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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내 토양수분함량이 옥상정원 식물의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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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influence of drainage height on soil moisture content and initial plant growth. Using

plastic boxes (44.5cm×27.5cm×20cm) with drainage heights of 0, 5, 10 and 15cm were made and planted with Zoysia

japonica, Pachysandra terminalis and Rododendron obtusum. Soil moisture content were found to increase as drainage

height got greater; and was lowest with R. obtusum and highest with Z. japonica. Evapotranspiration according to weight

change were lowest with R. obtusum in all plots, followed by Z. japonica and P. terminalis. As for plant height changes,

Z. japonica showed a gradual decrease in all plots. Plant height of P. terminalis tended to increase gradually in early

stage, then started to decrease later; and showed no big difference among plots. R. obtusum did not show any notable

height change in all plots because of the short measurement period. Thus, a long-term monitoring would be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ffect of drainage height on growth of woody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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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배수구 높이에 따른 용기내 토양용적수분함량 및 식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플라스틱 용기(가로 44.5cm, 세로 27.5cm, 높이 20cm)를 이용하여 배수구 높이를 0, 5, 10, 15cm로 설정한 다음, 한국잔디,

수호초, 자산홍을 식재하였다. 토양용적수분함량은 배수구 높이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식물 중에서는 자산홍이

가장 낮았고, 한국잔디가 가장 높았다. 증량변화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는 모든 실험구에서 자산홍이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으로한국잔디, 수호초순으로나타났다. 식물별초장변화는한국잔디의경우실험초기에비하여시간이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구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호초의 경우에는 모든 실험구에서는 실험 초기에는 서서히

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시간이경과하면서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나, 실험구에따른큰차이는보이지않았다. 자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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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든 실험구에서 초장 변화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으로

배수구 높이에 따른 목본식물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주제어: 한국잔디, 수호초, 자산홍, 배수구 높이, 증발산량

Ⅰ. 서론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고

갈과 함께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환경파괴와

공해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듯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이용과

도시개발은우리에게경제적인풍요를안겨주었으나, 온실가스

의 발생을 증가시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가속시키

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최근 도심 내 환경문제로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열섬현상은 도시의 기온이 주변 외

곽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냉난방․전기기기, 자

동차와연소기관에서발생되는배기가스뿐만아니라, 고밀도의

건축물로인한통풍방해, 불투수층 표면의증가로인한녹지․

수변지역의 감소가 주 요인이다(Ono et al., 2005; Ling et al.,

2011) 도시는불투수성포장면적이증가함에따라낮은알베도

지수, 높은 열전도율 그리고 높은 태양열 흡수로 인해(Hut-

chinson and Tayhor, 1983), 물순환체계가 훼손되고있다(한국

조경학회, 2009) 이러한 도시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적 전략 중 하나인 옥상정원은 도시 내 불용공간을 통해

도시녹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절

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Saiz et al., 2006)

옥상정원에 있어 식물은 옥상의 표면온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증산작용을 통한 수분이동, 식재기반을 통한 건축물의

내구성 증가 및 도시의 시각적 쾌적감을 제공해 준다(Derek

and Jermy, 2008) 특히,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인해 총 30%의

옥상냉각효과가 있기 때문에(Takakura et al., 2000), 증산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빗물에 대한 유출수를 최대한 줄임으로

써 식물과 식재기반의 수분 보유량을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옥상정원은 이러한 빗물을 흡수함으로써 물에 대한 저장능력

과유용성을높일수있으며(Getter et al., 2007) 도시생태계의

물순환시스템을회복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옥상의 인공식

재기반은 자연지반보다 온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여 식물체의

증산작용과토양내수분증발이더욱많아지속적인관수가필

요해, 관수설비를통한정기적인관수가요구된다. 하지만인력

및 비용 상승이 발생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인 무관수에서도

식물생육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토양수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허근영 등, 2003) 이에 본 연구는 옥상정원 식물인

한국잔디, 수호초, 자산홍을 대상으로 식재지반의 배수구 높이

차이에 따른 토양수분의 변화와 생육반응을 모니터링을 하여

옥상정원에 적합한 식물종 선정과 적절한 배수층 높이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2013년 7월에 가로 44.5cm, 세로 27.5cm, 높이 20cm의 플라

스틱 용기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직경 1cm의 구멍을 바닥면

(Control)에는 108개를, 지면에서 5cm, 10cm, 15cm 높이에는

각각 24개씩뚫어배수구높이별로 27개씩총 108개의실험구를

준비하였다.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를 깐 다음

바텀애쉬(B-B Soil, Phygen, Korea)를 용기 턱 2~ 3cm를 남

기고가득채웠다. 식물식재는 옥상정원에이용되고있는식물

중 한국잔디(Zoysia japonica), 수호초(Pachysandra termina-

lis), 자산홍(Rododendron obtusum) 3종을선정하여한용기당

한국잔디는 18cm×18cm뗏장을 2장씩, 수호초는직경 10cm크

기 6개씩, 자산홍은 30cm 크기 2그루씩식재하였다. 모든실험

구는 9반복으로 조성하였다. 토양용적수분함량은 토양수분측

정기(ML2, Delta-T, UK)를 이용하여 무강우가 지속되었던

2013년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험구별로 3반복하여 측정

하였으며, 증발산량은 동일기간에 용기무게 변화를 전자저울

(EL- 30D, CAS,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각 실

험구별식물의생육상태를살펴보기위해초장, 근원직경, 엽록

소함량을 측정하였다. 초장은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근원직경은캘리퍼스를이용하여측정하였고, 엽록소함량은엽

록소측정기(SPAD-520Plus, Minlt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토양용적수분함량 변화

배수구 높이 차이에 따른 식물별 토양용적수분함량 변화는

모든실험구에서자산홍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호초, 한국잔디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배수구가 밑바

닥에 있는 대조구의 경우에는 자산홍은 실험기간 동안 대체적

으로 3%정도를유지하였으며, 9월 11일(34.5mm)과 14일(58.0

mm)의강우일에는 10%정도의토양용적수분함량을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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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수구 높이에 따른 한국잔디, 수호초, 자산홍의 토양용적수분함량 변화

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서서히감소하여 5%이하로감소하는

경향을보였다. 이는 자산홍이목본식물로써다른식물에비해

증발산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호초의 경우에도 자

산홍과비슷한경향을보였다. 그러나한국잔디의경우, 실험초

기에는 10%대의 토양용적수분함량을 유지하다가 강우일에는

20% 정도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

여 10%대의 토양용적수분함량을 유지하였다. 5cm 높이의 배

수구 실험구에서는 자산홍은 최소 5%까지 감소하다가 강우일

에는 15% 정도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보였으며, 한국잔디는 15%정도의토양용적수분함량을

유지하면서 강우일에는 20%를 초과하는 토양용적수분함량을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15%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0cm 실험구에서는자산홍은 무강우일에는 10% 정도를

유지하다가 강우일에는 25%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다음 서서

히 감소하여 10% 정도를 유지하였다. 수호초는 무강우일에는

15%, 강우일에는 30%까지 상승하였으며, 한국잔디는 무강우

일에는 20%, 강우일에는 3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cm실험구에서는모든실험구에서무강우기간에는 20~30%

의 토양용적수분함량을 유지하다가 강우기간에는 80% 정도까

지 상승한 다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여 20~

30%의 토양용적수분함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증발산량 변화

배수구 높이에 따른 실험구별 증발산량 측정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대조구의경우, 자산홍은실험초기 11.5kg을유지하다

가 강우일에는 13kg까지 상승하였다가 무강우 기간이 경과함

에따라증발산량도감소하여 12kg 정도를유지하는것으로나

타났다. 수호초는 실험초기에는 12kg 정도를 유지하다가 강우

일에는 14kg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무강우가 지속되면서 서서

히 감소하여 12kg대를 유지하였다. 한국잔디는 실험초기 13kg

대를 유지하다가 강우일에는 15kg까지 증가한 후, 무강우일이

지속되면서 서서히 감소하여 13kg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5cm 배수구 실험구에서는 자산홍은 실험초기 12kg대를

유지하다가강우일에 15kg까지상승한후, 시간이경과함에따

라 감소하여 12kg대를 유지하였다. 수호초와 한국잔디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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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수구 높이에 따른 한국잔디, 수호초, 자산홍의 증발산량 변화

초기에는 14kg대를 유지하다가 강우일에는 16kg 정도까지 상

승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14kg대를 유지하였다. 10cm 실험구

에서는 자산홍은 12kg 정도 유지하다가 강우일에는 16kg까지

상승한후, 무강우일이지속되면서 12kg대를 유지하였으며, 한

국잔디는 14kg대를 유지하다가 강우일에는 16kg까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14kg대를 유지하였다. 수호초는 실험초기

16kg대를 유지하다가 강우일에는 18kg까지 상승하였으며, 시

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감소하여 16kg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cm 실험구에서는자산홍은실험초기 16kg대를유

지하다가 강우일에는 20kg까지 상승하였으며, 서서히 다시 16

kg대까지 감소하였으며, 수호초와 한국잔디는 17kg대를 유지

하다가 강우일에는 20kg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17kg대를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결과를 정리해 보면 배수구 높

이가높을수록토양용적수분함량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목본성 식물인 자산홍의 증발산량이 다른 식물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초장변화

식물별 초장변화는 한국잔디의 경우 실험초기에 비하여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구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표 1), 15cm실험구에서그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

났는데, 이는 과도한 토양용적수분함량때문에뿌리생장에지

장을초래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김등, 2013). 수호초의경

우에는 모든　실험구에서는 실험초기에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험구 간에는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자산홍 실험구

에서도모든실험구에서초장변화에는큰차이를보이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측정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

으로 배수구 높이에 따른 목본식물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4. 엽록소함량 변화

배수구 높이에 따른 실험구별 엽록소함량 측정 결과는 그

림 3과 같다. 한국잔디는 실험초기에는 5cm 실험구가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10cm, 대조구, 15cm 순으로 나타났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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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
초고(mm)

대조구(0cm) 5cm 10cm 15cm

8/29 50.07±2.78 49.67±1.52 51.00±2.74 43.53±1.31

9/12 52.82±1.58 48.07±1.76 50.93±2.15 43.80±1.14

9/26 53.80±1.72 51.33±1.75 53.13±2.16 46.80±1.21

10/10 49.33±1.51 44.93±1.71 48.73±1.80 44.87±1.51

10/17 45.06±1.70 44.53±1.74 46.33±2.49 38.53±1.42

10/24 44.73±1.66 43.93±1.66 45.53±2.44 37.80±1.37

11/7 44.20±1.63 43.40±1.69 44.93±2.37 37.13±1.46

측정일
초장(mm)

Control(0cm) 5cm 10cm 15cm

8/29 216.20±9.10 217.32±6.32 222.20±6.57 219.20±7.96

9/12 215.40±9.10 218.20±5.62 220.72±5.90 224.72±6.72

9/26 217.24±9.56 213.52±8.73 222.52±6.24 224.80±7.67

10/10 213.44±9.48 217.68±6.46 222.32±5.96 220.92±6.22

10/17 216.76±9.13 217.84±6.64 215.08±7.80 215.00±9.64

10/24 215.74±9.11 217.70±7.23 215.10±7.71 214.70±10.35

11/7 214.80±8.88 217.10±7.26 214.90±7.69 213.89±10.29

측정일
초장(mm)

Control(0cm) 5cm 10cm 15cm

8/29 668.50±14.94 623.80±12.49 679.40±15.59 650.20±15.13

9/12 657.50±15.27 612.80±12.72 671.90±15.38 638.30±14.63

9/26 667.80±16.07 622.70±11.67 693.80±13.43 659.20±11.94

10/10 651.90±19.01 612.40±13.06 674.80±16.87 649.50±13.61

10/17 678.90±15.38 626.30±12.05 679.00±15.05 653.80±15.60

10/24 676.70±15.47 623.90±12.05 677.00±14.79 652.00±15.43

11/7 669.80±15.02 621.40±12.11 673.20±15.25 649.40±15.61

표 1. 배수구 높이에 따른 한국잔디의 초고 변화

표 2. 배수구 높이에 따른 수호초의 초장 변화

표 3. 배수구 높이에 따른 자산홍의 초장 변화

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구에서 엽록소함량이 서서히 감

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 실험 후반부에는모든 실험구에서 10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수호초는 실험초기에는 모든 실험구에

서 20~25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5cm 실험구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실험 후반부에는

5 정도까지감소하였다. 나머지실험구에서도감소하는경향을

보였으나, 10 정도의수치를나타냈다. 자산홍은실험초기모든

실험구에서 45 정도의 수치를보였으며, 시간이 경과하여도이

수치를 계속 유지하다가 10월 말경에 10~20으로 급격히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Ⅳ. 결론

수분특성은 토양 및 식물체 생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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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수구 높이에 따른 한국잔디, 수호초, 자산홍의 엽록소함량 변화

(류순호, 2000), 수분과잉은 식물체 생육의 문제를 일으키며,

그 원인은 토양 수직 배수의 불량, 표면 배수의 불량, 호우, 홍

수 등이 있다(안용태, 1991) 수분과잉뿐만 아니라, 수분부족에

의해서도 식물체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건조스트레스는

부족한관수, 높은온도및부족한강우에의해발생되며, 뿌리

의 건조중, 잎으로부터의 수분 증발 및 광합성과 같은 식물의

생산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Huang et al., 1998).

본 연구는 용기내 배수구 높이에 따른 토양용적수분함량이

몇 가지 옥상정원 식물의 초기 생육과 토양용적수분함량의 변

화에대해서살펴보았다. 토양용적수분함량은모든실험구에서

자산홍이가장낮았으며, 그 다음으로수호초, 한국잔디순이었

다. 이는 목본식물인 자산홍이 다른 식물에 비하여 초고가 높

고생체량이많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증발산량의변화를살

펴보면 배수구 높이가 높을수록 토양용적수분함량이 증가하여

무거운것으로나타났으며, 목본성 식물인자산홍이다른식물

에 비해 증발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실험기

간이비교적짧은기간동안수행된것으로향후장기적인모니

터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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