지반 현황

지반 분포 현황은 대상지 전체 면적 49,577.3㎡

중 녹지면적이 11,329.95㎡이고, 그중 자연지반은

5,362.19㎡로 비율은 47.33%, 인공지반은 5967.76

㎡로 비율은 52.67%로조성되어있었다. 자연지반

은단지외곽부와중앙부분에분포하고, 인공지반

의하부는지하주차장이형성되어각동을중심으

로 넓게 연결되어 있었다.

인공지반 단면구조는 토심 900㎜를 지하주차

장 상부 및 지하구조물 상부에 복토를 하였으며,

추가로 조경공사에서 부토를 T200∼500㎜로 실

시하였다. 따라서 대상지의 평균 식재 토심은

1,100㎜로 조성되었다. 배수 구조는 맹암거와 자

갈 배수로를 설치, 부직포를 덮어 토양의 유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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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Selected for the Study

▪Selection of Research Site and Overview of the Site

Environmental Factor Analysis

▪Soil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rowth of Trees

▪Growth of Diameter of Trees

▪Growth of Height of Trees and Diameter at Root

▪Growth of Branch of Trees

Damages to Trees

Examination of Growth-Characteristics of Trees Pertinent to Varied Ground Structure

Presentation of Methods for Planting of Trees on the Artificial Ground

▪Methods for Ground Construction/Composition

▪Selection of Trees Pertinent to the Structure of Ground

Figure 2. Research and analysis system

Figure 1. Ground structure of apartment complex

막고, 배수된 물 이동은 건축 슬라브의 배수로로

유도되어 지하층으로 유출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배수구점검을위해배수드레인설치위치에별도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단지 내에 맹암거 간

선(∮150㎜) 493m, 맹암거 지선(∮100㎜) 207m,

맹암거 루프드레인(∮150㎜) 588m와 배수드레인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2. 분석 체계

분석 체계는 연구대상지 선정 →환경인자 조

사 및 분석, 수목 생육상태 조사 및 분석, 수목

피해도 조사 및 분석 → 지반구조별 수목 생육

특성 비교․분석 → 지반구조별 식재 개선방안

제시 순으로 진행하였다. 환경인자 분석을 위해

대상지의 인공지반, 인공지반의 마운딩지역, 자

연지반에서의 각 3개소씩 표토와 심토를 채취하

여 토양 이화학적 특성, 토성, 토양 삼상을 분석

하였다. 수목 생육상태는 표본목을 대상으로 직

경 생장량, 수고 및 근원경 생장량, 가지 생장량

을 측정하였다(Figure 2 참조).

3. 조사․분석 방법

1) 환경인자 분석

대상지의 인공지반, 인공지반의 마운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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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location of the soil survey plots

자연지반 각 3개소씩 표토와 심토를 채취하였

다. 인공지반 토양채취 지역은 자연지반과 연계

되는 곳을 선정하였다. 분석 항목은 토성, 토양

산도, 양이온 치환용량, 유기물함량, 치환성 양

이온을 분석하였다. 토양 시료를 채취․혼합․

풍건하여 전처리한 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

학원의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 따라 토양 이

화학성을 분석하였다. 토양 삼상 조사 분석방법

은 Kang et al.(2015)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방법

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용 시료는 모니터링 대상

지에서 A0층(유기물층)을 걷어내고, 토심 5cm

깊이에서 코어를 이용해 토량 100ml를 채취하

였다. 토양 삼상(Three phase of soil)은 토양 중

토양입자와 유기물의 고상과 토양 용액의 액상,

그리고 토양공기의 기상 용적비이다. 토양 삼상

비는 먼저 Core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뒤,

토양의 건조중량을 진밀도로 나누어 고상의 부

피로 하고, 그 토양의 수분을 정량하여 물의 밀

도로 나눈 값을 액상의 부피로, 전체 부피에서

액상과 고상의 부피를 빼준 값을 기상의 부피로

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Figure 3 참조).

2) 생장량 및 피해도 분석

(1) 표본목 선정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양쪽 모두에 최소 10주

이상씩 식재된 수종을 표본목으로 선정하였다.

직경 생장량 조사대상은 상록교목의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2종이며, 낙엽교목은 느릅나

무, 단풍나무, 모감주나무, 모과나무, 산딸나무,

살구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R15), 팽나무

(R20) 등 8종으로 총 10종을 표본목으로 선정하

였다. 수고 및 근원경 생장량 조사대상은 상록

교목 중 섬잣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서

양측백, 구상나무 등 5종이며, 낙엽 교목 중 감

나무, 꽃아그배나무, 느릅나무, 모감주나무, 모

과나무, 백목련, 산수유, 살구나무(R6), 살구나

무(R10), 상수리나무, 산딸나무, 단풍나무, 팽나

무(R15), 팽나무(R20), 칠엽수 등 13종으로 총

18종의 수목을 표본목으로 선정하였다(Figure 4

참조). 수목피해도 조사는 상록교목 중 구상나

무, 서양측백, 섬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 4종

을 표본목으로 선정하였다. 가지 생장량 조사는

고사 등의 피해가 적으며, 생육상태의 비교가

뚜렷하고 비교 개체수가 많은 스트로브잣나무

를 표본목으로 선정하였다.

(2) 수목 생장량

직경 생장량 측정을 위해 목편 추출 부위는

지상 1.2m 되는 흉고높이에서 생장추를 추출했

으며, 가능한 정확한 수령 파악을 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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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th rate(%) =
Standard(Survey) - Height, Root diameter

× 100
Standard(Maps of Completion) - Height, Root diameter

* Growth rate difference = Average natural ground growth rate - Average Artificial Ground Growth Average

(pith)를 관통하도록 하였다. 추출된 목편에서 수

목 나이테를 추출하고 모눈종이와 자를 이용하

여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의 동일 수종별 연간 생

장량을 분석하였다. 가지 생장량은 스트로브잣

나무를 대상으로 자연지반과 인공지반별로 10

개체를 선정하였으며, 대상 수목에서 1년생지, 2

년생지, 3년생지, 4년생지, 5년생지, 6년생지를

대상으로 가지 길이(㎜) 및 잎 부착률(%)을 5반

복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의

수목 생육 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1년생지∼6

년생지까지의 누적 길이를 파악하였다. 수고 생

장량은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에 동시에 식재된

교목을 대상으로 수고를 측정하여 준공도면

(Maps of Completion) 식재 규격(수고, 근원경)

과 조사 시점의 수고를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생

장률로 나타내었고,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의 수

고 생장률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근원

경 생장량은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에 동시에 식

재된 교목을 대상으로 지상으로부터 0.2m 높이

에서 근원직경을 측정하여, 지반별 생장률을 산

정하고, 생장률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수목피해도 분석

수목피해도 조사 시점은 3월로 잎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에 상록교목 중 구상나무, 서양

측백, 섬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총 4종을 표본

목으로 선정하였다. 가지 생장량 조사는 고사

등의 피해가 적으며, 생육상태의 비교가 뚜렷하

고 비교 개체수가 많은 스트로브잣나무를 표본

목으로 선정하였다. 구상나무를 대상으로 자연

지반 3개체, 인공지반 10개체를 선정하였고, 서

양측백과 스트로브잣나무 각 10개체, 섬잣나무

자연지반 1개체, 인공지반 10개체를 선정하여

수목피해도를 조사하였다. 수목피해도 조사는

Lee et al.(1990)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수

목피해도 조사항목은 잎 변색도 (x1, x2, x3), 위

축(x4), 잎 낙엽 정도 (x5, x6, x7), 지수상태 (x8),

신초 생장 (x9), 수관감소(x10), 소지 상태(x11), 정

아 유무(x12), 수세(x13)이다. 수목피해도는 각 피

해조사 항목의 기여 정도를 반영하여 자연지반

수목 피해율(Y1)과 인공지반 수목 피해율(Y2)

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피해율에

의한 피해 정도는 0∼10%를 정상, 11∼30%는

경 피해, 31% 이상을 심 피해로 분류하였다.

▪Y1 =

(x1+x2+x3+x4+x5+x6+x7+x8+x10+x11+x12+x13)/41×100

▪Y2 =

(x1+x2+x3+x4+x5+x6+x7+x8+x10+x11+x12+x13)/41×100

3) 생장량 및 피해도 차이 분석의 검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

하여 식재지반의 차이에 따라 직경 생장량, 근

원경 및 수고 생장량, 수목피해도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

법인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환경인자 분석

1) 토양 이화학적 특성

식재지반별 토양 이화학적 특성과토성을분석

하였다(Table 1 참조). 토양 pH를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약알카리성을띠고 있는토양이며, 자연지

반토양이 인공지반 토양보다알카리성이높았다.

전기전도도(EC)는 인공지반에서 0.01∼0.07dS/m

까지 분포하며 평균 0.004dS/m이였으며, 자연지

반에서는 0.05∼0.07dS/m로 평균 0.06dS/m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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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location of the root diameter and height plots

다. 전기전도도는 4dS/m이면 식물이 생장할 수

없는 상태로 대상지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식물의

생육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

효인산(Avail.-P)의 함량을 살펴보면 인공지반에

서 표토 평균 4.80㎎/㎏, 심토 평균 5.56㎎/㎏, 인공

지반의 마운딩지역에서 표토 평균 1.90㎎/㎏, 심토

평균 6.31㎎/㎏이였으며, 자연지반에서는 표토 평

균 8.71㎎/㎏, 심토 평균 8.49㎎/㎏이었다. 유효인

산은 식물의 발근, 착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경작 산지토양의 평균 함

량 5.60㎎/㎏이다. 따라서, 인공지반의 유효인산

함량은수목 생육에는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치환성 양이온 함량을 살펴보면 Ca⁺⁺은인공지
반의 경우 표토 평균 9.13cmol/kg, 심토 평균

9.71cmol/kg이었고, 인공지반 마운딩지역의 경우

표토 평균 5.78cmol/kg, 심토 평균 5.56cmol/kg이

었다. 자연지반에서는 표토 평균 12.58cmol/kg,

심토 평균 16.91cmol/kg로 다른 지반보다 높았다.

Ca⁺⁺ 함량이 높은 것은 토양의 pH가 약알카리성

을나타낸결과와마찬가지로 Ca⁺⁺의용탈이 일어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Mg⁺⁺함량을 보면
인공지반이 표토 평균 1,24cmol/kg, 심토 평균

0.93cmol/kg, 인공지반 마운딩지역이 표토 평균

1.11cmol/kg, 심토 평균 1.28cmol/kg, 자연지반이

표토 평균 0.80cmol/kg, 심토 평균 0.94cmol/kg이

었다. 이는 밭 토양의 평균 1.40cmol/kg보다 낮으

나 미경작 산지토양의 평균 0.70cmol/kg 보다는

높게나타나수목의생육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

판단되었다. K⁺의 함량은 인공지반이 표토 평균
0.23cmol/kg, 심토 평균 0.17cmol/kg, 인공지반 마

운딩지역이 표토 평균 0.21cmol/kg, 심토 평균

0.18cmol/kg이었고, 자연지반이 표토 평균

0.44cmol/kg, 심토 평균 0.34cmol/kg로 측정되었

다. 이는밭토양의 0.59cmol/kg, 미경작산지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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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pH EC O.M. Avail.-P Ca⁺⁺ Mg⁺⁺ K⁺ Na⁺

Soil texture
(W1:5) (dS/m) (㎎/kg) (cmol/kg)

Artificial

ground

1
topsoil 8.54 0.05 0.41 1.92 14.88 0.49 0.23 0.09 Loamy sand

subsoil 8.37 0.02 0.14 5.41 5.77 0.52 0.09 0.08 Loamy sand

2
topsoil 8.13 0.01 0.27 6.31 6.16 2.34 0.31 0.21 Sandy loam

subsoil 8.71 0.07 0.54 9.41 12.58 1.05 0.26 0.17 Sandy loam

3
topsoil 8.42 0.01 0.34 6.19 6.37 0.88 0.17 0.06 Sandy loam

subsoil 8.74 0.05 0.34 1.85 10.78 1.22 0.17 0.07 Sandy loam

Average
topsoil 8.36 0.02 0.34 4.80 9.13 1.24 0.23 0.12 -

subsoil 8.61 0.05 0.34 5.56 9.71 0.93 0.17 0.11

Artificial

ground

(Mounding)

4
topsoil 8.75 0.04 0.41 2.65 7.83 0.86 0.16 0.35 Sandy loam

subsoil 8.41 0.06 0.27 2.27 6.38 1.60 0.27 0.44 Sandy loam

5
topsoil 8.62 0.03 0.48 1.73 3.74 1.12 0.19 1.57 Sandy loam

subsoil 8.22 0.04 0.20 7.20 4.96 1.02 0.12 0.62 Sandy loam

6
topsoil 7.84 0.02 0.75 1.33 5.77 1.36 0.27 0.25 Sandy loam

subsoil 7.69 0.03 0.14 9.46 5.35 1.21 0.14 0.42 Sandy loam

Average
topsoil 8.40 0.03 0.54 1.90 5.78 1.11 0.21 0.72 -

subsoil 8.11 0.04 0.20 6.31 5.56 1.28 0.18 0.50

Natural

ground

7
topsoil 8.76 0.07 1.02 4.04 13.04 0.84 0.39 0.13 Sandy loam

subsoil 8.96 0.07 0.95 8.04 17.30 1.11 0.35 0.19 Sandy loam

8
topsoil 8.65 0.06 1.16 13.07 10.58 0.77 0.43 0.15 Sandy loam

subsoil 8.91 0.07 0.27 9.43 17.42 1.00 0.38 0.24 Sandy loam

9
topsoil 8.74 0.05 2.31 9.01 14.13 0.79 0.49 0.13 Sandy loam

subsoil 8.85 0.06 0.34 7.99 16.00 0.73 0.28 0.08 Sandy loam

Average
topsoil 8.72 0.06 1.50 8.71 12.58 0.80 0.44 0.14 -

subsoil 8.91 0.07 0.52 8.49 16.91 0.94 0.34 0.17

Field Soil (Top Soil) 5.80 　 1.90 216.00 4.60 1.40 0.59 -　 -　

Uncultivated soil 4.80 　 6.40 5.60 2.27 0.70 0.25 - -　

Table 1.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study area

의 0.25cmol/kg보다 인공지반에서는 K⁺의 함량이
낮게 나타나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치환성 양이온 함량의부족은

인공지반에식재된수목뿌리조직의중요한영양

소 결핍을 가져와 수목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토성

자연지반, 인공지반, 인공지반 마운딩지역의

토성은 인공지반 1개소에서는 Loamy sand이었

고, 나머지 8개소 지역에서는 같은 Sandy loam

이었다. Loamy sand 토양은 손에 미사와 세사

등이 약간 묻는 정도로 미사(점토함량의 1.5배

를 합한 수치) > 15%, 모래 85～90% 또는 미사

(점토함량의 2배를 합한 수치) < 30%, 모래 7

5～85%이다. Sandy loam 토양은 음반습일 때

비비면 까칠까칠한 모래를 느낄 수 있으며, 점

토 < 20%, 미사(점토함량의 2배를 합한 수치) >

30%, 모래 > 52% 또는 점토 < 7%, 미사 <

50%, 모래 43∼52%이다.

3) 토양 삼상

토양 삼상 분석 결과 액상 평균은 인공지반 지

역 30.89%, 인공지반 마운딩 지역 33.88%,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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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atural ground Artificial ground T-Test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p)

Pinus densiflora 3 1.616 0.3714 3 1.665 0.3208 -0.174 0.870

Pinus strobus 4 3.833 0.2430 3 2.337 0.5058 5.278 0.003**

Koelreuteria paniculata 3 3.356 0.4140 3 1.472 0.66153 4.182 0.014*

Prunus armeniaca var. ansu 3 2.199 0.59730 3 1.897 0.8133 0.518 0.632

Celtis sinensis A 3 2.836 1.2243 3 3.157 1.429 -0.295 0.783

Celtis sinensis B 3 4.604 0.8165 3 2.383 0.6854 3.607 0.023*

*p < 0.05, **p < 0.01

Table 3. Diameter growth average difference (Unit: mm)

Plot Gaseous phase(%) Liquid phase(%) Solid phase(%)

Artificial ground

1 19.00 28.60 52.30

2 16.30 33.70 50.00

3 7.20 30.10 62.60

Average 14.19 30.89 55.01

Artificial ground

(Mounding)

4 5.20 30.90 63.90

5 2.30 37.50 60.20

6 6.60 33.30 60.10

Average 4.72 33.88 61.39

Natural ground

7 14.2 22.60 63.20

8 10.90 25.70 63.40

9 31.50 24.40 44.20

　Average 18.87 24.21 56.92

Table 2. Soil three phases properties in study area

지반 지역 24.4%이었다. 이는 같은 토성이지만

인공지반에서의 수분함량이 자연지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상지 인공지반의 배수 구조가

자연지반과 연계된 지역이고, 마운딩이 되어 토

심이 깊게 형성되어도 자연지반보다 배수가 원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참조).

2. 수목 생육상태 비교

1) 직경 생장량 비교

식재지반에 따라 직경 생장량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분

석된 검정결과 스트로브잣나무는 유의수준 0.01

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모감주나무

와 팽나무B(식재 당시 규격 R15)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자연지반과 인

공지반 간 직경 생장량에 있어, 식재지반별 평

균 차이가 있었다. 소나무, 살구나무, 팽나무A

(식재 당시 규격 R20)는 분석된 검정결과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연

지반과 인공지반 간 직경 생장량에 있어, 식재

지반별 평균 차이가 없었다. 느릅나무, 단풍나

무, 모과나무,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등은 T-Test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빈도수가

부족하여 검증 값이 없었다.

2) 수고 생장량 및 근원경 생장량 비교

식재지반에 따라 조사대상 수목의수고 생장량

및근원경생장량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검증

하기 위해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분석된 검정

결과 근원경 생장량에서 감나무, 느릅나무, 팽나

무A(R15)의 3종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단풍나무, 백목련, 칠엽수 등 3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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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ame Variables
Natural ground Artificial ground T-Test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p)

Abies koreana Height 3 0.400 0.3606 10 -0.330 0.2359 4.216 0.001**

Thuja occidentalis Height 10 1.500 0.0000 10 -0.280 0.1687 33.375 0.000**

Pinus strobus Height 10 3.820 1.1292 10 1.800 0.5497 5.086 0.000**

Diospyros kaki
Root

diameter 5 3.900 1.7464 5 1.000 2.1213 2.360 0.046*

Height 5 1.060 0.5128 5 -0.200 0.2550 4.919 0.001**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oot
diameter 4 4.500 2.6458 6 0.367 1.3952 3.267 0.011*

Height 3 1.867 0.1155 12 1.283 0.5271 1.856 0.086

Acer palmatum
Root

diameter 8 4.275 2.4708 5 1.462 1.5872 3.195 0.005**

Height 5 1.638 1.0183 5 0.892 0.9197 1.733 0.099

Pseudocydonia sinensis
Root

diameter 5 4.640 0.8091 14 3.650 2.2156 1.430 0.171

Height 5 1.780 0.2775 14 1.357 0.5080 2.299 0.038*

Magnolia denudata
Root

diameter 6 3.167 1.1255 5 -0.200 1.5872 1.958 0.006**

Height 6 2.950 0.7396 5 1.060 0.7956 4.080 0.003**

Cornus kousa
Root

diameter 3 4.833 1.2583 10 4.030 1.1126 1.070 0.308

Height 3 3.167 1.1930 10 1.680 0.5712 3.115 0.010**

Prunus armeniaca A
Root

diameter 17 6.660 1.9222 8 5.338 1.2524 1.687 0.105

Height 17 2.712 1.0891 8 1.288 0.3091 4.982 0.000**

Prunus armeniaca B
Root

diameter 3 6.267 2.2502 4 6.125 2.9545 0.069 0.948

Height 3 2.867 0.6028 4 1.350 0.5745 3.389 0.019**

Quercus acutissima
Root

diameter 9 3.889 2.5590 7 1.786 1.2864 1.978 0.068

Height 9 3.211 0.4485 7 2.029 0.8807 3.508 0.003**

Aesculus turbinata
Root

diameter 3 8.767 0.6229 6 4.417 1.9083 3.731 0.007**

Height 3 3.267 0.8386 6 1.633 0.5465 3.589 0.009**

Celtis sinensis A
Root

diameter 10 5.29 2.2128 4 2.125 1.7970 2.528 0.027*

Height 10 0.05 0.2838 4 0.350 0.7000 -0.830 0.461

Celtis sinensis B
Root

diameter 10 6.61 3.3013 26 4.365 3.9883 1.158 0.123

Height 10 3.47 0.1494 26 1.823 1.1847 6.946 0.000**

*p < 0.05, **p < 0.01

Table 4. Average difference between root diameter growth and height growth

유의수준 0.01에서 고도의 유의성 인정되었다. 자

연지반과 인공지반 간 근원경 생장량에 있어, 식

재지반별 평균 차이가 있었다. 수고 생장량에서

모과나무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

었고, 구상나무, 서양측백, 스트로브잣나무, 감나

무, 백목련, 산딸나무, 살구나무A(R6), 살구나무

B(R10), 상수리나무, 칠엽수, 팽나무B(R15) 등 11

종이 유의수준 0.01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

었다.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간 수고 생장량에 있

어, 식재지반별 평균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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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atural ground Artificial ground T-Test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p)

1-year 50 157.28 80.477 50 89.46 48.902 5.092 0.000**

2-year 50 215.64 82.158 50 114.70 56.837 7.145 0.000**

3-year 50 240.58 84.404 50 110.00 50.535 9.386 0.000**

4-year 50 313.52 98.468 50 120.68 56.676 12.002 0.000**

5-year 50 292.88 109.094 50 114.80 52.295 10.408 0.000**

6-year 50 218.70 70.271 50 174.64 90.028 2.728 0.008**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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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verage difference in branch growth

a. Comparison of Pinus strobus branch length growth b. Comparison of Pinus strobus leaf attachment rate

Figure 6. Analysis of Pinus strobus branch growth

근원경생장량및수고생장량조사수목중소나

무, 꽃아그배나무, 모감주나무 등은 T-Test 검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3) 가지 생장량 비교

스트로브잣나무는 원산지의 생육조건은 서늘

하고 다습한 지역에서 생장이 좋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배수가 잘되는 사토 지역에서 생

장과 갱신, 경영상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Choi et al., 2009). 스트로브잣나무 10주의

가지 5개씩 총 50개 가지의 연도별 생장량의 평

균을 나타낸 것으로 인공지반에서의 연도별 가

지 생장량은 6년생 가지 이후부터 줄어들어 매

년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6년생까지의 가지 생장

량을 비교하면 자연지반 가지 생장량이 인공지

반 가지 생장량보다 98.6% 높았다. 스트로브잣

나무의 잎 부착률을 조사한 결과로 1년생 가지

의 경우 인공지반의 잎 부착률이 다소 높았고, 2

년생의 경우 자연지반의 잎 부착률이 다소 높았

다(Figure 5 참조).

식재지반에 따라 스트로브잣나무의 가지 생장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으로 나누어 연도별 가지 생장량의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분석된 검증 결과 유의수

준 0.01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어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간 가지 생장량에 있어 식재지반별 평균 차

이가 있었다. 스트로브잣나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

지 생장량 및 잎 부착률의 결과를 보면 자연지반에서

는 매년 가지의 생장량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인공

지반에서는 점차 생장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

었고, 매년 평균 생장량도 인공지반보다 자연지반에

서 2배 정도 높은 가지 생장량을 보인다.

3. 수목피해도 비교

조사대상지의 상록교목 중 4개 수종의 지반

구조별 수목피해도를 조사한 결과 구상나무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에서 모두 생육 장애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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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atural ground Artificial ground T-Test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p)

Tree
damage rate 24 14.735 14.3931 40 50.061 15.0856 -9.224 0.000**

**p < 0.01

Table 7. Average difference in tree damage rate due to planting ground

Species Ground Damage rate(% ) Classification

Abies koreana
Natural ground 43.1 Damage

Artificial ground 64.1 Damage

Thuja occidentalis
Natural ground 2.4 Normal

Artificial ground 44.4 Damage

Pinus parviflora
Natural ground 36.6 Damage

Artificial ground 55.9 Damage

Pinus strobus
Natural ground 16.3 Normal

Artificial ground 35.9 Damage

Table 6. Comparing tree damage by tree species

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공지반에서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자연지반에서의 서양측백 피해는 인

위적인 전정에 의한 정아 제거의 경우를 고려하

면 피해가 없었으며, 인공지반에서는 44.4%의

높은 피해율이었다. 섬잣나무는 자연지반에서

36.6%의 피해, 인공지반에서 55.9%의 피해가

발생해 자연지반보다 인공지반에서의 피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로브잣나무는 자연지반

에서 16.3%의 경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공지반

에서 35.9%의 피해율이 발생해 자연지반보다

인공지반에서의 생육이 2배 이상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조사 수종 4개 수종을 비교하면 조사대상지

에서는 구상나무와 섬잣나무가 자연지반과 인

공지반 모두에서 피해가 높고, 인공지반에서의

생육 장애가 심하며, 반면 서양측백과 스트로브

잣나무는 자연지반에서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공지반에서는 피해

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식재지반에 따라 수목피해율의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연지반과 인공지

반으로 나누어 수목피해율의 T-Test를 실시하여

분석된 검정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Table 7 참조). 자연지반과 인

공지반 간 피해율에 있어, 식재지반별 평균치의

차이가 있었다. 인공지반에 식재된 수목이 자연

지반에 식재된 수목보다 피해율이 높으며, 그

피해 정도도 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수목 생육 비교 종합 고찰

1) 생장량 비교

자연지반에서의 식재 후 평균 직경 생장량의

합계는 자연지반에서 3.040㎜, 인공지반에서

2.165㎜로 나타나 자연지반의 수목이 인공지반

보다 0.875㎜, 40.4% 더 많이 생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자연지반에서는 점

차 연 생장량이 많아지지만, 인공지반에서는 점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Table 8 참조). 이는

일반적인 수종의 경우 인공지반에서의 수목 생

육조건이 시간이 경과 되어 수목이 생장할수록

부적합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직경생장이 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수리나무 외 7개의 수종의 경우 자연지반

에서의 직경 생장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나무, 모과나무, 팽나무A의 경우 인공지반에

서 직경 생장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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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2003
year

2004
year

2005
year

2006
year

2007
year

2008
year

2009
year

Average of tree diameter growth
on natural ground (㎜)

0.396 0.393 0.409 0.428 0.456 0.508 0.450

Average of tree diameter growth
on artificial ground (㎜)

0.370 0.357 0.333 0.326 0.269 0.267 0.243

Table 8. Average comparison of tree diameter growth according to the ground structure

지반에서의 직경 생장량이 높은 수종으로 나타

난 수종은 팽나무, 느릅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모감주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순서이었으며, 인

공지반에서는 팽나무, 느릅나무, 모과나무, 스트

로브잣나무, 살구나무 순으로 직경 생장량이 많

았다.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에서의 직경 생장량

의 차이가 큰 수종은 상수리나무, 모감주나무,

팽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순이었다

(Figure 6 참조).

Figure 7. Growth amount of diameter at breast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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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경 생장지수를 지반별로 결과 조사 수종

19종 모두 자연지반에서의 생장량이 인공지반

에서의 생장량보다 많았다. 근원경 생장량이 높

은 수종은 살구나무, 꽃아그배나무, 칠엽수, 모

감주나무 등으로 앞서 언급한 직경 생장량이 높

은 수종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직경 생장량보다 뿌리 부분의 근원경의 생장이

빠른 수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연지반

과 인공지반 간의 근원경 생장량 차이가 큰 수

종은 스트로브잣나무, 서양측백, 섬잣나무, 칠엽

수, 백목련 순이었고, 모감주나무, 소나무, 산수

유 등은 자연지반보다 인공지반에서 근원경 생

장률이 높은 수종이었다(Figure 7 참조).

Figure 8. Rate of root-collar calipe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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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구조에 따른 수종별 수고 생장지수를 비

교한 결과 서양측백, 스트로브잣나무, 백목련,

감나무, 칠엽수 순으로 자연지반보다 인공지반

에서의 수고 생장량이 높은 수종이었고, 팽나무

A, 섬잣나무, 느릅나무 등은 인공지반에서 수고

생장량이 높은 수종이었다. 스트로브잣나무, 칠

엽수, 살구나무,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모감주

나무 등은 자연지반에서 식재 당시 규격보다 2

배 이상 수고가 자랐으며, 인공지반에서는 모감

주나무, 칠엽수, 살구나무, 산딸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이 식재 당시 규격보다 수고 생장량이

많았다(Figure 8 참조).

직경생장량, 수고 생장량 및 근원경 생장량의

T-Test 결과 섬잣나무, 소나무, 꽃아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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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rees
Presence of Significance

RemarksHeight of
Trees

Diameter at
Root

Growth in
Diameter of Trees

Pinus parviflora - - -

▪Tree Species of Differences in Growth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Grounds
are Ignorable.

Pinus densiflora × × ×
Malus floribunda × × -
Koelreuteria
paniculata × × ○

Cornus officinalis - - -
Diospyros kaki ○ ○ -

▪Tree Species of Differences in Growth
of Height and Diameter at Root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Grounds are
Recognizable

Magnolia denudata ○ ○ -
Aesculus turbinata ○ ○ -
Celtis sinensis B ○ × ○
Pinus strobus ○ - ○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 ○ - ▪Tree Species of the Difference in

Growth of Height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Grounds is Ignorable
▪Tree Species Manifesting Average

Differences in Diameter at Root

Acer palmatum × ○ -

Celtis sinensis × ○ ×

Pseudocydonia
sinensis ○ × - ▪Tree Species of the Difference in

Growth of Height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Grounds is Recognizable
▪Tree Species of the Difference in

Growth of Diameter at Root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Grounds is
Ignorable

Cornus kousa ○ × -
Prunus armeniaca A ○ × -
Prunus armeniaca B ○ × ×
Quercus acutissima ○ × -
Thuja occidentalis ○ - -
Abies koreana ○ - -

Table 9. Differences in Average Growth of Trees Corresponded to Varied Ground Structure

Figure 10. Rate of growth of tree height by species

according to ground structure

*

0

400

800

1200

1600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6년생 합계

생
장
량
(C
m
)

자연지반

인공지반

: Natural ground,

0

400

800

1200

1600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6년생 합계

생
장
량
(C
m
)

자연지반

인공지반: Ar tificial ground

모감주나무, 산수유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에서

의 생육 차이가 인정되지 않은 수종이었고, 감

나무, 백목련, 칠엽수는 지반에 따라 수고 생장

량 및 근원경 생장량의 차이가 있는 수종이었

다. 느릅나무, 단풍나무, 팽나무 등은 지반에 따

라 수고 생장은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근원경

생장량은 차이가 있는 수종이고, 모과나무, 산딸

나무, 살구나무, 상수리나무, 서양측백, 구상나

무 등은 지반에 따라 근원경 생장량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고, 수고 생장의 차이는 인정되는

수종이었다(Table 9 참조).

스트로브잣나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지 생

장량 및 잎 부착률의 결과를 보면 자연지반에서

는 매년 가지의 생장량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인공지반에서는 점차 생장량이 줄어드는 경향

을 볼 수 있었으며, 매년 평균 생장량도 인공지

반보다 자연지반에서 2배가량 높은 가지 생장량

을 보이었다. 이는 지반의 구조가 자연지반인지

인공지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스트로브잣나무의

가지 생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인공

지반에서의 식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생장량 T-Test 결과

식재지반에 따른 생육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조사 수종을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으로 구

분하여 직경 생장량, 근원경 생장량, 가지 생장

량, 수고 생장량의 T-Test를 실시한 결과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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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atural ground Artificial ground T-Test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p)

Diameter growth 30 3.63 1.23 25 2.79 1.08 2.661 0.010*

Root diameter
growth

148 4.989 3.5995 152 3.235 4.4092 3.668 0.000*

Height growth 173 2.531 1.5557 191 1.313 1.5483 7.477 0.000*

*p < 0.05, **p < 0.01

Table 10. The average difference in growth depending on the planting ground

생장량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결과, 근원

경 생장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고도의 유의한

결과, 가지 생장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고도의

유의한 결과, 수고 생장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어 지반구조에 따라 생

육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Table 10 참조).

5. 식재지반 구조에 따른 수목식재 방안

1) 지반 조성

식재기반 조성 표준시방서(KCS 34 30 10 :

2016)에는 적용범위, 토양 재료, 암거배수 자재,

시공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

인공식재기반 조성에는 방수, 배수, 식재토양,

관수, 지주목 항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단지 내 식재

기반 조성에 관해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고려한

공동주택단지의 인공지반 배치 구상을 제시하

였다(Figure 9 참조). A 부분은 공동주택 대부분

녹지를 차지하는 전·후면의 녹지 구간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지반 조성방법을 나타

낸 것이다. B, C 구간은 녹음식재 및 경관 식재

를 하면 법적 기준이 토심 0.9m 이상 보다 깊은

1.5m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기 위해 마운딩, 플

랜터 설치, 우물형 슬라브 등을 설치하고 일부

구간은 자연지반과 연결되는 지반구조가 적정

할 것이다. 또한, 단지의 외곽부 등의 차폐식재

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대에는 자연지반을 배치

하여 수고 생장량이 원활하도록 조성해야 할 것

이다. 토양 경도는 식물이 뿌리에서 수분과 양

분흡수, 통기성, 투수성 등 수목의 생육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목은 토양 경

도 20mm(6.3kg/㎠) 이하에서 뿌리 신장이 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다(藤原 et al., 1996). Yoon

and Ahn(1998)은 아파트단지 내 토양 이화학성

중 과다한 Ca⁺⁺에서 기인한 알칼리성이 높은

pH, 높은 염기 포화도, 열악한 토성으로 인한

유효수분 함량의 부족과 배수 불량, 높은 토양

경도, 유기물의 부족과 양이온치환용량의 부족

등이 수목 생육에 가장 큰 제한인 자로 작용한

다고 했다. Kim et al.(2000)은 조경수목 생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토양요인은 토양 경도

라 하였으며, 주원인은 식재지반 조성 등에 의

한 장비의 전압(轉壓)이라 하였다. 공동주택단지

의 인공지반 토양은 시공 당시의 다짐 등에 의

한 토양 공극의 부족 등에 의한 배수 기능 상실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배

수시설의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기에 맹암거 등

을 이용한 자갈 배수로의 적용은 지양하여야 한

다. 건축 슬라브의 철근 없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자연지반이나 배수구로 구배가 형성될 수 있도

록 계획하여 배수시설의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하부지반의 자연 구배에 의한 배수가 되도록 해

야 하고, 인위적인 토양 통기 시설의 설치와 적

정 간격의 배수드레인 설치가 필요로 한다. 또

한, 반입되는 토양의 수목 생장 적합 여부를 판

단하여 토사 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육에

불량한 토양일 경우 토양개량을 하여 수목의 생

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비배

관리 등을 통해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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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ree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Ecological Characteristics Application
of

Artificial
Ground

Area of
ApplicationShapes of Tree Rot Growth Growth

Speed
Soil

Texture
Acidity Soil

Dryness
Implantability

Pinus parviflora Figuratively Shaped Tree Deep-Rooted Slow
Sandy
Loam

Slightly
Acid Saturated Easy ●

Natural
Ground

Artificial
Ground

Pinus densiflora Conical Shapes, Rounded
Boundary

Deep-Rooted Slow Sandy
Loam

Slightly
Acid

Dry Moderate ●

Malus floribunda Spherical Shapes Shallow-
Rooted　

Fast Loamy
Soil

Neutral Saturated Easy ●　

Koelreuteria
paniculata

Shapes of Rounded
Boundaries Deep-Rooted　 Fast

Sandy
Soil/Clay Alkalescent Saturated Easy ●

Cornus officinalis Umbrella Shapes Shallow-
Rooted　

Fast Sandy
Soil

Neutral Saturated Moderate ●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ounded Shapes Deep-Rooted　Moderate Sandy

Loam
Neutral Saturated Easy ○　 Artificial

Ground

Back Side of
Buildings

Acer palmatum Spherical Shapes
Shallow-
Rooted　 Slow

Sandy
Soil Alkalescent Moderate Easy ○

Celtis sinensis Shapes of Rounded
Boundaries

Deep-Rooted　Moderate Sandy
Loam

Neutral Saturated Easy ○

Pseudocydonia
sinensis Elliptical Shapes Deep-Rooted　 Slow Fertile Soil,

Sandy Soil
Neutral Saturated Easy ○　

Artificial
Ground

Front Side of
Buildings

Cornus kousa Shapes of Rounded
Boundaries Deep-Rooted　 Fast

Sandy
Soil Neutral Saturated Easy ○

Prunus armeniaca Shapes of Rounded
Boundaries

Deep-Rooted　 Fast Sandy
Soil

Neutral Saturated Difficult ○

Quercus acutissima Shapes of Rounded
Boundaries

Deep-Rooted　Moderate Sandy
Loam

Slightly
Acid

Saturated Moderate ○

Thuja occidentalis Conical Shapes Deep-Rooted Moderate
Loamy

Soil Neutral Saturated Easy ×

Natural
Grounds

Abies koreana Conical Shapes Shallow-Root
ed　

Slow Sandy
Soil

Slightly
Acid

Moderate
ly Wet

Moderate ×

Diospyros kaki Elliptical Shapes Shallow-Root
ed

Slow Sandy
Soil

Neutral Saturated Difficult ×

Magnolia denudata Shapes of Rounded
Boundaries Deep-Rooted　Moderate

Loamy
Soil Neutral Saturated Easy ×

Aesculus turbinata Umbrella Shapes Tap-Rooted　 In
Between

Sandy
Soil

Neutral Saturated Easy ×

Pinus strobus Conical Shapes Deep-Rooted Fast Loamy
Soil

Slightly
Acid

Saturated Easy ×

● : Suitable, ○ : Moderate, × : Unsuitable

Table 11. Characteristics and Areas of Implanting of Each Tree Species

Figure 11. Conceptual diagram of the arrangement of artificial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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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구조별 수목 선정

인공지반 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토양 종

류, 토심, 적용 수종, 배수, 관수, 복사열 등 다양

한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수목의 원

활한 생장을 도모할 수 있다(Jung et al., 2015).

동일 수종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반의 구조에 따

라 생장 속도가 다르므로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에서의 생육이 비슷한 수종이 인공지반에서의

적응성이 높은 수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목의

형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반

에 적용 가능한 수종을 선정하였다. 상록교목으

로는 구상나무, 소나무, 낙엽교목으로는 꽃아그

배나무, 모감주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산딸

나무, 산수유, 팽나무 등이 인공지반에서의 적응

성이 높은 수종으로 선정하였다. 소나무는 다양

한 환경조건에 적응하며, 암석지대, 척박지, 습

윤지 등에서도 생육하나 태양광을 선호하는 극

양수의 특성을 갖는다(Rho, 2009).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분포범위가 전북 덕유산

이남의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생육하

는 식물로(Song et al., 2010), 낮은 온도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하였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환경

은 광합성 능력이 감소하여 생육에 영향을 준다

(Lim et al., 2006). 위 수종은 T-Test결과 유의하

지 않은 결과가 나온 수종으로, 뿌리 발달이 천

근성, 생장 속도가 느리거나 보통, 토성이 사질

양토이거나 점토성, 이식이 쉬운 수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의 생장량 비율

차이가 10% 내외의 수종으로 인공지반에 적합

한 수종으로 판단되었다. 섬잣나무, 소나무, 꽃

아그배나무, 모감주나무, 산수유 등은 지반의 구

분 없이 단지 내 모든 지역에 식재 가능한 수종

으로 판단되었다. 느릅나무, 단풍나무, 팽나무

등은 인공지반에서 수고 생장이 높은 수종이므

로 건축물 후면부와 녹음식재에 적합한 수종으

로 판단되었다. 건축물 전면의 인공지반에 생육

가능한 수종으로는 모과나무, 산딸나무, 살구나

무, 상수리나무 등이 있다. 인공지반에서 생장량

이 적거나, 수목 피해율이 높은 수종인 서양측

백, 구상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감나무, 백목련,

칠엽수 등을 인공지반에 부적합한 수종으로 판

단되었다(Table 11 참조).

IV. 결 론

본 연구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의 지반구조

에 따라 수목의 생장률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인공지반에 도입되는 수종의

적정성, 규격을 고려한 배식 설계 기초자료 제

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토양 이화학적 특성 중 토양 pH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알카리성을 띠고 있는 토양이며,

자연지반 토양이 인공지반 토양보다 알카리성이

높았다. 전기전도도(EC)는 인공지반에서 0.01∼

0.07dS/m까지 분포하며 평균 0.004dS/m이였으며,

자연지반에서는 0.05∼0.07dS/m로 평균 0.06dS/m

이었다. 대상지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식물의 생

육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

효인산(Avail.-P)의 함량을 살펴보면 인공지반에

서 표토 평균 4.80㎎/㎏, 심토 평균 5.56㎎/㎏, 인

공지반의 마운딩지역에서 표토 평균 1.90㎎/㎏,

심토 평균 6.31㎎/㎏이였으며, 자연지반에서는

표토 평균 8.71㎎/㎏, 심토 평균 8.49㎎/㎏이었다.

인공지반의 유효인산 함량은 수목 생육에는 부

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치환성 양이온 함량의

부족은 인공지반에 식재된 수목 뿌리 조직의 중

요한 영양소 결핍을 가져와 수목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 삼성분석 결과 같

은 토성이지만 인공지반 수분함량이 자연지반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지 인공지반

의 배수 구조가 자연지반과 연계된 지역이고 마

운딩되어 토심이 깊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자연

지반보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수목 직경 생장량을 비교하면 지반에 따른 식

재 후 평균 직경 생장량의 합계는 자연지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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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이 인공지반보다 높았다. 근원경 생장량은

조사 수종 19종 모두 자연지반에서의 생장량이

인공지반에서의 생장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근원경 생장량이 높은 수종은 살구나무,

꽃아그배나무, 칠엽수, 모감주나무 등이고 지반

간의 근원경 생장량 차이가 큰 수종은 스트로브

잣나무, 서양측백, 섬잣나무, 칠엽수, 백목련 순

이였다. 수종별 수고 생장량을 비교하면 서양측

백, 스트로브잣나무, 백목련, 감나무, 칠엽수의

순으로 인공지반보다 자연지반에서 수고 생장

량이 많았고, 팽나무(R20), 섬잣나무, 느릅나무

등은 인공지반에서 수고 생장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로브잣나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지 생장량 및 잎 부착률의 결과를 보면 자연

지반에서는 매년 가지의 생장량이 일정하게 나

타났으나, 인공지반에서는 점차 생장량이 줄어

드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매년 평균 생장량

도 인공지반보다 자연지반에서 2배가량 높은 가

지 생장량을 보여 지반의 구조가 가지 생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수목피해도 조사한 결과 구상나무와 섬잣나무

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에서 모두 생육 장애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연지반보다 인공지반에서

의 피해가 더 높았다. 서양측백은 자연지반에서

피해가 없었으며, 인공지반에서는 높은 피해율

을 보이었다. 스트로브잣나무는 자연지반에서

경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연지반보다 인공지반

에서의 생육이 2배 이상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식재지반에 따른 수목 생육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조사 수종을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으

로 구분하여 직경 생장량, 근원경 생장량, 수고

생장량, 가지 생장량, 수목피해도 차이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반구

조에 따라 생육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간 수목의 생장

량은 인공지반보다 자연지반의 수목이 대체로

생장량이 많으며, 이는 지반의 구조가 수목의 생

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종에 따

른 인공지반의 식재 토심은 1.5m 이상, 인공지

반과 자연지반과의 연계 및 인공지반의 건축 슬

라브 구배를 통한 자연 배수 구조 등을 제안하

였다. 연구 한계로 대상지에 국한된 수종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조사 개체수의 제한으로 인해

통계 분석상의 검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수종

이 있었다. 그리고 인공지반의 다양한 배수 구

조 및 토양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기 위해

서는 조경식재공사에 이용되는 각각의 수종에

대해 지반 조건별 생육상태의 추가 연구와 검증

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사례 조사와 체계적

인 시공 관리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인공지반

에서의 수종 선정 및 식재 방법에 관해 계획ㆍ

설계ㆍ시공방법 등의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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