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5(12); 1689~1699; December 2016 https://doi.org/10.5322/JESI.2016.25.12.1689

ORIGINAL ARTICLE

수변구역 조성 녹지의 모니터링을 통한 식재방안 모색
- 가평군 시공지를 대상으로 -

조현길 박혜미1)*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1)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Exploring Planting Strategies through Monitoring of a Greenspace 
Established in the Riparian Zone
- The Case of an Implementation Site in Gapyeong County -

Hyun-Kil Jo, Hye-Mi Park1)*

Dept. of Ecological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1)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Abstract

The growth conditions of planted trees, invasion of nuisance herbaceous species, competition between species, and effects of 
erosion control were monitored over five years in a riparian greenspace in Gapyeong County that was established through 
multilayered and grouped ecological planting. Of 156 trees planted in the upper and middle layers, 5.8% died. This tree death was 
attributed to poor drainage or aeration in the rooting zone from the clay-added root ball and too deep planting as well as a 
small-sized root ball and scanty fine roots. Of all the trees, 21.6% grew poorly due to transplant stress in the first year after 
planting, but they started to grow vigorously in the third year. This good growth was largely associated with soil improvement 
before planting, selection of appropriate tree species based on growth ground, and control of dryness and invasive climbing plants 
through surface mulching and multilayered/grouped planting. Mixed planting of fast-growing species as temporary trees was 
desirable for accelerating planting effect and increasing planting density. Thinning of fast-growing trees was required in the fifth 
year after planting to avoid considerable competition with target species. To reduce the invasion of herbaceous and climbing plants 
that oppress normal growth of planted trees, higher density planting of trees (crown opening of about 15%), woodchip mulching to 
a 10-cm depth, and edge planting 2 m wide were more effective than lower density planting (crown opening of 70%), no surface 
mulching, and no edge planting, respectively. This reduction effect was especially great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after planting. 
Nuisance herbaceous plants rarely invaded higher density planting with woodchip mulching over the five years. Higher density 
planting or woodchip mulching also showed much greater erosion control through rainfall interception and buffering than lower 
density planting with no mulching did. Based on these results, desirable planting and management strategie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functions of riparian green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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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변녹지는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생물서식, 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등의 환경생태적 기능을 발휘하며, 

경관감상, 자연체험, 산책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소

를 제공한다(Binford and Karty, 2006; Jo and Park, 

2015b; Johnson and Buffler, 2008; Noss, 2006; 

NRCS, 2007; Smith, 1993). 또한, 홍수 월류 시 제방

의 안정성 향상, 범람유량 및 표토유실의 저감 등 치수

상 기능을 발휘한다(KWRC, 2005). 이러한 수변녹지

의 효과는 다층구조이면서 밀도 높고 폭 넓은 수림이 

단층구조 및 저밀도의 좁은 수림보다 양호하다

(Binford and Karty, 2006; Jo and Park, 2015b; 

Johnson and Buffler, 2008; Noss, 2006). 녹지경관 유

형별 선호도 연구에 따르면(Jo and Ahn, 2012b), 대중

은 저밀의 단층단식보다 밀도 높은 다층군식의 녹지

경관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하천 유역은 1960년대까지 숲의 모습을 지

니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

행되면서 공업용지, 농업용지, 도로, 주거지 등으로 무

분별하게 훼손되어 왔다(KEI, 2000). 따라서, 환경부

는 1999년 4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약 1,200 km2의 면

적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KEI, 2013). 각 유역

환경청은 2014년 기준 전체 수변구역의 약 5%에 해

당하는 54.5 km2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조성

하여 왔다(ME, 2014). 그러나 식재의 적절한 준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단일종 내지 소수

종 단층식재, 저밀식재 등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가 수

변녹지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Jo et al., 2014).

미국에서는 녹지 폭, 식재수종, 식재간격 등을 포함

하는 수변녹지 조성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에 적

용하고 있고, 수변녹지의 기능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

해 자생수종의 다층식재와 속성수 식재를 권장하고 

있다(Carmen et al., 2010; Karen et al., 2014; NRCS, 

2001; 2007; Palone and Todd, 1998; TNDA, 2015). 

일본에서도 이미 제내지 수림대 조성지침을 마련하여 

추구하는 녹지기능에 따라 기후적 극상형, 토지적 극

상형, 경관림형 등의 수변녹지 조성 유형을 제시하고, 

녹지 폭, 식재수종, 식재밀도 등의 식재기준을 수립하

였다(JFRWEM, 2001). 수변녹지 본연의 기능을 증진

하기 위해서는 조성 후에도 식재수목 생장, 위해식물 

유입 및 경합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적부성을 진단

하고 적합한 수변녹지 조성 및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Matthew and Jon(2005)은 미국의 한 수변

녹지 조성지를 모니터링하여 식재수종 선정, 식재초

기 초본유입 제어 등의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Ki 

and Kim(2012)이 낙동강 수변녹지 조성지를 대상으

로 식생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수목의 주요 고사

원인과 식재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내의 경

우 관련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본 저자는 환경부 사업의 일환으로서 최근 4대강 

유역권별 자연수변림 구조 및 생장환경을 실사하여 

수변녹지 조성을 위한 군락모델을 유형화하고, 군락

유형별 토양조건, 목표수종, 종구성, 식재밀도, 식재거

리 등을 포함하는 생태식재 기준을 수립하였다

(CAER, 2011; Jo and Ahn, 2014). 그리고, 가평군의 

한 수변구역 매수부지에 한강유역권에 해당하는 생태

식재 기준을 적용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이 수변구역 시공지를 대상으로, 토양 이

화학성, 식재수목 생장 및 경합, 초본유입과 경합, 침

식제어 기능 등의 생장 및 성능변화를 다년간 모니터

링하여, 수변녹지의 기능을 증진할 바람직한 식재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변녹지의 

생태적 복원 및 조성을 위한 기반정보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4대강 유역의 수변녹지 조성사업에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2. 재료 및 방법

2.1. 대상지와 생태식재

본 연구의 대상지는 북한강변에 위치하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744-2번지로서 한강유역권에 

해당한다. 남측 방면에는 산림이 분포하며 북측으로 

북한강 및 37번 국도와 인접해 있다. 경사는 평균 

6.9%로서 북한강 방향의 서북측이 낮고 동남측이 다

소 높았다. 식재규모는 동서 길이 약 50 m, 남북 폭 22

35 m으로서 면적이 약 1,500 m2이었다. 

환경부의 생태식재 군락모델(CAER, 2011; Jo and 

Ahn, 2014) 중 대상지의 생장환경 조건과 주변 식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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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신나무(Acer ginnala)-버드나무(Salix 
koreensis) 군락, 소나무(Pinus densiflora)-느티나무

(Zelkova serrata) 군락, 졸참나무(Quercus serrata)-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군락을 2010

년 늦가을에 시공하였다(Fig. 1). 신나무-버드나무 군

락은 지하수가 유입 및 집수되어 습윤한 상태를 유지

하는 동남측에 배치하고, 평균 약 30 cm 깊이의 소형 

저류지를 설치하여 다양한 생물서식 환경을 창출하면

서 침전물 차집을 통한 수질보전 기능을 추구하였다. 

식재수종은 Fig. 1과 같으며, 상층 및 중층의 목표수종

은 군락유형에 따라 5 6종을, 하층의 경우는 2 3종을 

다층 군식하였다. 아울러, 식재 조기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수종 사이 빈 공간에 임시수종인 속성수를 

Fig. 1. Planting design for implementation of riparian 
greenspace and experiment plot layout at study 
site.*

* LTD: lower tree density, HTD: higher tree density, Mno: no 
mulching, M5: woodchip mulching to 5-cm depth, M10: 
woodchip mulching to 10-cm depth, EPno: no edge planting 
(the same with Fig. 5 and 6) 

  Source: Jo and Ahn (2014): 109, revised for experiment  

목표수종 식재밀도 대비 평균 약 20%의 비율로 식재

하였다. 식재규격은 비교적 단기간 내 성숙림에 근접

할 수 있도록 흉고직경 기준 상층 10 15 cm, 중층(속

성수 포함) 6 8 cm로 결정하였다. 목표수종의 식재

밀도는 상층 5 7주/100 m2, 중층 3 5주/100 m2이

고, 평균 식재거리는 상층 5.3 m, 중층 3.8 m이었다. 

도로측 경계부에는 내부 서식환경의 완충 차원에서 

하층 관목으로 폭 2 m 내외의 주연부 식재를 실시하

였다. 한편 상기한 다층군식의 생태식재 기준과 달리,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지에 저

밀식재 등의 고정조사구를 마련하였다(아래의 성능 

모니터링과 분석 참고).

2.2. 성능 모니터링과 분석

연구 대상지의 토양환경 변화, 식재수목 생장 및 경

합, 초본유입과 경합 등을 시공 후인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5년에 걸쳐, 그리고 침식제어 효과를 2013년

까지 3년 동안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항목별 조사 

및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2.2.1. 토양 이화학성

연차별 토양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식재시공 

전과 매년 생장기간 말기인 가을에 군락유형별 3반복

으로 약 20 cm의 깊이에서 토양표본을 채취하였다. 

이들 표본을 실험실에서 음건한 후, KIAST(2000)의 

토양분석방법에 따라 생장지반의 이화학성을 분석하

였다.

2.2.2. 식재수목 생장 및 경합 

목표수종을 대상으로 생장기간에 걸쳐 수목의 고

사율, 흉고직경 생장률, 생장불량 여부, 신초길이 및 

엽장 등의 연간 추이를 조사하였다. 고사 수목은 뿌리

를 굴취하여 그 원인을 구명하였다. 연간 흉고직경 생

장률은 군락 우점종인 6개 수종별로 5개체씩을 임의 

선정한 후,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부에 비

대생장측정기(Relaskop-Technik, Dial dendro)를 부

착하여 측정하였다. 생장불량 여부는 단풍 시작 전에 

수관, 수간, 가지, 엽 등 부위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한 부위라도 문제인 경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장불량 판단기준은 수관의 경우 주가지 고사에 따

른 수관 불균형, 수간은 동공이나 부패 발생,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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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지 발생, 엽은 엽색 이상 등으로 설정하였다. 신초

길이와 엽장은 상기한 군락 우점종별 선정 개체를 대

상으로, 생장기간 말기에 수관 중앙부위의 신초 및 엽 

표본을 각각 20개씩의 임의 선정하여 1 mm 단위까지 

측정하고, 타 조경식재지에서 정상적으로 생장하는 

수목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군락유형별로 

생장에 따른 수목피도 변화를 조사하고 수직 상향으

로 수관의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수종 및 층위 간 경합

양태를 파악하였다.

2.2.3. 초본유입 및 경합  

수목 식재밀도 차이와 지표면 멀칭 여부에 따른 위

해초본 및 덩굴식물의 유입과 목표수종과의 경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고정조사구를 설치하고(Fig. 

1), 생장기간인 5~9월까지 매월 중순 식물종, 초장, 초

폭 등을 측정하여 조사구별 유입 초본의 종구성, 밀도, 

피도 등을 계량 분석하였다. 고정조사구는 멀칭 두께 

10 cm의 고밀식재(이하 고밀멀칭으로 지칭), 멀칭 부

재의 고밀식재(이하 고밀나지), 멀칭 두께 10 cm의 저

밀식재(이하 저밀멀칭), 멀칭 부재의 저밀식재(이하 

저밀나지) 등의 처리구를 배치하였다. 또한, 주연부 

식재 여부와 멀칭 두께 차이의 관련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주연식재 미실시 구간에 인접한 저밀나지(이하 

저밀나지주연부)와 멀칭 두께 5 cm의 저밀식재(이하 

저밀멀칭5) 처리구를 추가하였다. 이들 처리구별 고

정조사구의 크기는 각각 3×3 m이고 반복수는 3개소

이었다. 고밀과 저밀의 구분은 수목의 하층광량비와 

수관개방비 측정결과에 근거하였으며, 멀칭 처리구는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을 이용하였다. 하층광량비는 

광량계를 이용하여(LI-COR, LI-250) 초본 높이의 처

리구 내부에서 10회, 직달일사의 방해가 없는 외부에

서 3회에 걸쳐 각각 반복 측정하였다. 수관개방비는 

각 처리구 내에서 수직 상향으로 수관을 5반복 사진 

촬영한 후, 0.5×0.5 cm 간격의 격자를 중첩하여 개방

된 격자점의 평균비율로 분석하였다.

2.2.4. 침식제어 효과 측정

우수 배수방향과 경사가 유사한 구역에 고밀멀칭, 

고밀나지, 저밀나지 등 3개 유형의 처리구를 인접 배

치하고(Fig. 1), 처리구별 침식제어 효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처리구 간 경계에는 두께 5 mm, 높이 20 cm

의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우수 흐름을 상호 격리하고, 

우수 집수의 종점에 규격 47×38×32 cm의 플라스틱 

침사조를 설치하였다. 처리구별 우수 집수면적은 고

밀멀칭 약 74 m2, 고밀나지 63 m2, 저밀나지 54 m2 등

이었다. 강우 시 유출된 침전물을 수거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음건시킨 후, 침식 건중량을 전자저울(AND, 

Electronic Balance FX-3200)을 이용하여 0.01 g 단위

까지 측정하였다. 침식량의 수거 및 측정은 엽 생장 이

후 연간 강우가 집중되는 7 9월에 걸쳐 총 9회 실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매회 강우량은 최소 30 최

대 340 mm이었다(KMA, 2016).

3. 결과 및 고찰

3.1. 토양 이화학성 변화

시공 전 당초 대상지의 토양 pH는 9.0의 알카리성, 

유기물은 0.5%에 불과한 등 수목생장에 불리한 조건

이었다(Table 1). 따라서, 객토와 유기물 공급 등을 통

해 토양을 개량한 후 수목식재를 실시하였다. 조경설

계기준(KILA, 2013)에서 제시하는 토양의 항목별 평

가등급에 준하면, 시공 전 토양은 Ca2+과 양이온치환

능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하급 불량에 해당하였

다. 시공 후 3년이 경과하면서 유효인산과 K+를 제외

한 대부분 항목이 중급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5년 경

과 후 토양의 pH는 6.3의 약산성~중성으로 개선되고, 

유기물과 전질소는 약 4 6배 증가하였다(p<0.01). 

이는 주로 멀칭과 리터폴에 따른 유기물 분해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지의 생장지반 토성은 대

개 사양토 내지 양질사토이었다.

3.2. 식재수목 생장 및 경합 추이

대상지의 상 중층 식재수목은 총 156개체로서 이

들 중 약 5.8%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고사

수종은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1.3%), 졸참나무

(1.3%), 쪽동백나무(Styrax obassia, 1.3%), 때죽나무

(S. japonica, 0.6%) 등이었다. 이들 수목의 고사원인

은 과잉 복토에 따른 뿌리호흡 장애, 뿌리분의 진흙 보

토, 뿌리분 과소 및 세근 부족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 즉, 고사목의 수간이 근계로부터 10~15 cm 

깊이로 복토되고 뿌리분이 진흙으로 보토 처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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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H
OM
(%)

TN
(%)

Ava. P
(mg/kg)

EC (cmol+/kg) CEC
(cmol+/kg)

Major soil 
textureK+ Ca2+ Mg2+

Before 
planting

9.0 ± 1.2 0.5 ± 0.0 0.02 ± 0.00 46.4 ± 10.0 0.48 ± 0.08 6.10 ± 1.23 0.58 ± 0.06 8.3 ± 1.3
Sandy loam, 
Loamy sand

2011. 10. 6.8 ± 0.1 1.3 ± 0.2 0.02 ± 0.00 40.9 ± 9.4 0.27 ± 0.02 4.14 ± 0.67 0.73 ± 0.07 6.6 ± 0.5
Sandy loam, 
Loamy sand

2012. 10. 6.7 ± 0.1 1.1 ± 0.0 0.04 ± 0.00 34.2 ± 5.0 0.28 ± 0.02 2.54 ± 0.11 0.64 ± 0.01 6.0 ± 0.1
Sandy loam, 
Loamy sand

2013. 10. 6.7 ± 0.1 1.7 ± 0.3 0.09 ± 0.00 38.7 ± 6.3 0.34 ± 0.06 4.51 ± 0.44 1.17 ± 0.15 7.0 ± 0.6
Sandy loam, 
Loamy sand

2014. 10. 6.3 ± 0.1 1.7 ± 0.3 0.09 ± 0.01 46.3 ± 11.1 0.34 ± 0.05 4.57 ± 0.70 1.18 ± 0.12 7.3 ± 1.0
Sandy loam, 
Loamy sand

2015. 10. 6.3 ± 0.1 2.0 ± 0.4 0.11 ± 0.02 51.4 ± 12.1 0.44 ± 0.06 5.95 ± 0.63 1.18 ± 0.23 7.9 ± 0.6
Sandy loam, 
Loamy sand

Figures: mean ± standard error, OM: organic matter, TN: total nitrogen, Ava. P: available P2O5, EC: exchangeable cation,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s at study site

뿌리의 통기성이 불량한 상태였다. 또한, 고사목의 뿌

리분 체적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KILA, 2014)의 표

준규격에 근거하여 환산하면, 근원직경 8~15 cm에 따

라 9,938~58,703 cm3로서 그 표준규격의 26~55% 수

준에 불과하였다.

a) Too deep planting

 
b) Clay-added root ball

c) Small-sized root ball

 
d) Scanty fine root

 

Fig. 2. Major cause of tree death.

 

연간 흉고직경 생장률은 버드나무를 제외한 5개 군

락 우점종의 경우 시공 후 1년차에 평균 0.48 cm/년, 2

년차에 0.65 cm/년이었고, 3~5년차 동안 평균 0.98 

cm/년이었다. 국내 주요 조경수종인 느티나무, 단풍

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및 잣나무의 흉고직

경 생장률은 평균 0.84 cm/년으로서(Jo and Ahn, 

2012a; Jo et al., 2013a), 대상지 우점종의 흉고직경 

생장은 시공 후 초기 활착과정 중에 더디다가 3년차부

터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한편, 버드나무의 흉고직경 

생장률은 시공 후 1~2년차에 평균 1.52 cm/년이고 

3~5년차에 2.03 cm/년으로서, 타 수종에 비해 최소 2

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식재수목 중 고사목을 제외한 생장불량 개체비

는 시공 1년 후 21.6%이었고, 2년 및 3년 후에는 각각 

8.9% 및 8.3%로서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3). 부위별 

생장불량 개체비는 시공 1년 후 수관 18.7%, 가지 

16.4%, 엽 9.0%, 수간 0% 등이었고, 3년 후에는 2년 

후와 유사하게 수관 6.2%, 가지 0.7%, 엽 1.4%, 수간 

0% 등으로 감소하였다. 생장 불량이 지속된 주요 이

유는 식재 후 자연적으로 형성된 강우 집수구에 산벚

나무, 쪽동백나무, 느티나무 등의 소수 개체가 위치하

여 배수성 불량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락 우점종

의 평균 신초길이와 엽장은 타 조경식재지의 정상적 

생장수목 대비 시공 1년 후 각각 78.0% 및 87.4%이

고, 3년 후에는 5년까지 유사하게 131.0% 및 119.4%

이었다. 이와 같이, 식재수목의 생장은 식재초기에 이

식 스트레스에 의해 다소 저조하였으나 시공 후 3년차

부터 현저히 양호해지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현길 박혜미

Fig. 3. Annual changes in percentage of planted trees 
showing poor growth conditions.

한편, 국내 4대강 유역권의 수변녹지 시공지 중 최

소 2년이 경과된 45개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Jo et al., 2014), 식재수목의 고사율은 전체 개

체의 약 11%이고 생장불량 개체비는 부위에 따라 가

지 42%, 수관 및 엽 각각 35% 등이었다. 그리고, 신초

길이 및 엽장의 생장비는 정상수목 대비 각각 57%, 

77%의 수준이었다. 본 대상지의 수목생장은 이들 결

과에 비하면 시공 후 초기부터 훨씬 더 양호하였는데, 

이는 토양 개량, 생장지반에 부합하는 수종선정, 멀칭

과 다층군식을 통한 건조 및 경합초본 제어 등에 기인

한다고 판단된다. 

대상지의 수목피도는 시공 1년 후 군락에 따라 최

대 약 85%이었고, 5년 후에는 140%까지 생장하면서 

성숙한 자연수변림의 평균 피도인 180%(CAER, 

2014)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식재 소

나무는 인접한 활엽교목과의 광 경합에 따라 하부 가

지의 일부가 자연 고사하고 상부 신초는 광을 향해 직

립 생장하는 경향이었다. 식재공간 내부에 경합 대상

의 활엽수종과 혼식하는 소나무의 경우, 인접 수종보

다 큰 수목을 식재하거나 생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느

린 활엽수종을 선정하여 수광조건을 개선함이 바람직

하다. 식재 조기효과와 밀도증진을 위해 임시수종인 

속성수로서 식재한 사시나무(Populus davidiana)는 

식재규격이 상대적으로 작았음에도, 시공 5년차부터 

목표수종보다 상층 수관을 형성하여 생장경합이 현저

하였다. 따라서, 이 속성수는 시공 5년차부터 단계적

으로 간벌하여 목표수종의 수관 생장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 Before planting 

 
b) Inside

c) Outside  d) Competing canopy of 
fast-growing trees

 

Fig. 4. The growing landscape in 5 years after planting.

3.3. 초본유입 및 경합 변화 

모니터링 5년 동안 자연 유입된 초본의 종수는 멀

칭부재구에서 총 16종이고, 멀칭처리구의 경우는 고

밀 및 저밀식재에서 각각 1종 및 4종이었다. 상대피도

가 상위인 주요 초본종은 돌콩(Glycine soja, 연평균 

39.4%), 망초류(Erigeron spp., 24.2%),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13.0%),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9.2%) 등으로서, 위해 덩굴식물과 생태계 교

란 외래식물을 포함하였다. 특히, 덩굴식물은 식재수

목 활착과정의 식재초기에 수간을 감고 올라 소형 수

목을 피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생장기간 말기의 처리구별 초본피도는 시

공 1년 후에 가장 높았고, 식재수목의 생장에 따라 수

관개방비가 낮아지면서 4년차에는 현저히 감소하였

다(Fig. 5). 시공 후 3년간 9월의 평균 초본피도는 저

밀나지주연부에서 92.1%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밀나지 73.7%, 저밀멀칭5 64.1%, 고밀나지 19.8%, 

저밀멀칭 3.4% 등의 순이었다(p<0.01). 한편, 고밀멀

칭의 경우에는 초본이 거의 유입되지 않았다. 월별 변

화를 분석하면, 초본피도 및 밀도는 저밀멀칭과 고밀

멀칭을 제외하곤 생장기간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계속 증가하였다. 시공 후 3년간 5월의 평균 초본피도 

및 밀도는 각각 저밀나지주연부 37.7% 및 8.7개체/m2, 

저밀나지 22.9% 및 10개체/m2, 고밀나지 5.2%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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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m2 등이었다. 이들 처리구의 9월 초본피도는 5월 

대비 2.4~3.8배, 그리고 초본밀도는 1.4~3.6배 증가하

였다. 저밀멀칭5의 5월 초본피도 및 밀도는 각각 2.3% 

및 0.9개체/m2로서, 9월에 초본피도 약 28배, 초본밀

도 13배의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5 cm 두께의 멀칭은 

생장기간 초기에 한하여 초본유입을 지연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초장 생장은 식물종 및 처리

구에 따라 최소 7 최대 170 cm의 범위이었으며, 저

밀나지주연부에서 가장 큰 경향이었다.

Fig. 5. Annual changes of herbaceous plant cover invaded 
by experiment plot in late growing season.

Legend: LTD/Mno/EPno, LTD/Mno, LTD/M5, 

HTD/Mno, LTD/M10, HTD/M10.

위와 같이, 수목의 고밀식재는 저밀식재보다, 우드

칩 멀칭은 멀칭하지 않은 나지보다, 그리고 주연부 식

재는 미실시한 경우보다 식재수목과 경합하는 위해초

본의 유입을 제어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이 효과는 

식재수목의 활착과정인 시공 후 초기 3년 동안에 특히 

현저하였다. 본 연구의 고밀식재구는 시공 1년 후 수

관개방비가 약 15%이고 하층광량비는 외부 광량의 

20%이었다. 저밀식재구의 경우 수관개방비가 고밀식

재구보다 약 4.7배 높은 70%이고 하층광량비는 3.3배 

높은 66%이었다. 즉, 저밀의 수목식재는 활착시기에 

지표면 입사 광량이 높아 덩굴식물을 포함한 호광성 

위해초본의 유입 및 생장을 조장하였다. 이 수관개방

비와 하층광량비는 식재수목의 생장과 더불어 특히 

저밀식재구에서 연평균 약 15.5%씩 현저히 감소하여, 

시공 5년 후에는 고밀식재와 저밀식재 간의 초본피도 

차이도 대폭 감소하였다. 저밀멀칭의 초본피도는 고

밀나지보다도 시공 후 5년간 계속 더 낮았으나, 저밀

멀칭5는 저밀나지의 높은 초본피도에 근접한 경향을 

보였다(Fig. 5). 이 결과는 두께 5 cm의 멀칭이 초본유

입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저밀식재에서

는 10 cm 두께의 멀칭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 연

구에서도 본 결과와 유사하게, 두께 5 cm 내외의 멀칭

은 위해초본의 유입을 제어하는 성능이 미미하였고

(CAER, 2014), 10~15 cm 두께의 우드칩 멀칭이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였다(Chalker-Scott, 2007; WRC, 

2002).

3.4. 침식제어 효과

수목 식재밀도와 멀칭 여부가 강우에 따른 침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처리구별 단위면적당 침

식량은 시공 후 3년간 평균 저밀나지가 104.2 g/100 

m2/hr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밀나지 21.5 g/100 

m2/hr, 고밀멀칭 0.1 g/100 m2/hr 등의 순이었다

(p<0.01). 즉, 고밀멀칭에서는 침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저밀나지의 침식량은 고밀나지에 비해 약 4.8

배 더 많았다. 저밀나지와 고밀나지의 연차별 침식량

은 시공 후 지표면이 안정화되고 수관이 생장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6). 이와 같이, 지표

면의 우드칩 멀칭이나 수목의 고밀식재는 강우의 완

충 및 차집을 통해, 저밀 식재한 나지에 비해 녹지조성 

초기단계의 침식제어 효과가 현저하게 높았다. 따라

서, 수변녹지 조성 시 지표면을 멀칭하고 식재밀도를 

높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침전물의 양을 저감함이 바

람직하다.

Fig. 6. Effects and annual changes of sediment control by 
experimen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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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식재 및 관리방안

생태식재 후 다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수변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식재 및 관리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목 굴취 시 뿌리분은 세근 

밀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되(KILA, 

2014), 근계의 배수성 및 통기성을 저해하는 진흙 보

토는 금지하여 이식수목의 양호한 활착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한다.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세근은 대개 통

기성이 양호한 표토에 분포하므로, 식재 시 근원부위 

이상의 과도한 복토는 지양해야 한다. 식재수목의 생

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불량한 토양

환경이다(Jo et al., 2014). 수변구역의 녹지조성 후보

지는 대개 논, 밭, 건축물 철거지 등으로서, 식재 전 

객토, 유기물 공급, 유효토심 확보 등 식재수종의 생

장요건에 부합하는 토양의 이화학성을 구비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다층군식을 통해 식재밀도를 높이고 우드칩 

등으로 지표면을 두께 10 cm 이상 멀칭하여, 식재초

기 활착과정에서 호광성 덩굴식물을 비롯한 위해초본

의 유입 및 식재수목 피압을 제어한다. 저밀도로 식재

하는 경우 특히 상기한 두께의 멀칭이 필요하다. 녹지 

조성지 경계부에 관목으로 폭 2 m 이상의 주연식재를 

실시하면 위해식물의 유입차단 효과를 부가할 수 있

다. 국내 수변녹지 조성지들의 경우, 멀칭이 부재하고 

수목피도가 평균 28%로서 지표면 유입광량이 높아, 

식재초기 수분증발에 의한 토양건조와 위해초본과의 

경합으로 식재수목의 생장이 불량하고 매년 제초비용

도 적지 않았다(Jo et al., 2014). 멀칭과 더불어 밀도 

높은 식재는 수변녹지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침식

제어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층군식을 통한 식재밀도 

증진은 저밀의 단층단식보다 생물 다양성과 탄소흡수

의 기능에도 더 바람직하다(Hellmund and Smith, 

2006; Jo and Park, 2015b). 한편, 식재공간 내부에 경

합 대상의 수종과 혼식하는 소나무 등 양수는 인접 수

종보다 큰 수목을 식재하거나 생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수종을 선정하여 수광조건을 개선한다.

셋째, 식재 대상의 목표수종이 성숙할 때까지 임시

수종인 속성수를 목표수종 사이 빈 공간에 혼식하여 

식재의 조기효과와 밀도증진을 추구한다. 수변녹지 

고유의 경관에 부합하는 속성수종은 포플러류, 버드

나무류 등으로서, 본 연구에 근거하면 이들 수종은 목

표수종 대비 연간 2배 이상의 생장속도를 보였다. 속

성수의 식재밀도는 목표수종의 식재 시 규격과 수관

생장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목표수종의 성숙기

간 10~30년에 따라 그 식재밀도 대비 약 20~70%의 

비율이 추천된다(Jo and Ahn, 2014).

넷째, 수변녹지 조성 후 의도하는 녹지구조와 기능

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한다. 모니터

링 결과 식재수목은 대개 시공 3년 후 정상적으로 활

착되므로, 이전 기간 동안 하자 보수, 적습 유지, 위해 

덩굴식물 및 초본 제거, 병든 가지나 포복지 약전정, 

지주목 처리 등 꼭 필요한 인위적 관리를 투입한다. 이

후에는 인위관리를 배제하고 식물군락의 생태적 자연

관리에 의존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 다만, 속성

수는 시공 후 5년차부터 단계적인 간벌을 추진하여 목

표수종의 수관생장 공간을 확보하고, 간벌목은 현장

에 존치하여 야생동물 서식자원이나 우드칩 멀칭재로 

활용한다. 시공단계에서 멀칭과 수목피도 증진은 멀

칭 부재의 저밀식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

으나, 매년 반복되는 제초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 론

환경부는 수질보전, 생물서식 등의 효과를 달성하

기 위해 4대강 유역에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수변구역

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녹지를 조성하여 왔다. 초기 녹

지조성 사업은 수변녹지 본연의 기능을 충족시킬 식

재 및 관리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따라

서, 환경부는 최근 수변녹지 조성을 위한 목표수종, 종

구성, 식재밀도, 식재거리 등을 포함하는 다층군식의 

생태식재 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 생태식재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 가평군 수변녹지를 대상으

로, 식재수목 생장 및 경합, 초본유입과 경합, 침식제

어 효과 등의 생장 및 성능변화를 5년간 모니터링하

여, 수변녹지의 기능을 증진할 바람직한 식재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식재효과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층층에 규격이 작

지 않은 수목을 다층 식재하고 흉고직경, 신초길이, 엽

장 등을 포함하는 생장상태의 연간 추이를 조사하였

다. 식재수목의 생장은 식재초기에 이식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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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다소 저조하였으나, 시공 후 3년차부터 현저히 

양호해지기 시작하여 5년 후에는 의도하는 성숙림 구

조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대상지의 수목

생장은 국내 4대강 유역권에 조성된 기존 수변녹지에 

비해 시공 후 초기부터 훨씬 더 양호하였으며, 이는 토

양 개량, 생장지반에 부합하는 수종선정, 멀칭과 다층

군식을 통한 건조 및 경합초본 제어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임시수종인 속성수의 혼식은 식재 조기효

과와 밀도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였으며, 시공 5년차부

터 목표수종과의 생장경합이 현저하므로 간벌을 요구

하였다. 식재수목 중 일부가 고사하여 그 원인을 파악

한 결과는 뿌리분 과소 및 세근 부족, 뿌리분의 진흙 

보토와 식재 시 과잉 복토에 따른 배수성이나 통기성 

불량 등이었다.

수목 식재밀도 차이와 지표면 멀칭 여부를 반영한 

고정조사구를 설치하고, 위해초본 및 덩굴식물의 유

입과 목표수종과의 경합을 조사 비교하였다. 수목의 

고밀식재는 저밀식재보다, 우드칩 멀칭은 멀칭하지 

않은 나지보다, 그리고 주연부 식재는 미실시한 경우

보다 식재수목과 경합하는 위해초본의 유입을 제어하

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이 효과는 식재수목의 활착과

정인 시공 후 초기 3년 동안에 특히 현저하였다. 저밀

의 수목식재는 활착시기에 지표면 입사 광량이 높아 

덩굴식물을 포함한 호광성 위해초본의 유입 및 생장

을 조장하였다. 두께 5 cm의 멀칭은 초본유입을 제어

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멀칭 부재의 고밀식재보다 저

밀이라도 10 cm의 멀칭이 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면 멀칭이나 고밀식재는 강우의 완충 및 차

집을 통해, 멀칭 부재의 저밀식재에 비해 녹지조성 초

기단계의 침식제어 효과가 훨씬 높았다.

상기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수변녹지 조성에 일

조할 식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변

녹지에 부가하여 생태식재 관련 일반 녹지복원 및 조

성 사업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재 및 모니터

링 과정에서 경험한 사안을 부연하면, 국내 고유의 수

변녹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생수종의 식재가 

바람직하나 일부 수종은 구입하는데 제한적이었으므

로, 식재에 필요한 자생수종의 생산 및 공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생태식재 본연의 효과를 확보하려면, 유

관 업체는 자연식생의 군락구조와 생장환경, 다층군

식 및 수종배식을 포함하는 식재기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해야 한다. 생태식

재를 통한 수변녹지 조성은 일종의 특수공사로 분류

하고 시공 후 최소 3년간 필요한 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시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의

도하는 식재효과를 달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생태식재 기법을 적용한 수변녹지 조성과 성능 모니

터링 연구를 다양화하여, 본 연구결과를 비교 고찰하

고 조성효과를 증진할 실용적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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