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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ly planted trees on top

of the underground parking lots. The trees were planted 17 years ago and are now in good condition.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The planting depth of the trees was 0.9 - 1.3m. The horizontal roots

of the trees were distributed in the depth of 0.2m ~ 0.6m, Growth condition was also considered to

be good. Also, in the case of the straight root of the trees, the pine tree(Pinus densiflora) grew near

the bottom but tree root was very thin, and the Japanese hackberry tree(Celtis sinensis) and the zelkova

tree(Zelkova serrata) were seemed to bend at the bottom and to grow by changing direction. When

trees were planted on artificial ground, the roots grew well horizontally, and the forces of growing

vertically were much weakened. because the plants were planted in earth ball state. As a result, it was

considered that the roots would hardly penetrate the bottom-pressing concrete floor.

Key Words : artificial ground, tree growth, earth ball of roots, deep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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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또는 지하구조물 등의 상부에 설

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인공지반조경은 식물 생

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

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2003년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설

립 이후 옥상녹화 소재 및 시공 관련 연구 개발

사례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옥상녹화 지원 사업을 많

이 실행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생태면적률

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등의 영향으로 옥

상녹화 면적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대였다. 그후 지속적으로 지

하주차장 상부를 조경공간으로 조성하여 대형

교목 등을 식재하였다(Kang & Kim, 2015).

또한 2013년 (사)한국조경학회에서 펴낸「조

경설계기준」에 의하면, “인공지반에서는 인공

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

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아파트 인공지반 식재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배수와 토양에 대한 연구(Choi, 2017)

와 공동주택 인공지반 식재환경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가 있었다(kim, et al., 2014). 그리고 뿌

리 생육에 대한 연구로는 초화류 생육에 대한

연구(Kim, 2011; Park, 2012)와 우리나라의 조

림수종인 낙엽송과 잣나무의 뿌리에 의한 토양

보강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있었다(kim, et al.,

2011). 또한 인공지반 방근에 관한 연구는 재료

특성에 대한 성능평가이거나 초본이나 관목 위

주의 뿌리 성장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연구가

있었다(Kang, 2016; Oh et al., 2015).

옥상녹화 지역의 식생 및 토양특성 변화에 대

한 연구에서 토양 산도는 정상적이고 토양의 유

효 인산 함량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토양 내

탄소함량은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증

가하였다(Lee, et al.. 2013).

일본에서 1972년 시공된 옥상정원의 수목을

30년 지난 2002년 굴취한 일본의 한 현장조사

보고서가 있었다. 이 옥상정원의 토양은 흑색

화산재이며, 토심은 30cm 그리고 배수체계나

방근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곳에 교목 5종(향나무, 매화나무, 왕벚나무, 단

풍나무, 동백나무)과 관목 4종을 심었다. 굴취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수목 뿌리는 토양 속에

서 잘 발달하고 있었는데, 큰 뿌리는 누름콘크

리트 바닥에 맞닿아 자라고 있었다. 특히 왕벚

나무의 뿌리는 굵은 밧줄 모양으로 옥상정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해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

토 아래의 누름콘크리트 층은 30년이 경과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의 뿌리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Maeda Seiming,

2005).

지하주차장 상부에 식재된 수목의 생장이 건

축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조경 식재계획 및 설계에서 매우 의미 있

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반 상

부의 조경수목의 생장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수

목의 생육상태가 지하주차장 상부 바닥에 문제

를 줄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

으로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대상지는 조사 당시 식재 시공 후 12년

이 지난 대구광역시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명곡

2단지 아파트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세대수는 1,032세대, 면적은 95,160.857

㎡이며, 2000년 4월에 입주를 하였다. 명곡 2단지

아파트를 본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구광역시에 시공한 15

년 이상 된 아파트로 지하주차장 상부에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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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tis sinensis 1
(D=0.9m)

Zelkova serrata
(D=1.1m)

Pinus densiflora
(D=1.3m)

Celtis sinensis 2
(D=1.2m)

Figure 1. Soil Depths of trees

대형 수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식재공사준공후 10년넘게경과되어부지

의 환경 특성이 수목의 활착에 충분히 반영된 지

역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 수종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

장 상부에 식재된 교목 중에서 비교적 뿌리의

지하생장이 왕성하고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에

많이 식재된 심근성 수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심근성 수종은 소나무 1주, 팽나무 2주, 느티나

무 1주 등을 선택하여 4개의 현장 표본구를 선

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장조사, 토양분석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입주 후 17년 6

개월이 경과된 2017년 10월 25일에 2명의 조사

원들이 함척, 윤척(흉고자), 줄자 등을 이용하여

선정된 심근성 수종별로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에서 수목 생육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인

식재 토심을 조사하였다.

둘째, 수목의 생장현황과 관련하여 수고와 근

원직경을 조사하였다.

셋째, 뿌리의 생육상태와 관련해서는 곧은 뿌

리와 수평근의 발달 현황을 조사하였다.

넷째, 뿌리 생장이 토양층 아래의 누름콘크리

트를 훼손하였는지의 균열을 살피기 위해 육안

으로 관찰하였다.

다섯째, 토양분석은 본 연구대상지에서 채취

한 시료의 토양 상태가 수목의 생육에 적절한가

에 대하여서도 파악하여 보았다. 토양시료의 채

취는 2017년 10월 25일에 하였다. 연구대상 수

목의 토양을 토심 30cm 정도의 깊이로 약 0.5

Kg의 토양을 채취하였다. 분석은 한국임업진흥

원에 의뢰하여 pH, 전기전도도(E.C), 전기전도

도(C.E.C), 전질소량(T-N), 유효태인산함유량

(P₂O₅), 치환성 칼륨(K+), 치환성 칼슘(Ca++),

치환성 마그네슘(Mg++), 염분농도(Nacl), 유기

물함량(O.M) 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수목 토심

본연구는현장조사를통하여각수목별토심

을 파악하였다. 팽나무의 경우는 자갈 배수층이

없으며, 팽나무 1은 토심이 약 0.9m, 팽나무 2는

토심이 약 1.2m로 파악되었다. 느티나무는 자갈

배수층을포함하여 약 1.1m이며, 소나무자갈배

수층을포함하여약 1.3m로파악되었다(Figure 1).

수목생장에필요한토양의최소심도를천근성

수종은 60cm, 심근성수종은 90cm로구분하고있

다(KILA, 2003). 연구대상 아파트의 사업승인 및

착공시점인 1996년운용되던 “주택건설기준에관

한규정”제29조 3항을살펴보았다.공동주택인공

지반내식재토심에관하여 “인공지반에식재되는

수목의 생존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0.9m 이상의

토심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www. kcsc. re. kr).

본연구의결과는수목의최소토심기준인 90cm

이상을 모두 확보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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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tis sinensis 1
(H4.5 → H6,0)

Zelkova serrata
(H4,0 → H7.0)

Pinus densiflora
(H5.0 → H7.0)

Celtis sinensis 2
(H4.5 → H6.5)

Figure 2. Trees Hight

Celtis sinensis 1 Zelkova serrata

Pinus densiflora Celtis sinensis 2

Figure 3. Trees Root

2. 수목 수고 및 근원직경

1) 수고

본 연구는현장조사를 통하여 각 수목별 수고

를파악하였다. 팽나무 1은식재당시에는수고가

약 4.5m이었으나, 현재는약 33%정도생장한약

6.0m로파악되었다. 팽나무 2는식재당시에는수

고가약 4.5m이었으나, 현재는약 44%정도생장

한약 6.5m로파악되었다. 느티나무는 식재 당시

에는수고가약 4.0m이었으나, 현재는약 75%정

도생장한약 7.0m로파악되었다. 소나무는 식재

당시에는수고가약 5.0m이었으나,현재는약 40%

정도 생장한 약 7.0m로 파악되었다(Figure 2).

17년전식재당시와현재상태의수목생장정

도만을 기준으로 여러 참고자료를 통해 판단해

보았다. 팽나무 1, 팽나무 2의 경우, 수목의 생장

예측모형(Kim et al., 1988)의 회귀모형에 의하면

팽나무는수령이 17년정도되면수고가약 5.93m

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본현장의팽나무의경

우는수고가약 6m로나타났기에생육상태가양

호하다고볼수있다. 느티나무의경우, 유사사례

에서 근원직경(R) 30cm을 심은 경우와 R19cm의

경우 10년후각각약 150%, 40%생장한사례(Jung

et al., 2014)를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 수목의 경

우 17년간 약 358%생장하였으므로, 생육상태가

매우양호하다고볼수있다. 소나무의경우는원

래고정생장을하므로자유생장에비해수고생

장이매우느리다(야생수목인경우에도 1년에한

마디만 자라며 최고 40cm정도)(Lee, 2011). 또한

인공지반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자

료에서, 비슷한수종인둥근소나무의경우준공

시 1.2m에서연간 0.03m∼0.18m씩생장한사례가

있었다. 이와비교해보면조사대상수목의경우

에는 17년 동안 수고 생장이 약 2.0m로 연간 약

11.7cm씩자라는 등이보다훨씬많은 생장을보

여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근원직경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각 수목별 근원

직경을 파악하였다. 팽나무 1은 식재 당시에는

근원직경이약 15cm이었으나, 현재는 180%정도

생장한 약 42cm로 파악되었다. 팽나무 2는 식재

당시에는 근원직경이 약 15cm이었으나, 현재는

약 180% 정도 생장한 약 42cm로 파악되었다. 느

티나무는 식재 당시에는 근원직경이 약 12cm이

었으나, 현재는 약 358%정도 생장한 약 44cm로

파악되었다. 소나무는 식재 당시에는 근원직경

이약 20cm이었으나, 현재는약 45%정도생장한

약 29cm로 파악되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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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oots of Pinus Densiflora

3. 수목 뿌리생육상태

1) 팽나무 1

팽나무 1은 지표 40cm 이하에서 수평근이 많

이 분포되어 있고, 잔뿌리도 많이 관찰되었다.

굵은 수평근은 경계석과 만나는 부위에서 굴절

하여 경계석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다.

수직근 역시 토심 하부의 누름 콘크리트와 만나

는 부위에서 생장 방향이 굴절되어서 수평 방향

으로 생장하고 있었다. 지표 하부에는 자갈 배

수층이 없으며, 누름 콘크리트 표면이 훼손된

부분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4).

Figure 4. Roots of Celtis Sinensis 1

2)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지표의 하부 30∼40cm 부근에서

대부분 수평근이 분포되어 있었다. 주근(R=15cm)

은 토심의 하부 자갈 배수층 표면까지 자라다가

생장 방향이 굴절되어서 수평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다. 마찬가지로누름 콘크리트 표면이훼손된

부분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5).

Figure 5. Roots of Zelkova Serrata

3) 소나무

소나무는 지표의 하부 30∼50cm 부근에서는

수평근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낙엽수에 비하여

수평근 및 잔뿌리 발달이 약하다. 직근성이 강

한 소나무임에도 굴취 시 수직근이 확인되지 않

아, 수직근이 나올 때까지 추가 굴취를 하였다.

토양경도는 매우 심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다.

수직근은 여러 갈래로 분기가 되어 있었다. 그

러나 자갈 배수층 부근에서는 매우 가늘게 자라

나 있었으며, 누름 콘크리트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태였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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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oots of Celtis Sinensis 2

Evaluation items Sample

Items Unit Zelkova serrata Pinus densiflora Celtis sinensis

pH 7.2 5.9 7.1

E.C ds/m 0.43 0.12 0.13

C.E.C cmol/kg 10.02 12.56 9.07

T-N % 0.118 0.118 0.126

P₂O₅ mg/kg 27.9 33.8 26.0

K+ cmol/kg 0.12 0.13 0.17

Ca++ cmol/kg 8.02 7.05 7.47

Mg++ cmol/kg 3.09 3.07 1.56

Nacl % 0.012 0.003 0.003

O.M % 0.68 0.67 0.87

Table 1. Result of Soil Test

4) 팽나무 2

팽나무 2는 지표의 하부 30∼40cm 부근에서

수평근 및 잔뿌리가 왕성하게 발달하였다. 그러

나 굴취 부위에서는 수직근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심은 1.2m로 팽나무 1보다 약 30cm 깊었고,

토심 최하부에서는 잔뿌리 발달이 약한 상태였

다. 그러나 자갈 배수층은 없고, 역시 누름 콘크

리트 표면의 훼손 부위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7).

3. 토양분석

본연구는현장조사를통하여각수목별토양

상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양의 화학적특성 평가항목과평

가기준에서 증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수치를

고찰해 보았다. 전체 평가항목 중 상급∼중급이

6개 항목으로 전질소량(T-N), 양이온치환용량

(C.E.C), 치환성 칼륨(K+), 치환성 마그네슘

(Mg++), 전기 전도도(E.C) 그리고 염분농도(Nacl)

등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4개 항목 즉 토양산

도(ph), 유효태인산함유량(P₂O₅), 치환성 칼륨

(Ca++), 그리고 유기물 함량(O.M)의 경우는 하급

으로 평가되었다(Table 1). 토양산도의 분포에 차

이가 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현장반입 토양의

차이일것으로추측된다. 특히소나무주변토양

이 산성인 것은 17년 세월 동안 축적된 칼슘 성

분을적게함유한솔잎의영향때문인것으로추

측된다(Ken Thompson, 2014).

IV. 고 찰

수목뿌리의생장은자연지반과인공지반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뿌리

분의 형태로 이식되는 수목의 경우에는 자연상

태 수목과 뿌리생육 형태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117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상부에 식재된 교목의 생장 특성에 관한 연구

보인다. 자연상태 수목의 근계는 토양조건과 특

성에따라서일정한형태와분포를나타낸다. 그

러나이식목의근계는뿌리분굴취시직근이절

단되기 때문에 형태가 변한다. 식재 후 수십 년

된경우라도직근의분기가많고여러갈래로갈

라진다. 일반적으로뿌리는수관폭의 3배까지또

는 수고의 1∼1.5배까지 뻗는다(Martin Dobson,

1995). 뿌리는환경적여건이허용하는대로자라

지만, 도시 수목의 성장유형은 숲 또는 농촌 환

경에서 유사 수종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

져있다. 비록수목이 2m이상심근성체계의유

전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시환경에서

뿌리는 인공지반 상부의 단단한 토양 또는 건조

지역에서의수분 부족에의해제한을받게된다.

그래서도시환경의경우 1m정도의심근성뿌리

는 흔히 볼 수 있다(Susan. 2010).

또한 자연상태 수목과 이식목은 뿌리생장에

차이가있다. 즉, 자연상태소나무는말뚝모양으

로주근이명확하고깊이자란다. 그러나이식목

은 근주 부근에서 수직근의 분기가 많고, 여러

갈래의수직근이자란다. 또한수목의뿌리는토

양 속 수분함량이 많은 방향으로 자라는 경향이

강하다. 소나무의 경우 직근과 함께 표토 20cm

이내에세근이약 90%분포한다(NIFOS, 2018). 반

면 느티나무는 자연상태의 수목과 이식목의 차

이가없으며, 둘다분기가많다(Noburu Karizumi,

1979).

자연상태의 심근성의 뿌리는 직근과 수평근

이 확실히 구분된다. 이식은 뿌리분 형태로 이

식하기 때문에 직근의 수세가 상당히 약해진 상

태이기 때문에 직근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수평

근보다 약하다. 또한 직근은 토양 내의 산소, 수

분 그리고 양분 여부에 따라 성장의 속도도 크

게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토양경도는 직근의

발달을 멈추게 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킨다.

본 연구대상 수목도 뿌리분의 형태로 이식되

었다. 수직근 보다는 수평근의 발달이 왕성하였

다. 수직근의 경우, 팽나무 1과 느티나무는 누름

콘크리트 상단에서(또는 자갈배수층 상단에서)

생장방향이 굴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

근성이 강한 소나무의 경우에는 여러 갈래로 분

기되었다. 특히 자갈 배수층 부근에서는 가늘어

져 수세가 매우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팽나무 1의 굵게 발달한 수평근의 경우에도 경

계석을 피해 굴절하여 자라나고 있었다. 이는

뿌리가 생장에 유리한 토양을 찾아 자라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에 식재

된 수목의 생장이 누름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토양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 수목의 수직근의 경우 소나무는 바

닥 가까이 자랐다. 그러나 매우 가늘어진 상태

였으며,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경우에는 바닥에

서 굴절하여 수분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식재 시 뿌리분의 형태 즉, 주근을 정리한

상태로 식재하였기 때문이다. 토양경도가 높은

경우 뿌리가 깊게 아래로 뻗을 수 없었다는 추

론과 설사 뿌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세력이 왕성

하지 못하여 굴절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수직근 보다는 수평근의 발달이 훨씬

왕성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팽

나무 1의 수평근의 경우처럼, 경계석 같은 장애

물이 있는 경우에는 생장방향을 바꾸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주차장 상부 토심이 얕은 인공지반의 경

우에는 수직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얕은 토심의 경우, 수분이 모이는 토양바닥 부

위에 뿌리가 집중 발달함). 그러나 본 연구대상

지처럼 토심과 수평 방향으로의 뿌리 확장영역

이 충분할 경우에는 뿌리생장이 유리한 방향(공

기와 수분을 얻기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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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오히려 일본의 옥상정원의 경우처럼, 누

름콘크리트나 경계석 자체가 뿌리의 생장에 있

어서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본 연구대상지에서도 수목의 뿌리로 인하

여 누름콘크리트에 균열이나 뿌리가 침투한 흔

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지하주차장 상부와 같

은 인공지반 상부에 뿌리분의 형태로 이식된 수

목은 수평근에 비하여 수직근의 세력이 매우 약

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m 정도의 충분한 토

심이 있다면, 장기간 생장하고 있는 수목의 뿌리

가 바닥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을 일으킬 정도의

침투 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표본조사가 적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

는 또 다른 장소의 현장 조사와 다양한 수종 조

사 등의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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