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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o clarify the effect of rubber bands used as a root connector during the process

of transplanting landscape trees on the development of the root system and the rooting process. The research period was

four years, from April 2007 to April 2011, and the test conducted for this study was performed at the experimental field

located at 398-2 Bangdong-ri, Sacheon-myeon, Gangneung-si, Gangwon-do.

Twenty 15-year-old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with good growth conditions were harvested and transplanted

from the forest in Jebi-ri, Gujeong-myeon, Gangneung-si, Gangwon-do for the field experiment.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was applied for plot design, with 10 pines without rubber bands and 10 pines with rubber bands.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 was selected as the official tree of the pot test and was planted in a transparent pot to observe

the development of the root system.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was applied for plot design, with 3 pines without

rubber bands and 3 pines with rubber band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on the effect of rubber bands used as a root connector on root system development and

the rooting process are as follows.

1. The rate of height growth in the field test was 4.1% lower in the trees with rubber bands when compared to trees

without rubber bands. Trees with rubber bands were 4.2% wider than those without rubber bands in root diameter. The

chlorophyll content was 6.8% higher in trees without rubber bands, but the rate of height growth, root diameter, and chlorophyll

content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2. In the comparison of fresh root weight in the field test, trees with rubber banding had roots weighing 1,740.0kg and

those without rubber bands had roots weighing 1,433.3kg. Root dry weight was 522.3g in trees with rubber bands and 450.0g

in those without rubber bands, bu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rubber band wa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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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a comparison of root number between surfaces touching and not touching the rubber band in trees with rubber

banding, the surface touching the rubber band was observed to have more roots growing, the difference of which was

deemed significant.

4. The shoot growth rate in the pot test was 1.1% higher in trees without rubber bands when compared with trees

with rubber bands. The chlorophyll content was 0.02 higher in trees with rubber band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5. In the pot test, no significance was found in comparison of root number, root length, and root dry weight in trees

with and without rubber bands.

These test results imply that removing rubber bands as a connector does not present any significant effects on the

ground growth or root development of transplanted pine trees. As it is shown that surface touching rubber bands grow

more roots in trees with rubber bands, more active related research must be undertaken.

Key Words: Transplant Process, Height Growth, Root Growth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경 수목 이식 과정 중 뿌리분 결속재로 사용되는 고무밴드가 지상부 생장과 근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4년간이며, 시험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98-2번지에 소재하는

시험포지에서 노지시험과 포트시험을 실시하였다.

노지시험을 위한 공시수목인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소재 임야에서

생육상태가 양호한 15년생 20주를 굴취 이식하였으며 시험구는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드 제거구를 각각 10주씩

완전임의배치법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포트시험의 공시수종은 반송(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이며, 근계발달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위해

투명 포트에 식재하였고, 시험구 배치는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드 제거구를 각각 3 반복, 완전임의배치법으로 하였다.

뿌리분 결속재로 사용되는 고무밴드 제거구와 고무밴드 미제거구 간의 지상부 생장과 근계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노지시험에서의 수고 생장률은 고무밴드 미제거구가 고무밴드 제거구에 비해 4.1% 낮게 나타났으며, 근원직경

은 고무밴드 미제거구가 4.2% 높았고, 엽록소는 고무밴드 미제거구가 5.4 높게 나타났으나 수고 생장률, 근원직경, 엽록소

측정에서 처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둘째, 노지시험의 뿌리 생장량 비교를 위한 뿌리생체중 비교에서 고무밴드 미제거구가 1,740.0kg, 고무밴드 제거구가

1,433.3kg이었으며 건물중은 고무밴드 미제거구가 522.3g, 고무밴드 제거구가 450.0g으로 조사되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셋째, 고무밴드 미제거구의 고무밴드 비접촉면과 접촉면에서의 뿌리 수 비교에서 고무밴드 접촉면에서의 발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넷째, 포트시험에서 신초생장률은 고무밴드 제거구가 고무밴드 미제거구에 비해 1.1% 높게 나타났고, 엽록소는 고무

밴드 미제거구가 0.02 높게 나타났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섯째, 포트시험에서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드 제거구 간의 뿌리수와 뿌리건물중 비교에서 모두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시험 결과로부터 결속재인 고무밴드가 소나무와 반송 이식 후 수목의 지상부 생육 및 지하부의 근계발달에

유의할 만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밴드 미제거구의 고무밴드 비접촉면과 접촉면에서의 뿌리 수 비교에서는

고무밴드 접촉면에서의 발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관련 연구가 활발히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이식과정, 수고생장, 뿌리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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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의 과밀화와 거

대화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주거공간으로서의 도시환경이 열

악해졌으며 또 각종 개발행위에 의한 나지발생과 대형 절성토

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지 주변의

녹지 확보와 녹화복원사업의 시행으로 대량의 수목 이식 필요

성이 높아졌다(Korea Forest Service, 2007). 조경식재 공사의

대부분은 조경 식재 효과와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일정

한 크기로 자란 이식 대형수목을 새로운 장소로 옮겨 심는 것

으로 이식의 요체는 수목 원래의 수형과 생리, 생육상태를 새

로운 이식 환경에 활착시킴으로 그 효과를 최대한 유지 발전시

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Kim, 1991).

이식목의 성공적인 활착을 위해서는 분뜨기가 필수적이고 이

러한 분뜨기용 결속재로는 새끼줄, 고무밴드, 비닐끈, 녹화마대,

코어로프, 쥬트바, 철사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고무밴드는 여

타 결속재에 비해 탄성과 인장강도 및 복원력이 우수하기 때문

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현재 연간 약 90만주

이상의 대경목 이식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결속재료인 고무밴

드의 양은 약 3,065톤으로 추산되고 있다(Park, 2012).

그러나고무밴드제거를원칙으로하는조경설계기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Landscape Design Standard,

1999; 2002; 200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현장에서는 시공

의 편의성과 활착률 제고를 위해 고무밴드를 미제거한 상태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Park, 2007).

미제거된 고무밴드가 이식 수목의 고사와 활착불량의 원인

으로 지목됨으로 시공현장과 발주부서간의 하자원인에 대한 시

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조경수목 이식 시 하

자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결속재로서의 고무밴드 미제거 관련

언론보도(Asia Today, 2009; Chungcheong Times, 2011; Daejeon

City Journal, 2008; Daily Chung-cheong Sidae, 2010; Korea

JoongAng Daily, 2010; MBC News Desk, 2011) 등으로 사회

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조경 식재공사의 하자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하자

발생 유형으로 식재기반 불량(Lee, 1988), 부적기 식재(Kang,

1984;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Housing Research

Institute, 1994), 시공 시 부주의(Lee, 2007), 유지관리 소홀(Sin,

2009)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고무밴드 미제거 관련 하

자는 시공시 부주의로 식재과정에의 수목의 취급부주의와 설

계변경이나 다른 시설물에 의한 식재위치 변경 등에 해당한다.

또한 결속재로써의 고무밴드를미제거 시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서 고무밴드는 미제거 시 고무밴드는폐기물에 해당한다

는관련부서의회신(Ministry of Environmental Electronic Service

System, 2003)이 있어 뿌리분 결속재로써의 고무밴드는 일반

적으로 이식수목의 활착과 생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또 토양오염의 원인물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식

이라고 볼 수 있다.

조경용 수목 이식 후의 근계발달과 관련된 연구로는 바다매

립지에서의곰솔의수직수평적공간분포에대한특성연구(Kim

and Kwak, 2004), 조경수 뿌리분의 크기가 활착에 미치는 영

향(Hong et al., 2003), 임해매립지의 토양환경이 곰솔과 느티

나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Kim et al., 2000) 등이 있으나 결

속재인 고무밴드 미제거가 수목의 생장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

련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Korea Forest Service(2007)는 뿌리분 결속재료의 미제거 시

미치는 영향 및 대안에 관한 연구를통해, 식재 시 분깨짐으로

인한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은채식재

를 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하자율을 줄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

으로는 수목생육 및 토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

단을내리고 있으나실증적 실험이없이내린견해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소나무와 반송을 공시 수목으로 사용하여 뿌리분

결속재로 사용된 고무밴드가 이식 후 뿌리발달과 지상부 생장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얻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Ⅱ. 연구배경

1. 뿌리분 결속재 종류

조경수목 이식을 위해 사용되는 뿌리분 결속재로는 새끼, 녹

화끈, 고무밴드, 철선 등이 있으며, 그 중에 새끼나 녹화끈 등의

결속재료보다 이용상의 장점이나 수목 굴취와 수송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고무밴드가 주요 결속재로 이용되고 있다. 조경관

련 시방서가 처음작성된 1967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건축공

사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Work, 1967, 1968, 1985), 도로공사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s for Road

Works, 2006), 조경공사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 Specification for Landscape Projects,

1985) 등에는 새끼, 거적, 비닐끈 등이 뿌리분 결속재로 명시되

어 있어 이때까지 뿌리분 결속재로 고무밴드에 관련한 기술이

나타나지 않아 새끼, 거적, 비닐끈 위주의 결속재가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2. 주요 결속재로써 고무밴드의 사용

1987년 개정된 조경공사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 Specification for Landscap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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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ts, 1987)의 분뜨기 작업에 대한 해설에서 대형목 뿌리분은

가마니로싸준후 철선이나 고무줄로견고히감도록 한 기술이

있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뿌리분 결속재로 고무밴드가 널

리 이용되고 있었음을알수 있다. 식재 시 고무밴드 제거 여부

에 관해서는 1987년 개정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으나 1999년 이후부터의 조경설계기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Landscape Design Standard,

1999), 조경공사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

sportation; Standard Specification for Landscape Projects,

2003),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식재공사시 고무밴드 제거

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Maritime Affairs; Construction; Standard Speci-

fication for Roadworks, 2003; 2009).

고무밴드를 분뜨기용 결속재로 사용하되 식재 시 이를 제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시공현장에서는 고

무밴드를 미제거한 상태로 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과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시공 측의 고무밴드 미제거의

가장 큰 이유로는 시공 시 혹은 시공 후 풍압 등에 의한 이식

목의 뿌리분 깨짐 방지이며 특히 이식목 굴취 후 장거리 이동

과 상하차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

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설계변경과 타 시설물에 의한 식재

위치 변경 등으로 정식한 수목을 재이식해야 할 경우 등이라고

판단된다.

Ⅲ. 재료 및 방법

조경수목 이식시 결속재로 이용되는 고무밴드가 미제거된

상태로 식재되었을 때 이식 후 이식수목의 뿌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얻기

Processing plot Repetition
Tree height(m) Root-collar caliper(cm) Chlorophyll(SPAD value)

Field test Pot test Field test Pot test Field test Pot test

Plots with rubber

bands

1 2.6 0.5 8.0 0.7 13.2 32.5

2 2.8 0.6 8.0 0.6 22.5 32.5

3 2.9 0.5 8.0 0.6 18.4 30.9

Mean±S.D. 2.8±0.2 0.5±0.1 8±0.0 0.6±0.6 18.0±4.7 27.3±1.0

Plots without

rubber bands

1 2.8 0.6 8.0 0.7 21.5 32.0

2 2.7 0.5 8.0 0.7 12.1 33.9

3 2.6 0.5 8.0 0.6 16.2 30.3

Mean±S.D. 2.7±0.1 0.5±0.1 8±0.0 0.7±0.6 16.6±4.7 28.1±2.6

T-test
t-value 0.632 0.0 - －0.707 0.375 －0.520

Significance probability* 0.561 1.0 - 0.519 0.727 0.631

* p<0.05

Table 1. Standard of official plant in field test and pot test

위해 노지시험과 포트시험을 실시하였다. 노지시험은 현재 이

식 시공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뜨

기와 이식을 하였으며 포트시험은 조사목의 뿌리 발달량을 전

수 조사할 수 없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투명한 포트를 제

작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1. 공시수목

본 연구는 조경수목 이식 시 뿌리분 결속재로폭넓게 사용되

고 있는 고무밴드의 제거 여부가 지상부 생장과 근계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노지시험과 포트시험을 실시하였다.

노지시험의 공시수목으로는 현재 영동지역에서 가장 굴취량

이 많은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 Zucc.)를 사용하였으

며 포트시험은 같은 소나무류이면서 시험이 용이한 반송(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을 사용하였다.

소나무는 조경식재에서 이식 후 활착률이 비교적 낮고 대형

목 이식량이 많은 수종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공시 소나무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소재 임야에서 생육상태가 양호

한 20주를 선정하여, Yun(2013)의 굴취요령에 의거 삼각사선

분뜨기로 굴취하였으며 굴취 직후 시험포장에 식재하였다. 공

시 소나무의 규격은 수고 2.6~3.0m, 근원직경은 8cm인 것을

사용하였으며, 분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로 하였다.

또한, 고무밴드 제거 여부에 따라 뿌리의 발달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위해 실시한 포트시험의 공시 반송의 규격은 수고는

0.5~0.6m, 수관폭은 0.6~0.7m인 것을 사용하였다.

노지시험과 포트시험에 사용된 공시수목의 규격과 처리구별

검정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수고, 근원직경, 엽

록소 등이 처리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무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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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밴드는 탄성과 인장강도가 새끼, 녹화끈 등 다른결속재

들보다 우수하여 뿌리분을 감는 도중이나 감고 난 후 쉽게 끊

어지지 않고 결속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서 결속재료로 사

용하기에 적절하다.

본 시험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폭 30mm의 시

판용 제품을 사용하였다.

고무밴드의 성분비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고무

61.0%, 재생고무 10.0%, 탄산칼슘 29.0%이다.

뿌리분의 고무밴드 감기방법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노지시험의 소나무 뿌리분은 시공현장에서 실시되

는 방법에 따라 삼각사선분뜨기로 굴취하였다. 이때 고무밴드

Classification Composition(%) Note

Natural rubber 61.0 -

Reclaimed rubber 10.0 -

Calcium carbonate 29.0

Polymer : 43.0

Reinforcing agent : 37.2

Synthetic agent : 19.8

Total 100.0

Table 2. Composition of rubber band (rubber band manufactured

by Company "A")

a: Rubber band surrounds 20% ball-in-burlap surface (field test)

b. Rubber band surrounds 70% ball-in-burlap surface(pot test)

Figure 1. States of rubber bands on the official trees in field test

and pot test

접촉면은 뿌리분 표면적의 20%에 해당하였다(Figure 1a 참

조). 그리고 포트시험의 반송 뿌리분 감기에서는 뿌리분 표면

에서의 부정근 발달에 대한 고무밴드의 영향을더욱명확히 하

기 위하여 고무밴드면을 뿌리분 표면적의 70%로 결속하였다

(Figure 1b 참조). 결속률 70%는 관련 자료가 없고 복수의 결

속률별 시험구를 조성하기 어려운 현장시험의 여건상 임의로

설정하였다.

3. 시험방법

1) 노지시험

연구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이며, 본 연구를

위한 시험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98-2번지 소재하는

시험포지에서 실시하였다. 시험포지의 기상개황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연평균기온은 13.6℃, 평균 강수량은 1,250.4

mm이다.

생육상태가 양호한 15년생 20주 중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

무밴드 제거구를 Figure 2와 같이 각각 10주씩 완전임의배치법

으로 배치하였다. 조사는 식재 3년 후인 2010년 5월에 이루어

졌으며 평균목법에 의해 각각 3주씩을 선발하여 조사하였다.

지상부 생장량의 수고는 시험기간 중의 수고 생장량을 생장

률로 나타내었으며 수고 측정봉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근원

직경은 뿌리목 직경을 윤척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험기

간 중의 근원직경 생장량을 생장률로 나타내었다. 엽록소는 엽

록소 측정기(SPAD-502, Minolta Co.)를 이용하였으며 신초 중

앙부위의 건전한잎을 10개체씩 선정하여 2개씩을겹치지 않도

록 나열하여 5반복으로 측정하였다.

지하부 발근량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뿌리의 신장범위가

이미 2m를 초과한 것도 있어 뿌리의 전량조사는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시험목적이 분뜨기 과정에서 절단된 뿌리로부터의

부정근 발달이 고무밴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비교하

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범위를 수간에서 1m 범위로 한정

하였다. 조사는 뿌리분으로부터 수간에서 1m 범위 내의 발근

량을조사하였으며뿌리수는직경0~0.60cm, 0.61~0.80cm, 0.81~

1.00cm, 1.00cm 이상으로 직경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생체

중은 뿌리수 측정 직후 물기를 제거한 다음중량을 측정하였고

Figure 2. Plot placement of field test

Legend: With rubber band Without rubber band

Plots for surveying undergrou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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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Temperature(℃) Average windspeed

(m/s)

Rainfall

(mm)

Relative humidity

(%)

Sunshine duration

(hr)Average Maximum Minimum

Jan 1.3 5.6 －2.3 3.7 39.8 46.7 183.1

Feb 3.8 8.4 0.0 3.3 33.6 49.1 160.1

Mar 6.5 10.6 2.7 3.0 96.7 59.7 158.5

Apr 12.3 17.0 7.6 3.0 40.8 53.2 191.5

May 18.4 23.1 13.9 2.9 83.4 57.3 198.1

Jun 21.2 25.3 17.1 2.2 72.4 68.6 178.5

Jul 24.3 28.0 21.6 2.0 281.9 75.8 122.8

Aug 25.1 28.6 22.0 1.9 208.8 76.6 127.2

Sep 20.9 24.6 17.7 2.2 239.0 74.9 135.7

Oct 16.3 16.4 12.6 2.7 50.6 62.6 183.8

Nov 9.3 13.4 5.6 3.2 78.5 51.1 177.0

Dec 3.4 7.7 －0.3 3.6 24.9 44.6 182.6

Avg 13.6 17.4 9.9 2.8 1,250.4* 60.0 166.6

*: Total rainfall

Source: Gangwo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07~2010)

Table 3. Climate in the experiment area

건물중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85℃에서 72시간 건조시킨 후 측

정하였다.

고무밴드 미제거구에서 고무밴드가 부정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무밴드 접촉․비접촉면의 발근량

을 조사하였으며 구분을 위해 뿌리분 표면의 고무밴드 접촉면

을 마커로표시 후 뿌리수를 측정하였다. 고무밴드 접촉․비접

촉면의 비율이 2:8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고무밴드 접촉․비

접촉면을 1:1로 보정하였다.

시험포지의 토양은 사양토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4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토양산도는 5.4, 전질소 함량 0.77% 등

이다.

제초 관수 등의 시험포지 관리는 관행에 준하여 실시하였으

며 도복방지를 위해 지주목을 설치하였다.

2) 포트시험

포트시험기간은 2010년 4월 17일부터 동년 7월 15일까지로

pH
EC

(dS/m)

Total-N

(%)

Available P2O5
(mg/kg)

Organic matter

(g/kg)

Exchangeable cations(cmol/kg)

K+ Ca++ Mg++

5.4 0.2 0.77 157 11 0.29 2.4 1.1

Table 4. Chemical properties of treated soil media in field test

pH
Ec

(ds/m)

NH4
+-N

(mg/L)

NO3
－-N

(mg/L)

Available P2O5
(mg/L)

K2O

(mg/L)
CEC

5.5~6.5 0.8~1.2 120~150 210~270 270~330 60~90 9~11

Table 5. Chemical properties of treated soil media in port test

공시 수목은 반송이다. 근계 발달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위해

높이와 지름 각각 30cm인 Polycarbonate 투명 포트를 제작하

여 공시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드

제거구를 각각 3반복,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배치하였다.

신초 신장량은 포트별로 건전한 신초 5개씩을 선정하여 4주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으며 엽록소량은 신초 신장량 측정가지

상의 잎을 노지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발근량 조사는 투명포트 표면에 출현한 뿌리수를 계수하였

고 뿌리길이는 포트 표면을 따라 신장하는 뿌리를합산하였다.

근장별 뿌리수는 시험 종료 후 공시수목을 굴취하여 뿌리분에

서 새롭게 발생한 뿌리를 0~10cm, 11~20cm, 21~30cm, 31~

40cm, 40cm 이상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배양토

는 시판용 상토를 사용하였으며 상토의 구성비는 피트모스 20

~30%, 코코피트 50~60%, 제오라이트 8~12%, 버미큘라이트

8~12%이다. 상토의 이화학성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산도 5.5〜6.5, 암모니아태질소 120〜150mg/L, 질산태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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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e with rubber bands in the

field test

b: Tree without rubber bands in

the field test

c: Trees with rubber bands in the

pot test

d: Trees without rubber bands in

the pot test

e: After installation on the field

test

f: Excavation for survey of root

development

Figure 3. Status of ball-in-burlap in field test and pot test plots

and root excavation

210~270mg/L 등이다.

Figure 3에서는 노지시험구와 포트시험구 공시재료의 고무

밴드 미제거 및 제거 사진(a, b, c, d)과 노지시험구 설치 직후

의 사진(e), 발근량 조사를 위한 굴취사진(f)을 제시하였다.

Repetition

Tree height Root-collar caliper Chlorophyll

content

(SPAD Value)
Standard

(m)

Growth amount

(m)

Growth rate

(%)

Standard

(m)

Growth amount

(cm)

Growth rate

(%)

Plots with

rubber bands

1 2.6 1.0 38.46 8.0 6.0 75.00 17.80

2 2.8 0.9 32.14 8.0 4.0 50.00 28.30

3 2.9 0.3 10.34 8.0 4.0 50.00 24.10

Mean±SD 2.77±0.15 0.73±0.38 26.98±14.75 8.00±0.00 4.67±1.15 58.33±14.43 22.00±3.64

Plots without

rubber bands

1 2.8 0.6 21.43 8.0 6.0 75.00 27.60

2 2.7 0.8 29.63 8.0 3.0 37.50 7.40

3 2.6 1.1 42.31 8.0 4.0 50.00 14.70

Mean±SD 2.70±0.10 0.83±0.25 31.11±10.52 8.00±0.00 4.33±2.65 54.17±33.07 16.57±10.23

T-test
t-value 0.632 －0.381 －0.395 0.000 －0.200 －0.200 0.867

Significance probability* 0.561 0.723 0.713 0.000 0.851 0.851 0.435

* p<0.05

Table 6. Above-ground growth amount of plots with and without rubber bands and its t-test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고무밴드 제거 여부에 따라 이식수목의 지상부 생장

과 근계발달의차이를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고무밴드 제거 여부에 따른시험구별지상부의 생장량과 지

하부의 생장량의차이에 대한검증을 위해서는독립표본 T-검

정을 하였고, 고무밴드 미제거 시험구에서 고무밴드의 접촉면

과 비접촉면간의 근계발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노지시험의 생장량과 뿌리 발달

노지시험에서의 수고 생장률은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

드 제거구가 각각 26.0%, 31.1%로 나타났고, 근원직경은 고무

밴드 미제거구가 58.3%, 고무밴드 제거구가 54.2%로 나타났으

며,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제거구 간의 엽록소는 각각 22.0과

16.6으로 나타났다.

유의성검정결과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드 제거구 간의

수고, 근원직경, 엽록소에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6 참조).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드 제거구 간의 뿌리발달을 알

아보기 위한 시험에서 뿌리수평균은 각각 69개와 58개로 나타

났고(Table 7 참조),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제거구 간의 뿌리생

체중은 각각 1.74g과 1.43g, 뿌리건물중은 각각 522g과 450g으

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제거구 간의

뿌리수와 뿌리생체중, 뿌리건물중의 T-검정 결과, 유의성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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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Repetition
Number of roots by diameter(EA)

D0~0.60cm D0.61~0.80cm D0.81~1.00cm >D1.00cm Total

Plots with

rubber bands

1 24 23 15 8 70

2 20 28 19 5 72

3 32 18 11 5 66

Mean±SD 25.33±6.11 23.00±5.00 15.00±4.00 6.00±1.73 69.33±3.06

Plots without

rubber bands

1 17 27 8 6 58

2 32 9 6 1 48

3 30 18 14 9 71

Mean±SD 26.33±8.14 18.00±9.00 8.33±5.51 5.33±4.04 58.00±13.00

T-test
t-value －0.170 0.841 1.696 0.263 1.470

Significance probability* 0.873 0.448 0.165 0.806 0.216

* p<0.05

Table 7. Number of roots in plots in field test with and without rubber bands by root diameter and its t-test

Tree Repetition
Fresh weight(g) Dry weight(g)

D0.4~0.59cmD0.6~0.79cmD0.8~0.99cm >D1.0cm Total D0.4~0.59cmD0.6~0.79cmD0.8~0.99cm >D1.0cm Total

Plots with

rubber

bands

1 340 420 400 760 1,920 234 95 108 107 544

2 250 490 160 330 1,230 93 106 148 86 433

3 470 410 500 690 2,070 194 74 154 168 590

Mean±SD 353±111 440±44 353±175 593±231 1,740±448 174±73 92±16 137±25 120±43 522±81

Plots

without

rubber

bands

1 300 640 320 400 1,660 153 133 18 79 383

2 420 140 310 200 1,070 38 88 61 162 349

3 340 440 170 620 1,570 199 158 142 118 617

Mean±SD 353.33±61.10 406.67±251.66 266.67±83.86 406.67±210.081,433.33±317.86 130.00±82.93 126.33±35.47 73.67±62.96 119.67±41.53 449.67±145.91

T-test

t-value 0.000 0.226 0.774 1.036 0.967 0.686 －1.539 1.611 0.019 0.755

Significance

probability*
1.000 0.832 0.482 0.359 0.388 0.530 0.199 0.183 0.985 0.492

* p<0.05

Table 8. Root weight of plots with and without rubber bands in field test and its t-test

정되지 않았다.

고무밴드 미제거구의 고무밴드 비접촉면과 접촉면에서의 뿌

리수 비교에서는 비접촉면, 접촉면 각각 33.7개와 93.3개로 나

타나 고무밴드 접촉면에서의 발근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검정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9 참조).

이상의 노지시험 결과를 통해 고무밴드를 미제거한 상태로

식재를 하더라도 수고생장률과 근원직경 생장률 그리고 엽록

소 등 수목의 지상부 생장은 물론뿌리수와 뿌리생체중과 건물

중 등 근계 발달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고무밴드 미제거구의 고무밴드 접촉면과 비접촉면에서의

뿌리수 조사에서는 고무밴드 비접촉면보다 고무밴드 접촉면에

서의 뿌리수가더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무밴드 접촉면에

서 뿌리발달이 양호한 이유로는 고무밴드 접촉 부위가 수목

굴취부터운반식재시공시까지비접촉면에비해상대적으로높

은습도를유지할수있으며, 식재직후부터발근에이르는기간

동안 고무밴드가 접촉면의 보온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

추된다. 그러나 추후 이식 과정중의 뿌리분 내의 온습도 변화

와 이러한 환경의 차이가 초기부정근 발생 및 근군 발달에 미

치는 영향에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포트시험의 생장량과 뿌리발달

포트시험에서신초평균신장률은고무밴드미제거구가 82.4%,

고무밴드 제거구가 83.5%로 고무밴드 미제거구가 1.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처리 간 엽록소는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고무밴드 제거구가 각각 31.99와 31.97로 나타났다. 신초 평균

신장률과 엽록소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 고무밴드 미제거구

와 고무밴드 제거구 간에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10

참조).

포트시험에서 시험구설치 약 1개월 후인 5월 15일부터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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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Repetition
Number of roots by diameter(EA)

D0~0.60cm D0.61~0.80cm D0.81~10.00cm >D1.00cm Total

Surface not in

contact with

rubber bands

1 18 13 3 3 37

2 14 10 4 2 30

3 19 11 2 2 34

Mean±SD 17.00±2.65 11.33±1.53 3.00±1.00 2.33±0.58 33.67±3.51

Surface in

contact with

rubber bands

1 24 28 12 20 84

2 24 40 20 12 96

3 52 24 12 12 100

Mean±SD 33.33±16.17 30.67±8.33 14.67±4.62 14.67±4.62 93.33±8.33

T-test
t-value －1.727 －3.956 －4.276 －4.589 －11.436

Significance probability* 0.159 0.017 0.013 0.010 0.000

* p<0.05

Table 9. Number of roots on surfaces in or not in contact with rubber bands in plots with rubber bands in field test and its t-test

(matching samples)

발달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투명포트 표면에 출현한 표면

뿌리수 조사에서 고무밴드 미제거구가 251.7개, 고무밴드 제거

구가 253.3개로 나타났고 뿌리길이 평균은 고무밴드 미제거구

가 657.3cm, 고무밴드 제거구가 571.7cm로 나타났다. 유의성검

정 결과,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제거구 간의 표면 뿌리수, 뿌리

길이에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근장별 뿌리수는 부정근

발생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0〜10cm, 11〜20cm, 21〜30cm,

31〜40cm, 40cm 이상 등 5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고무밴드와 고무밴드 제거구 간에 어느 등급에서나 유의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뿌리수 합계에 있어서도 고무

밴드 미제거구가 339.3개, 고무밴드 제거구가 290.3개로 고무밴

드 미제거구가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11 참조).

포트시험의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제거구 간의 5등급의 뿌리

Plot Repetition
Shoot initial

value

Shoot extension rate Gross

extension

rate

Extension

rate(%)

Chlorophyll

content

(SPAD-value)
1st session

(5/29)

2nd session

(6/19)

3rd session

(7/10)
Total

Plots with

rubber bands

1 1.24 2.06 1.22 2.18 5.46 6.70 81.49 32.50

2 1.28 2.68 1.42 1.68 5.78 7.06 81.87 32.54

3 1.24 2.34 1.64 2.42 6.40 7.64 83.77 30.92

Mean±SD 1.25±0.02 2.36±0.31 1.43±0.21 2.09±0.38 5.88±0.48 7.13±0.47 82.38±1.22 31.99±0.92

Plots without

rubber bands

1 1.08 2.26 3.12 1.64 7.02 8.10 86.67 32.04

2 1.04 1.68 2.68 0.46 4.82 5.86 82.25 33.58

3 1.20 2.44 1.46 1.40 5.30 6.50 81.54 30.30

Mean±SD 1.11±0.08 2.13±0.40 2.42±0.86 1.17±0.62 5.71±1.16 6.82±1.15 83.49±2.78 31.97±1.64

T-test
t-value 2.940 0.802 －1.943 2.202 0.231 0.435 －0.633 0.012

Significance probability* 0.042 0.468 0.124 0.092 0.829 0.686 0.561 0.991

* p<0.05

Table 10. Shoot extension rate and chlorophyll content of plots with and without rubber bands in pot test and its t-test

길이별 건물중 측정결과 모두 유의성이 없었으며 건물중 합계

에서도고무밴드미제거구가 5.6g, 고무밴드제거구가3.2g으로나

타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참조).

이상의 포트시험을 통해 고무밴드 미제거구와 제거구 간의

신초 신장률, 엽록소 등 지상부 생장량 조사에서 처리간 차이

가 없었다. 또한 포트 표면에 출현한 표면뿌리수와 근장, 굴취

후 근계 조사에서의 뿌리수와 뿌리건물중에서도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아 노지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포트시험을 통해서도 결속재인 고무밴드 제거 여부가 반송의

초기 뿌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대형 조경 수목 이식을 위한 분뜨기 결속재인 고무밴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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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Repetition

Surface appearance root Number of roots by root length(EA)

Number of

roots(EA)

Length of

roots(cm)
L0~10cm L11~20cm L21~30cm L31~40cm ≥L40cm Total

Plots with

rubber bands

1 214 599 129 98 32 2 0 261

2 235 575 159 160 70 5 2 396

3 306 798 147 153 57 4 0 361

Mean±SD 251.67±48.21 657.33±122.41 145.00±15.10 137.00±33.96 53.00±19.31 3.67±1.53 0.67±1.15 339.33±70.06

Plots without

rubber bands

1 331 647 175 92 37 3 0 307

2 222 568 122 67 25 1 0 215

3 207 500 136 151 58 4 0 349

Mean±SD 253.33±67.68 571.67±73.57 144.33±27.47 103.33±43.13 40.00±16.70 2.67±1.53 0.00±0.00 290.33±68.54

T-test
t-value －0.035 1.039 0.037 1.062 0.882 0.802 1.000 0.866

Significance probability* 0.974 0.358 0.972 0.348 0.428 0.468 0.374 0.435

* p<0.05

Table 11. Number of roots in plots with and without rubber bands in pot test and its t-test

Plot Repetition
Dry weight by root length(g)

L0~10cm L11~20cm L21~30cm L31~40cm ≥L40cm Total

Plots with

rubber bands

1 0.7 1.8 1.0 0.6 0.0 4.1

2 0.8 2.9 0.6 1.7 2.0 8.0

3 0.5 3.0 0.9 0.3 0.0 4.7

Mean±SD 0.67±0.15 2.57±0.67 0.83±0.21 0.87±0.74 0.67±1.15 5.60±2.10

Plots without

rubber bands

1 0.5 1.6 1.1 0.1 0.0 3.3

2 0.3 0.9 0.8 0.0 0.0 2.0

3 0.3 2.0 1.9 0.2 0.0 4.4

Mean±SD 0.37±0.12 1.50±0.56 1.27±0.57 0.10±0.10 0.00±0.00 3.23±1.20

T-test
t-value 2.714 2.129 －1.240 1.785 1.000 1.694

Significance probability* 0.053 0.100 0.283 0.149 0.374 0.165

* p<0.05

Table 12. Root weight of plots with and without rubber bands in pot test and its t-test

물리적 특성과 시공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이 일반화된 소재이다.

그러나 식재공사 시 근계발달의저해요인과 토양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조경설계기준이

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

에서는 고무밴드 제거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시공현장에서는 활착불량과 고사 등으

로 인한 하자율을 저감시키기 위해 고무밴드를 미제거한 상태

로 식재함으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분뜨기 결속재인 고무밴드를 미제거한 상태로 식

재되었을 때 이 고무밴드가 이식목의 지상부 생장과 근부의 뿌

리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얻기 위해 수

행하였다.

노지시험과 포트시험을 통해 분뜨기 결속재로 이용되고 있

는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식재된 소나무와 반송의

지상부 생장과 근부 발달에 유의할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시험을통해 수목 이식 후 1개월 이내에 포트표면에 뿌

리가 나타날 정도로 식재초기에 발근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무밴드 미제거구의 고무밴드 접촉면과 비접촉면에서의 근

부 발달에서는 고무밴드가 뿌리 발달을 억제할 것이라는 예상

과 달리 고무밴드 비접촉면보다 고무밴드 접촉면에서의 뿌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무밴드의 보습과 보온

효과 등에 의해 초기 뿌리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추론

등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시험기간이 4년간으로 단기간이었고, 공시수종이 소

나무와 반송만으로 한정된 점, 그리고 이식 후 뿌리분 내의 온

도 및 수분 환경의 변화에 따른관계성 규명 등은 연구의 한계

점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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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고무밴드 제거 여부에 따른 풍

압에 대한 내성과 정도, 고무밴드 감기 적정량 도출, 고무밴드

접촉면에서의 발근수가 많은 원인 규명,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

제거된 고무밴드의 분해에 의한 토양오염의 여부와 정도 등에

관련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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