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3(1); 81~88; January 2014 http://dx.doi.org/10.5322/JESI.2014.23.1.81

ORIGINAL ARTICLE

배수불량 식재기반에서 기능성파이프 적용이 느티나무 생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호․김의기1)․김원태2)․윤용한*

건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산림과학과 대학원
2)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The Effects of Functional Pipe on Zelkova serrata Growth in 
Poorly Drained Planting Ground

Jeong-Ho Kim, Eui-Ki Kim1), Won-Tae Kim2), Yong-Han Yoon*

Department of Green Technology Convergence,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Chungju 
380-701, Korea
1)Department of Forest Science, Konkuk University, Chungju 380-701, Koerea
2)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eonan Yonam College, Cheonan 331-709, Koerea

Abstract
In this study, one of the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growth of trees planted in poor drainage areas, which 

functionality pipe supplying oxygen in the soil, and promotes drainage, barren soil and poor drainage areas in planting design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compare the impact on the application of functionality pipe. The Zelkova serrata testing 
materials were selected, planted a total of 12 by three to four individu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Growth measurements of 
the items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 were excellent in the order of height, number of leaves, leaf width, and chlorophyll 
content,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 was in good order of the growth of the length of the root-collar diameter, Plot  C > 
Plot A >  Plot B > Plot D in order rate of variation was good. This has adverse effects on plant growth, poor drainage planting 
base represents, promote drainage and oxygen supply technique can be applied good to the planting from Zelkova serrata
growth based drainage is poor and barren presented as part of research to be done in the future include a means for promoting 
the growth of plants in soil, the plant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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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토양은 작물생육에 충분한 양의 양분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의 수분을 보유하면서 대기중 공기와 기체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비
로소 작물에 대한 생육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

행 할 수 있다(Yoo 등, 2002; Kim 등, 2011). 토양의 

물리적 성질은 토성과 토양의 구조에 의하여 지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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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토성면에서 불량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토양의 1
차 입자들이 입단을 이루어 구조가 잘 발달한 경우에

는 작물생육에 유리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발현될 

수 있다. 모든 식물은 수분이 생육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수분함량에 따라 대사활성이 제한을 받는

다. 토양은 수분저장과 양분을 공급하면서 식물의 뿌

리 및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내 수분은 식물이 뿌

리를 통하여 흡수 이용할 수 있도록 양분을 녹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Cho 등, 2012), 식물의 적정 

생육을 위해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

다. 그러나 토양내 수분이 과도한 경우 토양표면의 견

밀도를 증가시키고 식물의 뿌리와 미생물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식물의 생육에 악영

향을 미친다(Jang과 Jung, 2008). 즉, 배수불량한 과습

토양의 경우 토양표면의 견밀도 증가, 토양내 정체된 

수분으로 인한 산소의 부족, 이산화탄소의 과다 등으

로 인하여 식물생장이 불량해진다. 특히 뿌리호흡의 

불량은 새로운 식물조직의 합성과 살아있는 조직 보

전에 영향을 미치므로(Ryan과 Law, 2005; Lee 등, 
2012) 항상 토양내 뿌리의 호흡이 원활히 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불투수표면의 증가와 과도

한 답압 등은 토양내 수분의 보유 및 이동을 방해하고 

아울러 논흙의 과도한 포함은 토양내 배수성, 통기성, 
투수성 기능 저하를 야기한다(Yoo 등, 2002). Lee 등
(1990)은 특수식재지역인 논매립지, 쓰레기매립지, 
임해매립지, 파쇄암매립지 등에서는 배수불량에 의해 

수목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제시하였고 Choi와 

Shim(1995)은 배수불량지인 논매립지에서는 공동주

택단지내 수목하자율이 20% 이상 발생하며 일부지역

의 경우에는 50%까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수목생육불량과 식재기반의 관계성을 규

명한 연구는 주로 임해매립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

며 Kim(2007)은 임해매립지내 느티나무 식재이후 토

양과 뿌리생장특성을, Kim 등(2001)은 광양만의 곰솔

식재지역내 토양환경의 수직적 특성을, Koo 등(1999)
은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특성 연구

를, Kim 등(2011)은 해안매립지 식재기반 평가를 실

시하였다. 이외 Kang(1984), Choi 등(2002), Park 등
(2003), Byun(2004)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도심지내 배수불량 및 수목고사에 대한 

연구가 다소 진행되었는데, 공동주택단지내 배수불량

에 따른 수목피해(Lee, 1982; Choi와 Shim, 1995)와 

하자율(Cho 등, 2012) 등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으로 

토양 개량, 토양내 산소의 공급, 배수증진계획 수립 등

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 배수불량에 

따른 식물생육상태 분석 연구, 매립지내 토양과 식물

생육과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으로 토양내 배수불량 

개선을 위한 기법을 적용한 실증 및 실험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유공관 등의 기능성파이프 적용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었다.
본 연구는 배수불량지역내 식재된 수목의 생육 증

진을 위해 기능성파이프를 적용한 후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검증하여 향후 척박지 토양, 배수불량 

식재기반내 식재설계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식물 및 실험구 제작

실험구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

컬캠퍼스 묘포장에 설치하였으며 모든 실험구의 규격

은 직경 60 cm, 깊이 60 cm로 하였다. 토양은 일반토

와 하부 자갈층 포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대

조구를 포함하여 총 4개 유형(Plot A~D)으로 3반복으

로 하였다. Plot A는 무처리구로 대조구의 성격이며 

Plot B는 방수시트 처리, Plot C는 방수시트+다공질 

담체 기반 기능성파이프 2개, Plot D는 방수시트+쇄

석기반 기능성파이프(이하 유공관) 2개를 각각 설치

하였다. 유공관과 다공질 담체기반 기능성파이프는 

길이 0.8~1.0 m로 하여 하부 자갈층에서 표면까지 이

르게 하여 배수 및 통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배치하였다.
공시식물로 선정한 느티나무는 자생종으로 교목성

상의 수종이며 성목시 수형이 아름답고 안정감을 주

는 수목으로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대표적 수종

으로 가로수, 녹음수, 경관수, 완충녹지 등 다양한 용

도로 대량 식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느티나

무 실생 2년생을 이용하여 각 처리구별 3본씩 식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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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 실험구는 초기 식재후 약 3주간 활착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관습 및 배수불량 처리를 위해 주 1회 

over flow 방식으로 두상관수를 실시하였다. 측정시

기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주1회 씩 총 14회 측정

하였다. 

2.2. 조사분석방법

토양분석은 환경부 제공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분석항목은 토성, 토양산도(pH), 
전기전도도(EC), 치환성 양이온 함량을 각각 선정하

였다.
생육측정 항목으로는 수고, 근원직경, 엽수와 엽폭,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수고와 근원직경은 줄

자를 활용하여 측정지점을 동일하게 설정한 후 측정

하였다. 엽수는 육안으로 측정하였고, 엽폭은 표준잎 

3개를 선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엽록소 함량의 

경우 휴대용 엽록소 측정기(SPAD-502, MINOLTA)로 
식물체의 생장점에서 2~3번째 완전히 전개된 잎들

의 중앙부근을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결과분석은 각 실험구별 생육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기 우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
의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각 실험구별 토양의 물리적 특성으로 토성을, 화학

적 특성으로  pH, EC, 치환성 양이온을 각각 측정하였

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 중 토성은 토양분류, 토지이용 

및 토지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Yoo, 
2001) 토양구조와 함께 토양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물과 공기를 보유하고 흐르게 하는 능력을 결정

하는 역할을 한다(Brady와 Weil, 2010). 4개 실험구의 

경우 모래 65.42~67.12%, 실트 15.49~20.53%, 점토 

14.07~17.39% 로서 모두 사양토(sandy loam) 이었다. 

Fig. 1. Soil texture in 4 plots.

토양산도(pH)는 6.77~7.05이었으며 Kim 등(2011)
이 제시하고 있는 식재기반으로서의 토양평가등급상 

중급 및 상급 수준에 포함되어 식재기반으로서 양호

한 상태이었다. 일반적으로 농경지에서는 토양산도가 

3.5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작물의 생육이 불가능하며

(Zhang 등, 2011) 수목식재지에서는 pH 4.5 미만 혹

은 pH 8.0 이상일 경우 생육이 불량하다(Kim 등, 
2011).

토양과 관개수의 전기전도도는 식물에 대한 염류

장애를 판단하는 중요한 화학적 지표로 이용된다

(Yoo, 2001). 전기전도도가 2.0 dS/m이하이면 수목식

재가 가능하고, 4.0 dS/m이상이면 식물생육에 크게 

지장을 줄 수 있으며, 8 dS/m이상에서는 내염성이 강

한 품종 이외에는 생육이 어렵고, 일부 내염성 식물만

이 생육 가능하다(Marucum과 Murdoch, 1990; Tanji, 
1990). 전기전도도가 높은 토양에서 수목의 생육이 지

장을 받는 이유는 토양수에 염류이온의 농도가 높아 

물의 삼투포텐셜이 매우 낮은 값을 갖게 되어 식물에 

의한 수분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Kim 등, 
2011). 4개 실험구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0.70~0.73 
dS/m으로 식재기반내 토양 화학성 평가 등급에서 중

급 수준이었다.
치환성양이온은 음전하를 띤 토양입자 표면에 전

기적 인력으로 흡착된 양이온을 말하며(Yoo, 2001),  
토양의 성질과 비옥도 등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 치환

성양이온 중 칼륨이온(K+)은 식물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식물의 증산작용을 조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아울러 전분과 단백질 합성효소를 활

성화한다(Bhandal과 Malik, 1988). 따라서 식물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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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oil in 4 plots

Substrate pH EC(dS/m) K+(cmol/kg) Ca2+(cmol/kg) Mg2+(cmol/kg)

Plot A 6.77 0.71  4.07 12.73 0.89

Plot B 6.96 0.76  3.88 10.92 0.84

Plot C 6.96 0.73 4.13 13.04 0.96

Plot D 7.05 0.70 3.97 14.33 0.92

에 칼륨이 부족하면, 식물체 생육이 크게 장해를 입어 

잎이 작고, 회록색을 띠며, 성숙 전에 잎의 첨단부위부

터 고사하여 잎의 가장자리로 번져간다. 또, 과실이나 

종자의 수, 용적 및 중량 등이 모두 감소할 수도 있다

(Kim 등, 2009). 4개 실험구의 토양내 칼륨이온(K+)은 

3.88~4.13 cmol/kg로서 모두 식재기반으로서의 화학

성 평가기준 상 상급수준이었다. 
치환성양이온 중 칼슘(Ca2+)은 세포막을 보호하여 

세포벽 구조의 안정화, 이온전달의 조정, 세포벽의 효

소활동과 이온교환 작용의 통제에 필수적인 유기물 

혹은 무기물로서(Demarty와 Thellier, 1984, Kim 등, 
2011), 4개 실험구의 토양내 칼슘(Ca2+)은 10.92~14.33 
cmol/kg 로서 식재기반으로서의 화학성 평가기준 상 

상급 수준이었다.
마그네슘이온(Mg2+)은 엽록소의 주 구성성분으로 

탄소동화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핍 시 잎에서 엽

맥사이의 황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Kim 등, 
2011). 4개 실험구의 토양내 마그네슘이온(Mg2+)은 

0.84~0.96 cmol/kg 로서 식재기반으로서의 화학성 평

가기준 상 중급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재기반이 되는 토양은 수목의 생

육이 양호한 상태로 설정하고자 토양의 물리, 화학성 

등급 상 중급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단지, 과습상태 

혹은 배수불량이 수목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하

기 위한 기능성파이프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

였다.

3.2. 생육특성

3.2.1. 수고

수고는 직경과 함께 수목의 건강 및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수목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대조구 성격인 Plot A는 초기값 94.0 cm에서 3개월

이후 측정시 102.4 cm로 나타나 수고생장은 8.4 cm이

었으며 증감율은 8.9%이었다. 반면 방수시트만 처리

한 과습 및 배수불량 상태인 Plot B는 초기값 80.5 cm
에서 3개월 이후인 8월 21일 측정시 수고가 65.0 cm
로 측정되어 15.5 cm가 감소한 상태이었다. 이는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생장저하로 판단되며 증감율은 –

19.3% 이었다. 수분의 부족 혹은 과습에 따른 수분스

트레스는 세포내의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속도를 

둔화시키고 세포의 생장, 세포벽 합성과 단백질 합성, 
기공의 크기에 관여함으로써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다. 이로 인해 수목은 길이 및 직경생장의 저조, 쇠약, 
고사 등의 결과를 야기한다(Jang과 Jung, 2008)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Fig. 2. Change in plant height by plots.

다공질 담체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파이프 2개를 적

용한 Plot C는 초기값 92.7 cm에서 96.0 cm로 완만한 

수고생장을 보였으며 생장길이는 3.3 cm, 증감율은 

3.6%이었다. 유공관에 쇄석을 채운 기능성파이프 2개
를 적용한 Plot D는 초기값 81.0 cm에서 83.5 cm로 생

장하여 차이값은 2.5 cm, 증감율은 3.1% 이었다. 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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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실험구별 느티나무의 수고 생장은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의 순이었다. 이는 토양내 과습상태

가 토양의 물리적 특성, 양분 공급성, 생육성을 저하시

켜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배수불량지역의 

경우 뿌리호흡만으로도 생육에 도움이 된다(Jang과 

Jung, 2008)는 결과를 고려할 때, 기능성 파이프 적용

이 뿌리의 호흡에 양호한 작용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러나 실험구별 공시식물의 생육상태와의 일

원배치분산분석(ANOVA) 분석결과, 유의성이 검증

되지 않아 향후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

요하였다.

3.2.2. 근원직경

조경용 수목들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토양내 수

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물이 

과잉이거나 부족할 때 그리고 물의 염 농도가 지나치

게 높을 때 특히 문제가 발생한다. 과잉의 중력수는 식

물에 이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3~4일 이상 토

양에 중력수가 계속 존재한다면 산소공급 부족으로 

식물이 해를 입게 된다(Jang과 Jung, 2008). 아울러 토

양내 수분스트레스는 식물의 직경생장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Kim, 2009).
5월 22일 1차 조사후 총 14회 실험구별 느티나무의 

근원직경을 측정한 결과(Fig. 3), Plot A는 초기값 9.4  
cm에서 12.4 cm까지 생장하여 직경의 생장길이는 3.1  
cm, 증감율은 31.7%이었다. 방수시트만을 처리하여 

과습상태로 지속시킨 Plot B는 초기값 6.0 cm에서 시

작하여 7월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7월 24일 조

사시 8.3 cm로 최대값을 나타내다가 이후 다시 감소

하여 최종적으로 7.6 cm로 측정되었다. 생장길이는 

1.6 cm, 증감율은 26.9%이었다. 다공질 담체를 기반

으로 한 기능성파이프 2개를 적용한 Plot C는 초기값 

7.7 cm에서 10.2 cm까지 생장하여 생장길이 2.5 cm, 
증감율 32.2 cm로 나타났다. Plot D는 초기값 8.5 cm
에서 지속적으로 직경생장을 하다가 7월 10일 조사이

후 생장곡선이 완만해지다가 8월 21일 최종 조사시 

11.0 cm로 낮아져 생장길이 2.5 cm, 증감율 29.4%이

었다.   

Fig. 3. Change in root collar caliper by plots.

실험구별 직경생장 길이는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 순이었으며 증감율은 Plot C > Plot A > 
Plot B > Plot D 순이었다. 통계분석결과, Plot A는 생

육이 양호한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나머지는 생육상태

가 불량한 그룹으로 구분되어 배수불량이 식물생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향

후 실험구별 식재수종의 추가 확보와 장기 모니터링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3. 엽수와 엽폭

토양이 습하면 수목은 광합성 속도가 떨어지고 직

경생장이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잎의 생장도 둔

화된다. 또한 토양산소가 부족함으로써 뿌리가 상하

고 부패하여 잎이 황화, 위조, 고사하는 등 토양수분에 

따른 피해를 습해라고 한다(Kim, 2009). 즉, 과습한 

토양은 뿌리의 호흡장애에 의해 토양내 무기양분의 

흡수능력을 저하시켜 잎의 생장저하 및 낙엽에 이르

게 할 수 있다.
4개 실험구별 엽수를 측정한 결과(Fig. 5), Plot A는 

최소값 246개, 최대값 681개이었으며 측정기간 동안 

435개의 잎수가 증가하여 증가율 176.8%이었으며 배

수불량 실험지인 Plot B는 초기값 166개에서 점차 감

소하여 8월 21일 측정시 3개만 잎이 유지되고 있어 총 

164개가 감소하였고 증감율은 –98.4%이었다. Plot C
는 초기값 171개에서 점차 엽수가 증가하다가 7월 10
일 전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8월 21일 조사시 136
개가 유지되고 있어 초기값 대비 35개가 감소하였고 

증감율은 –20.7%이었다.  Plot D도 초기값 212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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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차 증가하다가 7월 중순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

여 8월 21일 조사시 35개만 유지되어 총 176개의 엽

수가 감소하였으며 증감율은 –83.5%이었다. 이는 식

재후 2개월이 지나면서 고온에 의한 영향과 토양의 과

습에 의한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자와의 관계규

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엽폭의 경우에도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의 순으로 양호하였

으며 엽수의 경향과 유사한 상태이었다.
통계분석결과, 근원직경과 마찬가지로 Plot A는 생

육이 양호한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나머지는 생육상태

가 불량한 그룹으로 구분되어 배수불량이 식물생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향후 실

험구별 식재수종의 추가 확보와 장기 모니터링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 4. Change in no. of leaves by plots.

3.2.4. 엽록소 함량

4개 실험구별 엽록소함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 감소를 보였으며 증감율은 Plot A는 –

9.6%(35.7 → 32.3 SPAD), Plot C는 –29.3%(37.4 → 

26.5 SPAD), Plot D는 –53.1%(33.6 → 15.8 SPAD), 
Plot B는 –59.4%(38.1 → 15.5 SPAD) 등의 순이었다. 
대조구인 Plot A의 경우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었지

만, 이는 여름철 고온에 의한 생육저하로 판단되었으

며 이외 3개 실험구는 모두 토양과습에 따른 생육저하

로 판단되어 과습한 토양의 경우 식물의 광합성 저하를 

야기한다(Smucker 등, 1991; Kim, 2009)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험구별 공시

식물의 생육상태와의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분

석결과,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아 향후 장기 모니터링

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였다.

Fig. 5. Change in chlorophyll contents by plot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배수불량지역내 식재된 수목의 생

육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배수촉진 및 토양내 

산소공급을 위한 기능성파이프 적용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여 척박지 및 배수불량 식재기반에 도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시식물은 조경수로 흔히 이용되는 자생종 중 가

로수, 녹음수, 경관수 등으로 널리 이용되는 느티나무

를 선정하였으며 식재기반은 대조구(Plot A), 방수처

리를 실시한 Plot B, 방수처리후 다공질 담체 기반 기

능성 파이프 2개를 적용한 Plot C, 방수처리후 쇄석 기

반 기능성 파이프 2개를 적용한 Plot D로 각각 구분하

여 총 4개 타입의 실험구를 설정하였다. Plot별 3주씩 

식재하여 총 12주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생육측정 항목은 수고, 근원직경, 엽수와 엽폭, 엽

록소 함량을 조사하였다. 수고, 엽수와 엽폭은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의 순으로 생장이 양호하였

으며 근원직경의 경우 생장길이는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 증감율은 Plot C > Plot A > Plot B > 
Plot D의 순으로 양호하였다. 엽록소함량은 전체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 고온에 

의한 생육저하와 과습에 따른 광합성 저하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험구별 감소율은 Plot A > Plot 
C > Plot D  > Plot B의 순이었다. 

각 측정별 다중범위검정결과 생육차이간 유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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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데, 이는 실험구에 사용한 공시식물의 수가 적

기 때문이므로 향후 장기적인 생육평가를 통해 생육

경향 및 유의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기상이변, 인공지반, 불량한 식재기

반 등으로 인해 토양내 산소공급 및 배수증진을 위한 

기능성 파이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논문으로  

불량한 식재기반내 배수증진 및 산소공급을 위한 방

안 수립이 식물 생육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생장상태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향후 추가적 실험구 조성 및 장기모니터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토양내 기상율, 수분량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과 식물생육과의 관련성을 분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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