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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식생기반형 LID 시설에 적합한 식물선정을 위해 수환경 적응도가 높은 10종의 식물을

반침수와 완전침수 조건에서 침수기간별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내침수성을 비교하였다. 침수기간별 수고,

엽폭을 비교·분석한 결과, 내침수성은 원추리 > 골풀 > 노란꽃창포 > 갈대 > 부들 > 벌개미취 > 붓꽃 > 속

새 > 창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추리, 골풀, 노란꽃창포는 두가지 침수조건에서 모두 양호한 생장을

보였으며, 붓꽃, 속새는 27일 전후로 고사되었으나 내침수성이 비교적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침

수구 조건에서 21일 기준으로 완전침수구와 달리 노란꽃창포가 내침수성이 매우 강한 식물로 나타났으며,

벌개미취 또한 양호한 생장을 하며 내침수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을 통해 식생기반형 LID 시

설에 적합한 식물로 원추리, 골풀, 노란꽃창포가 선정되었으며, 벌개미취, 붓꽃, 속새 또한 침수기간에 따

른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저영향 개발, 재식생, 건조 조건, 부분침수, 완전침수

Abstract : In this study, 10 species of plants with high adaptability to aquatic environments were
compared for selecting plant species suitable for vegetation-based low impact development (LID)
facilities. The flooding tolerances of the plants were tested by analyzing their growth status under half-
immersion and full-immersion conditions, with varying durations of immersion. In decreasing order
of flooding toleranc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lant height and leaf width is as follows: Hemerocallis
fulva,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Iris pseudoacorus, Phragmites communis TRIN, Typha orientalis C.Presl,
Aster koraiensis Nakai, Iris sanguinea, Equisetum hyemale, Acorus calamus. Specifically, Hemerocallis fulva,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Iris pseudoacorus showed excellent growth status under both immersion
conditions. Iris sanguinea and Equisetum hyemale. withered to death by around day 27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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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도시홍수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목적으로 저

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이

물관리 분야는 물론 도시계획분야에서도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Kim and Choi, 2013). 오염배출량

의 5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현 시

점에서 LID 기법은 강우관리 및 비점오염원저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심미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통합적인 개발

의 틀로서 이해되고 있다(Ewing, 2007). LID 기법

은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데, 첫째는

해당지역의 물순환 기능에 초점을 둔 접근방법이다.

빗물의 저류, 침투 및 이용에 관련되는 구조적 시설

물(Kim et al, 2006; Kim et al 2007; Kim , 2007;

Lim, 2011)과 빗물 저류 및 침투를 위한 계획요소의

배치 및 연계를 다루고 있다(Choi, 2006; Lee, 2008,

Suh and Lee, 2013). 두 번째는 비점오염 저감과 도

시홍수 저감에 초점을 둔 접근방법이다. 즉, 보전지

역과 자연지역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간적 배치의 효

율성을 도모하고 있다(Ministry of Envrinment of

Korea, 2009; Bedan and Clausen, 2009). 세 번째

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방식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이다. 여기에는 자연지역에 대한 보전, 식생지대

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Kim and Choi, 2013).

LID에 적용되는 자연적 기능은 흡수, 침투, 증발산,

식물 및 토양을 통한 여과, 선택식물에 의한 오염물

질 흡수 및 오염물질 생분해가 있다(Lee, 2013). 또

한 LID 시설 내 토양은 빗물 유출수 내 중금속 축적

및 유출저감 기능을 수행하여 수질 보호 기능을 수행

하기도 한다(Hyun and Lee, 2013). LID 시설이 공

간과의 조응을 통한 경관 향상과 침식에 대한 적응,

여과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식물 선정

이 요구된다.

LID 시설은 물의 유출입이 반복됨과 동시에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식물들이 생육 및 생존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LID 시설에 식물의

식재를 고려하는 경우, 수위변동과 물이 고여 있는

기간 등에 따라 식물들의 내침수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조성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식물의 내침

수성은 산소결핍 조건에서 생존력을 의미하게 되며

(Hook, 1984), 산소결핍은 식물의 생리반응과 물질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강이나 유역저지대

에서 교목과 관목이 성공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내침수성이 중요하다(Glenz et al, 2006). 따라서 수

위변동 폭이 크고 건조와 침수를 반복하게 되는 LID

시설에는 내침수성을 기준으로 이용가능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변 녹화용으로 적합한 식물을 선정하기 위한 내

침수성에 관한 연구는 피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의 교목과 습지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Frye and Grosse, 1992; Kern Ewing, 1996; Bert

Hidding et al, 2014). 또한, 몇 가지 목본식물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다(Park and Choi, 2001;

Park, 2002). 건조와 침수 조건을 갖는 LID 시설에

적합한 식물선정 연구는 많지 않다. 물론 식물들의

침수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는 침수시간, 침수깊이,

침수 지속기간 등 비생물적 요인은 물론이고 식물고

유의 유전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Glenz et al, 2014).

LID 시설의 물 고임 기간은 대개 2일 이내로 보고

있다(Hyun et al., 2008; Center for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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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ir flooding tolerance was confirmed to be relatively high. Iris pseudoacoru showed flooding
tolerance under the half-immersion condition unlike under the full-immersion condition, when
compared on day 21 of the experiment. Aster koraiensis Nakai also thrived better under the half-
immersion condition, proving to be a highly immersion-resistant speci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Hemerocallis fulva,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and Iris pseudoacorus, Typha orientalis
C.Presl were selected as species suitable for vegetation-based LID facilities.
Keywords : Low impact development, Revegetation, Dry condition, Half-immersion, Full-immersion



Protection and New York State DEC, 2010). 그

러나 조경 및 경관 목적과 공원 등의 입지 특성에 따

라 장기간 침수와 건조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생기반형 LID 시설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

적으로 10종의 초종을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내

침수성을 비교분석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대상 식물

고무 저수조에서 내침수성 실험을 시행한 식물재

료는 잔디(Zoysia japonica), 골풀(Juncus effusus

var. decipiens), 갈대(Phragmites communis TRIN),

속새(Equisetum hyemale), 부들(Typha orientalis

C.Presl), 붓꽃(Iris sanguinea), 원추리(Hemerocallis

fulva),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창포

(Acorus calamus) 및 노랑꽃창포(Iris pseudoacorus)

등 10종이다. 잔디는 LID 시설 중 식생도랑 등에 많

이 이용하고 있다. 붓꽃, 원추리 및 벌개미취 등은 수

변 주변지역 및 일반 노지 등에 서식하고 있으며, 속

새, 골풀, 갈대, 부들, 노랑꽃창포 및 창포 등은 습지

등 습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들이다.

2) 식재토양

대상 식물의 재배에 사용한 토양은 나사렛대학교

에 위치한 절개지에서 채취한 동일한 식양토를 체가

름하여 시험토양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용 식물체의

생장을 돕기 위해 포트마다 완전히 숙성한 퇴비를

500g씩 시비하였다.

3) 시험용 포토

본 시험에서 시험용 식물을 재배한 포트는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20cm의 플라스틱 포트를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시험재료의 준비

시험식물 10종은 2014년 7월 10일에 천안시 소재

모표상에서 성장이 균일한 개체를 구입하여 2014년

7월 15일에 각 수종별로 3본씩을 선정해서 플라스틱

포트에 정식하였다. 각각의 포트에 식재한 식물들은

모두 길이가 동일하도록 길이 를 맞추어 절단하였다.

식물의 초장은 30cm를 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식생기반형 LID 시설의 높이가 30cm 내외로 조성되

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 내침수성 시험방법

LID 시설은 빗물의 유입과 건조가 반복되어 식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빗물이 유입되면 호습성

식물 외에는 생육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경우 식물이

고사할 수 있다. 또한, 침수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

거나 상시저류 시설에 인접(호안 등)하여 식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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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stallation condition of experimental pot



속적으로 습윤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호습성 식물은

건조 상태에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잦은

빗물 유입으로 비호습성 식물도 생육장애를 받는다.

수위상승과 침수에 대비하여 내침수성 식물과 호습

성 식물의 식재가 요구될 수 있다. 이에 생리적 스트

레스에 적응력이 강한 식물종들을 확인하고자 대조

구, 반침수 및 완전침수구로 구분하여 식물들의 생육

상태를 실험하였다. 대조구는 비침수 조건으로 하였

으며, 반침수구는 식물체 지상부의 1/2정도까지 물

속에 침수시켰으며, 완전 침수구는 완전히 물속에 침

수시켰다. 각 시험구마다 포트에 3본씩 3반복으로 배

치하였으며, 반침수구와 완전 침수구는 2014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고무 저수조를 이용하여 침

수시험을 진행하였다. 각 시험구 포트마다 식물개체

의 지상부 길이를 측정하고, 종료될 때까지 각 개체

의 생존 및 생장상태를 측정하였다.

3) 측정항목

침수방법 및 침수기간별로 배치한 시험체들을 대

상으로 식물들의 생육상태를 파악하고자 시험 시작 1

일, 5일, 9일, 15일, 23일, 27일 시점에 초장 및 엽폭

을 측정하였다. 잔디는 생육특성을 고려해 피복율만

측정하였다. 식물들의 고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재 후 2일 간격으로 30일 동안 식물별 고사 상태를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물의 생장량 변화

1) 대조구(비침수 조건)

원추리 초장은 15일차에는 3.29cm, 27일차에는

4.12cm까지 성장하였으며, 엽폭은 15일차에0.04cm

까지 다소 증가 후 변화가 없었다.

속새 초장은 21일차까지는 1.73cm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고, 27일차에는 1.72cm로 생장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관수를 하지 않은 수분부족 등에

의한 속새 초두부의 손상 현상으로 보인다. 엽폭 측

정결과 15일차는 0.06cm, 27일차에는 0.11cm 성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개미취의 초장은 15일차에 1.01cm, 27일차에는

1.52cm까지 성장하였으며, 엽폭은 15일차에 0.09cm,

27일차에 0.22cm까지 성장하였다. 붓꽃의 초장은

15일차에는 0.8cm, 27일차에는 1.16cm까지 자랐고,

엽폭은 15일차까지는 0.12cm로 지속적으로 성장했

으나, 이후에는 생장량에 변화가 없었다. 창포 초장

은 15일차에 2.33cm, 27일차에는 3.56cm까지 성장

하였고, 엽폭은 15일차까지는 계속 증가했으나 그 이

후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랑꽃창포 초

장은 15일차에 0.32cm, 27일차에는 0.99cm까지 성

장하였고, 엽폭은 15일차에 0.06cm, 27일차에는

0.14cm까지 성장하였다. 부들의 초장은 15일차에

1.0cm, 27일차에는1.1cm까지 성장했으며, 엽폭은

15일차에 0.17cm, 27일차에는 0.21cm까지 성장하

였다. 골풀의 초장은 15일차에 1.20cm, 27일차에는

1.73cm까지 지속적으로 생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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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each plant growth(height) in
control pot

Figure 3.  Comparison of each plant growth(leaf width) in
control pot



그러나 엽폭 생장량은 변화가 없었다. 갈대 초장은

15일차에 4.37cm, 21일차에 5cm 이상, 27일차에는

8cm까지 성장하였으며, 엽폭은 15일차까지 0.07cm

의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생장이 멈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21일차까지는 지속적인 생장상태를 보인

다. 그 이후부터는 생장량이 멈추거나 소폭 생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분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생장지속 한계가 21일 정도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반침수 조건

원추리의 초장은 15일차에 2.01cm, 27일차에는

2.63cm까지 생장률을 보여 내침수성에 강한 초종임

을 알 수 있다. 엽폭의 경우는 생장률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속새 초장은 15일차에 0.4cm까지 증가했으

나, 27일차에는 고사가 되면서 -0.94cm의 생장률을

나타냈다. 엽폭도 27일차에는 고사로 인해 -0.01cm

의 생장률로 측정되었다.

벌개미취의 초장은 15일차에는 1.72cm까지 증가

했으나 이후로는 생장량에 변화가 없었다. 엽폭은 9

일차에 0.06cm까지는 소폭 성장했으나 그 이후로는

식물생장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수에

의한 초두부 손상 탓으로 보인다.

붓꽃 초장은 15일차에 1.26cm 성장하였으나, 27

일차에는 -1.26cm였으며, 엽폭은 9일차에0.21cm

까지 증가하다가, 21일차에는 -1.23cm로 측정되었

다. 이 역시 침수에 따른 초두부 손상으로 음의 생장

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창포 초장은 15일차에 0.49cm까지 생장상태였으

나 21일차 이후부터 음의 생장량을 나타내고 있다.

엽폭은 15일차에 0.22cm까지는 소폭이나마 지속적

으로 성장을 하였으나, 21일차 이후부터는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노랑꽃창포 초장은 15

일차에 2.61cm까지 증가하였으나, 27일차에는

0.23cm 정도였다. 엽폭은 9일차에 0.07cm까지 증

가하였으나, 15일차에는 -0.01cm로 이후부터 감소

하였다. 창포와 꽃창포는 침수 지속기간이 15일까지

는 생장률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식물들이

침수피해로 인해 생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들의 초장은 21일차에 0.72cm, 엽폭은 15일차

까지 0.12cm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

는 생장이 멈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풀의 초장

생장률은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엽

폭은 생장량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갈대의 초장은 21

일차에 2.13cm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그 이

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폭 역시 21일차

이후부터 고사가 진행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완전침수 조건

원추리의 초장은 15일차에 2.40cm, 27일차에

3.29cm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엽폭은 15일

차에 0.04cm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새의 초장은 15일차에 1.17cm, 엽폭은 9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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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each plant growth(height) in half-
immersion pot

Figure 5.  Comparison of each plant growth(leaf width) in
half- immersion pot



0.07cm였으나, 그 이후로는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완전침수 조건에서 15일까지는 지

속적으로 생장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초두부가 손

상되어 음의 생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벌개미취의 초장은 15일차에 1.99cm까지 증가하

였으나 그 이후로는 음의 생장량을 나타내고 있다.

엽폭은 9일차까지는 생장량이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

터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벌개

미취의 경우 15일차 이후부터는 침수에 의한 산소결

핍 등에 의해 식물이 고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붓꽃의 초장은 15일차에 0.42cm, 엽폭은 0.09cm

로 생장률이 계속해서 증가 했으나, 15일 이후로는

식물들의 첨두부가 고사하면서 음의 생장률을 보여

주고 있다.

창포는 9일차까지 초장은 0.25cm, 엽폭은0.09cm

까지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음의 생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노랑꽃창포는 15일차까지 초장은 1.64cm, 엽폭

은 0.17cm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침수로 인해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들도 15일차까지는 초장은 1.49cm, 엽폭은

0.14cm까지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 침수

로 인해 첨두부가 손상을 받으면서 생장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골풀의 초장은 21일차에 2.71cm까지 성장이 지속

되었으나, 엽폭은 생장률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갈대의 경우 초장은 21일차에 2.17cm까지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21일차 이후부터는 초

장과 엽폭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침수의 경우 부분침수와 달리 대부분의 식물들이 15

일차까지는 생장률이 증가하다, 15일 이후부터 침수

로 인해 식물들이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추리와 노랑꽃창포, 부들, 골풀, 갈대의 경

우는 21일차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완전침수 조건에서는 원추리 > 골풀 >

갈대 > 부들 > 노랑꽃창포 순으로 내침수성이 강한

식물로 나타났다. 반면, 속새, 붓꽃, 창포, 벌개미취

는 15일 이후부터 현저하게 생장량이 줄어드는 것으

로 조사되어, 완전침수 상태에서는 내침수성이 약한

식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식물들은 15일 이상

완전침수가 지속되는 LID시설의 도입식물로는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침수 식물의 생존, 고사 결과 분석

1) 반침수 조건

잔디는 생육특성상 수고 및 엽폭 측정이 어려워 육

안으로 피복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식재 후 21

일까지 꾸준하게 성장(87%)하였으며, 27일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고사가 나타났다. 즉, 잔디는 27일 이상

부분 침수되는 LID 시설에 적용되는 경우 적응력이

떨어지는 초종으로 보인다.

원추리는 비침수구인 대조구와 동일하게 부분 침

수구에서는 침수기간 동안 식물이 고사하지 않고 꾸

준히 성장하는 경향을 보여 비교적 내침수성이 우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속새는 침수 후 21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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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each plant growth(height) in full-
immersion pot

Figure 7.  Comparison of each plant growth(leaf width) in
full- immersion pot



꾸준히 생존하고 있었으나, 27일 이후부터 고사가 진

행되기 시작했다. 벌개미취는 15일이 경과한 시점까

지는 대부분 생존하나, 27일 이후부터 고사가 진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붓꽃은 15일 이후부터 생장량

이 저하되다가 27일 경과 시점부터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포 및 꽃창포는 27일이 경과

한 시점부터 고사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

분침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의 LID 시설에는 부적합

한 식물로 조사되었다. 부들의 경우는 21일 이후부터

생육상태가 저하되고 있으나 고사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골풀과 갈대는 21일까지는 꾸준한 생육상태

를 보이다가 27일 이후부터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침수 조건에서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을 기준으로

내침수성을 판단해 보면 원추리 > 골풀 > 벌개미취 >

갈대 > 부들·노랑꽃창포의 순서로 내침수성이 뛰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초종은 부분 침수 후 21일

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부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나, 20일 이내의 부분 침수 LID 시설에서 이들 식

물의 식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완전침수 조건

전반적으로 완전침수구는 부분침수구와 비교해 볼

때 생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결과되었다. 잔디의 경

우 식재 후 9일차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

으나, 15일차부터 부분적으로 고사가 진행되었다.

27일차 이후부터는 50% 정도가 고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원추리의 경우 27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성

장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었으나 30일 이후부터 고사

현상이 발생하였다. 속새는 21일차 시점부터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개미취는 실험시작

후 15일까지는 꾸준히 생존하고 있었으나 27일이 경

과한 시점부터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붓

꽃은 9일차 이후부터 고사가 발생하였으며, 27일차

이후부터 고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창포는 15일 이

후부터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랑꽃

창포는 1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꾸준한 생장을 보

이다 21일차 이후부터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들은 15일차 이후부터 생장이 멈추고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풀 및 갈대는 21일차

까지는 꾸준한 생존을 보이다가 27일이 경과한 시점

부터 고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완전침수구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을 토대로 내침수

성을 판단해 보면 원추리 > 골풀·부들 > 노랑꽃창포

> 갈대의 순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초종은 완

전 침수후 1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생존이 가능했

으나 21일차 이후부터는 원추리, 골풀, 갈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고사가 진행되었다. 27일차 이후부터

는 원추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사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완전침수기간이 27일 이상 지속되

는 LID 시설에는 실험 식물들이 생존하는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침수에 의한

식물피해가 우려되는 LID 시설에 식물을 도입할 경

우 식물의 내침수성, 외형적 성상에 의한 피복성과

경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초종을 선택하는데 참

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LID시설 적합식물

LID 시설 식재 식물들이 안정적으로 생육하여 주

변 경관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수분이 필요하지만 과하게 되면 수분피해가 발생하

게 된다. LID 시설은 식재공간 및 시설에 따라 수분

조건이 다르게 된다. 즉,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아 건

조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강우시 침수가 되다 물이

배출되어 부분 침수하는 경우, 그리고 강우시 빗물저

류가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상시 저류되는 공간 주변

은 장시간 식물들이 침수되는 습윤상태에 놓이게 된

다. 이러한 점에서 LID시설에 도입하는 식물들은 각

각의 침수조건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

실험결과 건조지역(대조구 실험구)에서는 갈대, 원

추리, 창포, 골풀 및 속새 등이 상대적으로 생육상태

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침수 조건에서는 원추

리, 골풀, 갈대, 벌개미취 및 노랑꽃창포 등이 상대적

으로 생육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기간 이

상의 침수조건에서는 원추리, 골풀, 노랑꽃창포, 갈

대 및 부들이 양호한 생장을 하며 내침수성이 강한

수종으로 나타났다. 즉, 침수 등의 조건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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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추리, 골풀, 갈대, 노랑꽃창포, 부들, 벌개미

취, 속새와 창포를 식재식물로 선정할만하다. 원추

리, 골풀과 갈대는 건조, 반침수 및 완전침수 조건의

LID 시설 대부분에 적용할만하고, 노랑꽃창포는 건

조 조건보다는 반침수나 완전침수조건의 LID 시설

(식생도랑, 빗물정원, 침투저류지 등)에 적합한 것으

로 보인다. 부들은 완전침수 조건, 벌개미취는 반침

수 조건에 식재를 고려할만하다. 속새와 창포는 건조

상태가 대부분인 LID 시설(식생화단, 옥상녹화, 침

투도랑 등)에의 식재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빗물 유입 등으로 수위변동의 폭이 큰

식생기반형 LID 시설에 적응력이 높은 식물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식물체 지상부를 완전침수 및 반침수

조건 등에 두고, 생존 및 생장특성을 비교적 장기간

조사하였다.

1) 21일차까지는 대부분의 수종들이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 식물별로는 노랑꽃창포 > 원추리 >

골풀 > 갈대 > 벌개미취 순으로 생장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후부터는 원추리와 골

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물들이 생장량이 감소

하였다. 창포, 붓꽃, 속새, 부들이 상대적으로 생

장량이 불량하게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실험

에 사용된 식물의 경우 반침수 조건에서 내성의

한계는 21일 이내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추리, 벌개미취, 골풀은 침수 지속기간

이 27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생존을 하고 있어 상

대적으로 내침수성이 뛰어난 식물로 나타났다.

2) 완전침수 조건하에서 실험식물들의 생육·생존

상태를 측정한 결과, 15일차까지 지속적으로 생

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추리, 골풀, 갈대를

제외한 나머지 식물들은 21일차부터 고사가 진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추리, 노랑꽃창포,

부들, 골풀은 침수 지속기간이 27일이 경과된 이

후에도 생존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침수성이

뛰어난 식물들로 나타났다.

3)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식물들은 침수유형에 관계

없이 침수기간 15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생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침수기간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식물들에게 피해반응이 나타나

고 있다.

4) 실험결과를 통해 빗물유입에 의해 일정기간 침

수가 예상되는 식생기반형 LID 시설에 적합한

식물로는 원추리, 골풀, 노랑꽃창포 및 갈대 등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습한 환경에 분포

하고 있는 식물이라는 점에서 일정기간의 침수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생장률이 우수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침수깊이와 침수 지속기간 등 비생물

학적 요인에 의한 식물의 생장·생존 지속 기간을 분

석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 3일의 침수 또는 반 침수

조건의 LID 시설보다 긴 기간을 실험 조건으로 하였

다. 이러한 조건 설정은 LID 시설에 식물의 식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빗물관리뿐만 아니라 경관 및 생태적 기능

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식물

종을 대상으로 토양 조건을 포함한 식물의 비생물적

요인은 물론 생물적 요인과 내침수성의 관계를 종합

적으로 규명해 보는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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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itable plants of LID facilities in immersion
conditions

Classification
Conditions

Non
-immersion(dry)

Half-
immersion 

Full-
immersion

Hemerocallis fulva Juncus ○ ○ ○
effusus var. decipiens ○ ○ ○
Iris pseudoacorus ○ ○

Phragmites communis TRIN ○ ○ ○
Typha orientalis C.Presl ○
Aster koraiensis Nakai ○

Iris sanguinea
Equisetum hyemale ○
Acorus calam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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