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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불피해지역의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4년 동안 뿌리의 강도 특성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만능재료시험

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뿌리의 직경급별로 인장력과 인장강도를 측정·분석하였다. 그 결과 뿌리 직경급에 따른 산

불발생 후 년차별 인장강도의 변화는 뿌리의 직경급이 큰 경우보다는 직경급이 작은 뿌리에서 강도저하폭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된 모든 직경급에서 2년차에 가장 많은 강도저하율을 나타냈고, 평균적으로는 약 61%의

인장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변화에 따른 소나무뿌리의 직경급별 인장강도저하를 미분방정식을

통해 모델링한 결과, 모든 뿌리 직경급대에서 산불발생 후 2년 이내에 50%이상의 인장강도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o characterize the root strength changes of Pinus densiflora by elapsed years after forest fire, we

measured and analyzed the tensile force and strength of the roots using the universal testing machine for 4

years. The deterioration rate of the root strength was higher in small diameter class than that in large diameter

class. Especially, the deterioration was highest of the root strength at the second year in all surveyed diameter

classes and the mean deterioration rate of the root strength was 61% by that time. The tensile strength based

on the simulation by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deteriorated more than 50% in all diameter classes within

2 years after fores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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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불은 잘 가꾸어온 산림을 일시에 폐허로 만들어 버

리는 것은 물론, 산지사면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산사태

등과 같은 2차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전에 발생

한 고성산불(1996년, 피해면적 3,762 ha), 동해안산불

(2000년, 피해면적 17,097 ha), 그리고 청양·예산산불

(2002년, 피해면적 3,095 ha) 등은 그 규모면에서 대형화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의 발생시기가 모두 4~5

월인 봄에 발생하여 7, 8월의 우기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

서 수목의 소실로 인한 2차적 산림피해에 대한 우려를 더

욱 가중시키고 있다. 식생은 강수의 저장 및 유출수의 흐

름을 완화시켜주며, 식생의 뿌리는 침식방지 및 토괴의

버팀벽 역할로 사면붕괴를 방지하는 역할 및 경관보호 측

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산불발생지역에 있

어서 피해목 뿌리의 강도소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에 대한 정보를 구명하여 뿌리에 의한 사면안정효과가 소

실되기 이전에 조림 및 다양한 사면안정대책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목뿌리가 토양의 보

강효과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고(O'Loughlin,

1974; Waldron, 1977; Wu et al., 1979; Waldron and

Dakessian, 1982; 本, 1987), 뿌리에 의한 보강영역

은 대략 1 m 정도이며, 토양의 보강효과는 토양내의 뿌

리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遠

藤과 鶴田, 1968). 특히, 阿部(1997)는 산불 및 목재수

확작업 등 수목의 고사 및 제거 등으로 인하여 토양내

뿌리량의 감소는 토양에 의한 뿌리보강효과의 저하로

이어져 산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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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토양내에 잔존하는 뿌리의 강도에 대한 연구

(Zimmer and Swanston, 1977; Zimmer, 1981)에서 2

년 경과 후 모든 수종에 있어서 세근의 강도 저하가 빠

르게 진행되고, 10년이 경과하면서 태근의 강도도 대부

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복구의 중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면안정에 미치는 식생뿌리

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인모 등, 1991; 차두송 등,

2002; 차두송과 지병윤, 2003)가 일부 보고된 바 있으

나, 산불피해지 뿌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

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식생뿌리의 강도를 고

려하는 적절한 산림복구공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차두송 등,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강

릉시 사천면 산불피해지역의 산불피해 소나무림을 대상

으로, 산불발생 후 뿌리에 대한 강도변화를 4년간에 걸쳐

모니터링 한 결과를 분석하고, 뿌리의 강도저하 양상을

모델화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산불 피해목의 뿌리강도 조사지역은 2000년 4월에 산

불이 발생하여 2일간에 걸쳐 1,447 ha의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지역(동해안산불피해지 공동조사

단, 2000a, 2000b)으로, 이 지역은 사질토(Sand)로서 모

래함량이 높고, 토심이 깊지 않으며, 유기물 및 양분함량

이 낮은 척박한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불피해에 따

른 고사목과 잔존생립목의 상태는 피해 5년차는 Figure

1과 같이 산불피해목 중 살아 남은 것들과 이미 재조림

된 소나무들이 있는 상태로 임상자체는 초본에 의해 피

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피해고사목은 주근까

지도 심하게 부후가 되어 더 이상 인장 및 전단실험을 실

시할 수 없어서 산불 피해목의 소나무 뿌리강도의 실험

은 산불발생후 4년차까지 만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2. 공시재료

공시재료는 산불피해지역내의 소나무 영급의 산화고

사목 뿌리를 년차별로 동일 지역에서 2년차(2002년), 3

년차(2003년), 4년차(2004년)별로 매년 4월 중순경에 채

취하였으며, 산화피해목과 비교분석을 위한 소나무 생립

목의 뿌리는 산화지 인접지의 미피해지역에서 채취하였

다. 채취한 뿌리는 연차별로 공시재료의 함수율이 비슷

한 수준의 것을 채취하기 위해, 외부 기상 조건에 의해

영향이 적은 토양깊이 15 cm 이하에 있는 뿌리를 대상

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토괴 전단면에 저항하는 힘으

로 작용하여 토괴의 전단파괴 안정성에 기여하는 하는

뿌리는 말뚝효과에 의한 토양 고정능력을 발휘하는 주

근과 측근을 제외한 10 mm 이하의 뿌리가 대부분이다

(한국과학재단, 2006). 이에 인장강도특성은 UTM에서

실험이 가능한 2~10 mm의 시료를 대상으로 반복실험이

가능한 량을 채취하였고, 채취한 뿌리샘플은 최대한 자

연상태로 유지되도록 주변토양과 함께 현장에서 밀봉하

여 운반한 뒤, 항온항습장치에서 5oC로 보관한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조사 대상지 토양특성 조사

뿌리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사지내 토양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의 단면조사 및 입경분포

를 조사하였다. 토양의 입도분포 실험은 한국표준규격

에 제시된 흙의 입도 분석 시험(KS F 2302)법(한국산

업규격, 2002)에 의해 No. 4, 10, 20, 40, 60, 200 체

를 사용하여 각 체에 남은 토양시료의 중량비로서 각체

의 통과백분율을 구한 뒤, 입경가적곡선을 그려 각 조

사지점별로 삼각좌표법에 의한 토성과 균등계수, 곡률

계수를 산출한 후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에서 흙의 공학적 분류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통일분류법(USCS)에 의하여 토질을 분류하였다(Lambe,

1951). 또한 토양의 수직단면구조는 토양의 모재층인 C

층이 노출될 때의 깊이까지를 판 후 단면특성 및 뿌리를

샘플링한 15 cm 깊이 토양의 밀도를 토양캔에 의해 조

사하였다. 

Figure 1. The view of survey site at 5 years after fires and decayed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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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niversal testing machine and fixing zig for measuring tree root strength.

Figure 3. Soil profiles of survey site.

Figure 4. Soil particle distribution of undamaged site by

forest fire.

Figure 5. Soil particle distribution of damaged site by forest

fire.

4. 뿌리의 인장 강도시험 및 분석 방법

산불에 의하여 고사한 소나무 뿌리의 강도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Figure 2와 같이 만능재료시험기(STM20,

United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방법으로는 시

험전 뿌리의 직경을 측정한 후 인장시험을 실시하였으

며, 이때의 시험편의 길이는 30 cm, 뿌리의 표점거리는

10 cm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인장속도는 양단부 파괴

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10 mm/min으로 실시하

였다.

분석방법은 실험에서 획득된 자료에 대하여 년차별,

뿌리직경급별 소나무 뿌리의 인장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통계

처리 패캐지는 SAS 버전 8.2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지 토양특성

산불피해지의 토질특성파악을 위해 시험지로 설정된

소나무림의 토질을 4년간 뿌리인장강도를 위한 뿌리샘플

링 구역에서 조사하여 산불 피해지역과 미피해지역을 비

교분석하였다. 산불피해지와 미피해지역의 토양단면조사

를 한 결과 모재층까지의 깊이가 산불피해지역의 경우 약

60 cm인 반면에 동일 지역의 산불 미피해지역에서는 모

재층까지의 깊이가 약 95 cm로 산화지역보다 다소 깊었

다(Figure 3). 이러한 결과로부터 산화 후 표토의 유기물

층이 연소되어 나지가 된 상태에서 강우로 인해 많은 토

양이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

정은 토양의 밀도에서도 그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

하다. 산불 피해지역과 미피해지역의 토양밀도를 토양 깊

이 15 cm 표면으로부터 동일한 위치에서 샘플링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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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 산불 피해지역에서는 1.222 g/cm3, 미피해지

역에서는 1.098 g/cm3로 약 11%정도 산불피해지역이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원래 토양깊이가 산화지역에서 더

깊은 토층으로부터 샘플링된 것으로, 산화지역에 있어서

많은 상층부의 토양이 유실되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양의 입도분석결과는 Figure 4와 Figur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도 분포가 불량한 사질토양으로서

통일분류법에 의하면 SP에 해당하는 토질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산불피해지 소나무뿌리의 인장력 및 인장강도 특성

산불피해지 소나무 뿌리직경과 인장력의 관계에 있어

서, 생립목 소나무, 산화후 2년, 3년 및 4년 경과된 소나

무 뿌리의 인장력은 Figure 6과 같이 회귀식이 산출되었

으며, 그 결과로는 소나무뿌리와 인장력은 직경이 증가

할수록 인장력은 직경의 누승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단면적, 즉 힘을 받

는 면적이 누승배로 커지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

과년수가 커질수록 인장력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실

히 알 수 있지만 경과년수가 커질수록 직경증가별 인장

력의 증가에 대한 분산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뿌리

가 부후되는 것이 목질조직전체로 보았을 때 일정치 않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토양내부의 함수율 분포가 일

정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나무 뿌리직경과 인장강도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동종 재질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같은 강도를 나타내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목질과 같이 세포로 이루어진 재

료는 수분 함량과 조직의 상태에 따라 그 강도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난다. 특히 실험하는 뿌리의 부위에 따라 옹이,

수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강도는 다르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Mohsenin, 1970). Figure 7에서와 같이 직경

급이 작을수록 강도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화

후 경과년수 별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초기의

강도특성이 목질재료가 부후해 가면서도 그 성질이 유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산불피해지 소나무 뿌리의 경과년수별 직경별 인장

강도 변화특성 

산불피해후 경과년수에 따른 뿌리의 직경별 인장강도

의 특성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과년수별, 직경별, 그리고 경과년수와 직경별

교호작용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직경급 별로 경

과년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던칸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직경급별로 경과년수에 대한 강도변화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Figure 8은 뿌리 직경급별로 년차

별 평균인장강도 변화에 대한 Duncan의 다중검정을 실

시한 결과이다. 뿌리직경급 2~4 mm 사이에서는 생립목

과 산화후 2년 이상 경과된 산화지내 뿌리의 인장력은 유

의적인 차이(유의수준 5%)를 보이고 있었으며, 산화후 2

년과 3년, 4년이 경과된 뿌리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직경급 4 mm이상에서는 산화후

3년차까지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4년차

에서는 3년차의 강도와 동일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뿌리 직경 4 mm이상의 경우에는 뿌리

직경 4 mm이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산불피해 후 자연

부후에 의한 인장강도의 저하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뿌리 직경급에 따른 년차별 인장강도의 변화량에

Figure 6. Tensile force change of Pinus densiflora roots by

root diameters and elapsed years.

Figure 7. Tensile strength change of Pinus densiflora roots by
root diameters and elapsed years.

Figure 8. Comparisons of root tensile strength by elapsed

years and diameter classe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each diameter class (Alpha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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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직경급이 큰 경우보다는 직경급이 작은뿌리에서

의 강도저하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직경급

에서 산화후 2년차에 가장 많은 강도저하율을 나타냈고,

평균적으로는 약 61%의 인장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뿌리 직경급 2~4 mm에서 생립목의 경우에 인장

강도가 211.3 kgf/cm2인 것이, 산화후 2년이 경과된 후에

는 65.7 kgf/cm2로 69%, 산화후 3년이 경과된 후 58.4

kgf/cm2로 약 72% 저하되어 다소 큰 변화를 보였으며, 산

화후 4년차에서는 인장강도가 53.3 kgf/cm2로 78%가 감

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뿌리직경급 8~10 mm에서는

생립목의 경우 인장강도가 95.0 kgf/cm2에서 산화후 2년

이 경과된 후 40.1 kgf/cm2로 약 58%, 3년이 경과된 후

35.9 kgf/cm2로 약 64%, 4년이 경과후에는 80%까지 저

하되었으나, 그 감소량은 다른 직경급과 비하여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O'Loughln과 Watson(1979)에 의하

면 라디에타 소나무(Pinus radiata)는 벌채후 2년내에 뿌

리인장강도의 약 50%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이는 수목

의 뿌리가 산화 혹은 벌채후 2년내에 가장 많은 강도저

하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뿌리 직경급 6~8 mm이하에서 산불발생 2

년 후 강도저하폭이 5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뿌

리 직경급 8~10 mm에서는 뿌리 직경급 4~6 mm와 비슷

한 비율로 감소하였다. 

4. 산불피해지 소나무뿌리의 직경별 인장강도 변화 모

델링

뿌리의 부후에 따라 뿌리의 인장강도(y)가 감소되는 것

은 식 (1)과 같이 시간에 다른 산불피해목의 시간변화에

다른 강도저하율(y')과 비례상수 k를 이용하여 수학적 모

형을 만들 수 있다.

(1)

식 (1)은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

의해법에 의해 해를 구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식 (2)을 변수분리하고

양변에 적분을 취하면 식 (3)과 같다.

(2)

(3)

이것을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다시 정리하면 식

(4)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상수를 앞으로 빼면 식 (5)과 같

은 일반해를 얻을 수 있다. 

(4)

(5)

여기서 라는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라는

상수 값을 구할 수 있어 식 (6)과 같은 특수해를 구할 수

있다. 

(6)

이와 같은 식을 토대로 뿌리의 강도인 y가 초기강도의 몇

%까지 감소하는 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기

간별로 강도의 감소비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모델링 이론

을 통해 현재 강릉시 사천지역 소나무 뿌리의 산화 후 강

도저하 양상을 모델링하여 뿌리강도가 절반이하로 감소하

는 경우는 식 (7)과 같이 초기강도(y
0
)에 0.5를 곱한 것이 식

(6)의 해와 같다고 놓으면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따라서 뿌리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예측

y′ ky=

y′
dy

dt
------ ky= =

yd

y
------∫ k t    ln y,d∫ kt C+= =

y e
kt C+

=

y Ce
kt

=

y 0( ) y
0

= C 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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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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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rediction of mean tensile strength vs. time elapsed after forest fire for pine roots by diameter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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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경과년수별로 구한 뿌리의 평균인장강도

를 토대로 각 직경급별로 평균인장강도에 대한 지수회귀

함수를 구하여 k값을 결정한 뒤, 식 (8)에 의해 반감기를

계산 할 수 있다(Figure 9).

(8)

뿌리의 직경급별 강도저하 반감기를 구한 결과는 Figure

10과 같이 모든 직경급대에서 산화후 2년 이내에 50%이

상의 강도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2000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산불피해

지역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4년 동안 뿌리강도특성의 경년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뿌리 직경급에 따른 년차별 인

장강도의 변화량에 있어서 직경급이 큰 경우보다는 직경급

이 작은 뿌리에서의 강도저하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모든 직경급에서 2년차에 가장 많은 강도저하율을 나

타냈고, 평균적으로는 약 61%의 인장강도가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나무뿌리에 의해 산

지사면의 토괴가 전단저항을 받아 안정에 기여하는바가 산

불발생 후 2년 내에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산지사면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안정복구

공법의 적절한 투입시기 및 적절공법의 선택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산불발생 후 산지사면의 안정공법

의 투입한계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불발생지

역 토양의 수분 투수능과 포화도를 통한 강우시 토괴의 단

위체적 증가분 및 수목의 토양깊이별로 존재하는 뿌리의

직경별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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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Half-life time of root tensile strength by diameter

cla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