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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식재설계와 시공 일치를 위한 수목 수관폭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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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expected problems in the design process lead to inconsistencies in design and constructi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inconsistency is greatly increased due to the design tha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ee, and the construction
that does not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designer. Eventually detailed design drawings and construction completion drawings
show a big differ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ize of the tree symbol reflecting the exact tree crown width for the major
trees that used for landscaping planting construction. The size of the tree symbol to be reflected in the planting design
is 21 times larger than that of Zelkova serrata, 23 times larger than that of Quercus palustris, 17 times larger than that

of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22 times larger than that of Prunus yedoensis. Further research is needend on the
low-frequency analysis tree that of Liriodendron tulipifera, Lagerstroemia indica, Ginkgo biloba, Chionanthus retusa, Aesculus
turbinata. The standard of crown width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green cover ratio of apartment complexes.

Key Words: Landscaping Planting Design, Crown Width, Nursery

국문초록

조경공사는 설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으로 인해 설계와 시공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수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와,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시공으로 인해 설계와 시공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실시설계 도면과
준공 도면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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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단지 내부에 자연환경을 도입한 공동주

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공동주택의 외

부환경은 조경면적의 증가, 다양한 조경공간의 조성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다. 2000년 이후의 공동주택 외부

환경은 생태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였다.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는 건설사의 브랜드가치 상

승 및 고객만족을 위해 식재되는 수목이 대형화되고 있으며,

식재밀도를 극단적으로 높여 준공시기에 맞춘 완성형 식재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문화 등, 2015).

조경공사는 전체 건설공정 중 마무리 공사에 해당하는 공종

으로서 선행공종의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가 촉박하게 되며, 설

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설계

와 시공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조경공사의 주 공

종을 차지하고 있는 조경 식재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는 그

공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총 공사비용의 증가와 공기

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고, 설계와 시공간의 불일치는 공사 품

질 저하 및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장

상황, 수목시장, 수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와, 설계자

의 의도를 무시한채 현장에서 임의대로 변경하여 시공함에 따

라 설계와 시공의 불일치는 크게 되며, 실시설계 도면과 준공

도면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경 식재공사는 주로 상록교목, 낙엽교목, 관목, 지피초화류

순으로 이루어지며, 도면에 표기된 규격의 수목소재를 수급하

여 지정된 위치에 시공을 하게 된다. 배식평면도에 상록교목은

수고×수관폭×근원직경으로 표기되므로 수목의 심벌크기도 수

관폭의 크기와 동일하게 표현되고, 규격에 맞는 수목을 수급하

여 식재할 경우 식재설계와 시공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낙엽교목은 수고×근원직경(또는 흉고직경)으로 표기되고, 수관

폭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경설계사별로 상이한 심벌크기를 사

용하게 되고, 수고와 근원직경(또는 흉고직경)을 충족한 수목

을 수급하여 식재를 하더라도 수관폭에 대한 고려가 없을 경우

설계된 수량이 공간 내에 식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설계된 수량대로 식재되었지만 빈약한 경관이 만들어지는 경우

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 식재한 수목의 재시공 및 추가

보식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하자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설계와 시공의 불일치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가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수관

폭의 크기 및 중첩되는 정도를 정확하게 배식도면에 표현하여

야 하며, 조경설계사별로 상이한 낙엽교목의 심벌크기를 표준

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경설계사에서 배식평

면도 작성시에 사용하는 낙엽교목 수목심벌의 크기는 A공사에

서 작성한 수목심벌 크기를 기준으로 배식평면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부 설계사에서는 도면의 완성도를 위하여 경험치가

반영된 수목심벌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다. A공사에서 작성한

심벌크기는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재 후 5년을 목표로

하는 반완성형 식재를 고려한 심벌크기로, 준공시기에 맞춰 완

성형 식재를 지향하는 현재의 조경 식재공사 경향과는 다소 차

이가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목의 수관폭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김남춘 등(1988)은 시공결과에 대한 설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주요 조경수목의 크기와 수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변하는 특성을 제시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병호(2006)는 수종별 적정 크기

의 식재된 30개체를 대상으로 수형 형성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수형의 원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품질평가지표와 기

준을 수립하여 품질평가를 시도하였다. 수종별로 수형특성과

품질등급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수종별 수형

의 특성과 품질평가를 객관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김세훈

과 오충현(2015)은 주요 산림 수종에 해당하는 52종을 대상으

로 흉고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흉고직경과

수관폭의 비례는 침엽수, 활엽수 모두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들은 수목 재배포지에서 인위적으로 생

산되는 수목이 아닌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장한 자연상태

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목 규격에 따른 수관폭의 변

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식재설계

와 시공의 일치화를 위해 실시설계시 사용되는 수목심벌 크기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 시공되고 있는 주요수목을 대상으로 정확한 수관폭이 반영된 수목심벌 크기를 제안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식재설계에 반영될 수목심벌의 크기는 느티나무는 근원직경의 22배, 대왕참나무는 근원직경의 24배, 메타세
쿼이아는 흉고직경의 18배, 왕벚나무는 흉고직경의 23배를 적용시에 시공과 일치하는 배식도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빈도가 낮게 분석되었던 목백합, 배롱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칠엽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목의 규격별 수관폭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녹피율 계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관폭, 완성형 식재, 식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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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는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경관의틀을 형성하며, 균일한 수형

의 식재가 요구되는열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수목을 대상으

로 설계와 시공의 일치를 위한 표준화된 수목심벌 크기를 제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목 재배포지에서 생산

되는 수목의 근원 및 흉고직경과 수관폭을 측정하였으며, 운반

및 식재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관폭의손실률을 고려

하기 위해서 시공 중인 현장에 식재 후 수관폭을 측정하였다.

수목 규격에 따른 수관폭의 변화 및 수목심벌 크기를 실측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

별성을 갖는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수목의 선정

연구 대상 수목의 선정은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설계 및 시공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설계단계에서 배식평면도 작성시

열식에 의해 경관적 틀을 형성하는 독립수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시공단계에서는 재배포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수목 및

규격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계 및 시공 측면을 만족하는 대상

수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A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준공한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빈도수를 조사하였다(표 1). 열식에 사용

되는 수목은 수간의 형태가 직간이고, 지하고가 높은 수목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중 빈도율이 50%이상이며 대표성

을 가질 수 있는 수종이면서 재배포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목

인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 왕벚나무를 연구 대상

수목으로 선정하였다. 규격은 근원직경인 경우 R15∼25, 흉고

직경인 경우 B12∼B20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목심벌의 수관폭 조사

공동주택 설계의 실적이 많은 조경 설계사 7개사와 공동주

택 시공 실적이 많은 A공사를 대상으로 배식 평면도에 사용하

는 수목심벌의 수관폭 크기를 조사하였다. 발주처 및 설계 대

상지 성격에 따라 심벌의 크기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간 공동주택 설계에서 사용하는 수목심벌의

크기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3. 수관폭 실측

수목의 수관폭 실측은 2020년 1월 17일∼2020년 3월 20일에

표 1. 열식에 사용되는 수목 빈도율

구분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 목백합 배롱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칠엽수

공동주택 A ○ ○ - - ○ ○ - - -

공동주택 B ○ ○ - - - ○ - ○ -

공동주택 C ○ ○ ○ - - ○ ○ ○ -

공동주택 D - ○ ○ - - ○ - ○ -

공동주택 E ○ ○ ○ - - ○ - - -

공동주택 F ○ ○ ○ - - ○ ○ - -

공동주택 G - ○ - - - ○ ○ - -

공동주택 H - ○ - - - ○ - - ○

공동주택 I ○ ○ ○ ○ - ○ - - -

공동주택 J ○ ○ ○ - - ○ - - -

공동주택 K ○ ○ - - - ○ - ○ -

공동주택 L - ○ ○ - - ○ - - -

공동주택 M - ○ - - - ○ - - -

공동주택 N - ○ ○ - - ○ - - -

공동주택 O ○ - - - - ○ - - ○

공동주택 P - ○ - - - ○ - - -

빈도율 56% 93% 50% 6% 6% 100% 18% 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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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진행하였다. 1차 실측은 수목 재배포지를 방문하여 연구

대상 수목의 근원 혹은 흉고직경과 수관폭을 측정하였으며, 2

차 실측은 재배포지에서굴취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반입시운

반 및 전정에 의한 수관폭손실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

다. 근원직경은 지표면 부위를줄자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흉

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m 높이의 수간의 지름을 줄자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수관폭은 형성된 수관을 대상으로 가로, 세로

를 스타프와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수목별 평균 수관폭(m)=
수관의 장축길이+단축길이

2

수종별 평균 수관폭(m)=
Ʃ수목별 평균 수관폭

수종의 개체수

1차 실측시 수목 재배포지에서 생산된 수목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식재 간격 및 식재된 위치에 따라 수관

폭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밀식 생산되지 않는

재배포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열식으로 식재되는 수목의 특

성을 고려하여 수간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 360도균형 있게 가

지가 발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실측은 조사한 수목

재배포지 중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반입된 수목에 한하여 실측

을 하였다(표 2; 그림 1). 중북부권역에속한 재배포지 A는 경

사지에 위치하며, 식재된 수목의 간격이 비교적넓게 조성되었

다. 중부권역에속한 재배포지 B, C는 평지에 위치하며, 식재된

수목의 간격이 비교적좁게 조성되었다. 남부권역에속한 재배

포지 D, E, F, G는 비교적 평지에 위치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

목이 재배되고 있다.

4. 연구 대상 수목 분석

재배포지에서 수목을 굴취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관폭 손실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식된

수목 106주를 대상으로 식재 전․후의 수관폭을 측정하여손실

률을 도출하였다(그림 2). 수목 재배포지 7곳에서 수집한 425

주의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분석 및

표 2. 재배포지별 수목 현황

구분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 왕벚나무

재배포지 A - ○ ○ ○

재배포지 B - - ○ ○

재배포지 C ○ - - -

재배포지 D ○ ○ - -

재배포지 E ○ ○ ○ ○

재배포지 F ○ ○ - -

재배포지 G - - ○ ○

그림 1. 재배포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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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회귀분석을 STATA I/C 14.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직경의 증가에 따른 수관폭 증가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도출하

였다. 손실률과 회귀방정식을 조합하여 배식평면도 작성시 활

용 가능한 수목심벌의 표준화 규격을 도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목심벌의 수관폭

조경 설계사가 사용하는 수목심벌의 크기는 A공사에서 2009

년에 작성한 수종별 수관폭 산정표를 준용하여 수목심벌의 크

기를 정해 배식 평면도 작성에 사용하고 있었다. 조경설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LANDY에서 제공하는 수목심벌의 데이

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A공사에서 작성한 수관폭은

추정치와 추정치의 1.2배를 반영한 설계적용의 두 가지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재 후 5년을 목표로 하는 반완성형 식재

를 고려한 심벌 크기로 조사되었다(그림 3). 수목의 규격이 증

가함에 따라 수목심벌의 크기도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조

경 설계사별로 사용하는 수목심벌의 수관폭 차이는 다양하게

a. 수관폭 측정(식재전) b. 현장반입 및 전정 c. 수관폭 측정(식재후)

그림 2. 수목 수관폭 측정 프로세스

a. 느티나무 b. 대왕참나무

c. 메타세쿼이아 d. 왕벚나무

그림 3. 조경설계사별 연구대상 수목 심벌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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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메타

세쿼이아 규격 B12는 최대 2.6배까지 수목심벌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직경 대비 수목심벌의 크기는 느티나무는 20배,

대왕참나무는 18배, 메타세쿼이아는 21배, 왕벚나무는 25배로

분석되었다. 시공이 고려된 조경 식재설계를 위해서는 수목심

벌 크기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대상 수목의 규격별 수관폭

1) 느티나무
분석을 위해 조사한 표본 101주의 수목 재배포지별 평균 수

관폭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10∼30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규격이커질수록 수관폭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시공

중인 현장에 반입된 수목 재배포지 F에서 생산된 수목의 식재

전․후의 수관폭 차이는 평균 40cm를 보이고 있다. 재배포지

에서 굴취하여 현장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률은

10%로 나타났다(표 3; 그림 4).

근원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계수값은 0.9332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재배포지별로 수

목을 재배하는물리적, 환경적 여건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근

원직경이 커짐에 따라 수관폭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근원직경 변화에 따른 수관폭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 101

개 표본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근원직

경이 1cm증가할때수관폭은 23.2cm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Coef.=23.255, p=0.000). 회귀분석시 독립변수 하나를 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모형설명력을 보였으며(R2=0.872),
도출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7.559+(23.255×DR)

여기서 W는 수관폭, DR은 근원직경을 의미한다.

2) 대왕참나무

분석을 위해 조사한 표본 107주의 수목 재배포지별 평균 수

관폭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30∼70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중인 현장에 반입된 수목 재배포지 F에서 생산된

수목의 식재 전․후의 수관폭 차이는 평균 30cm이며, 재배포

지에서 굴취하여 현장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률

은 7%로 나타났다(표 5; 그림 5).

근원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계수값은 0.9322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재배포지별로 수

수목명 규격

평균 수관폭(m)

재배포지 F
재배포지 C 재배포지 D 재배포지 E

식재전 식재후

느티나무 R15 3.6 3.2 3.7 3.7 3.7

느티나무 R18 4.2 3.8 4.1 4.0 4.2

느티나무 R20 4.9 4.4 4.6 4.6 4.9

느티나무 R25 6.1 5.5 5.9 5.8 6.1

표 3. 느티나무 규격별 평균 수관폭

그림 4. 재배포지별 수관폭 분포도

구분

근원직경

Coef. p-value
95% conf. interval

Low High

Constant 7.559 0.676 —28.233 43.352

수관폭 23.255 0.000* 21.469 25.041

n 101

R2 0.872

* p<.001.

표 4. 회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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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재배하는물리적, 환경적 여건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근

원직경이 커짐에 따라 수관폭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근원직경 변화에 따른 수관폭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 107

개 표본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근원직

경이 1cm증가할때수관폭은 22.1cm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Coef.=22.185, p=0.000). 회귀분석시 독립변수 하나를 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모형설명력을 보였으며(R2=0.869),
도출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46.829+(22.185×DR)

여기서 W는 수관폭, DR은 근원직경을 의미한다.

3) 메타세쿼이아
분석을 위해 조사한 표본 114주의 수목 재배포지별 평균 수

관폭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20∼40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중인 현장에 반입된 수목 재배포지 B에서 생산된

수목의 식재 전․후의 수관폭 차이는 평균 10cm이며, 재배포

지에서 굴취하여 현장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률

은 5%로 나타났다(표 7; 그림 6).

흉고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계수값은 0.9354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재배포지별로 수

목을 재배하는물리적, 환경적 여건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흉

고직경이 커짐에 따라 수관폭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흉고직경 변화에 따른 수관폭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 114

개 표본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흉고직

경이 1cm증가할때수관폭은 17.1cm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Coef.=17.153, p=0.000). 회귀분석시 독립변수 하나를 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모형설명력을 보였으며(R2=0.875),
도출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20.334+(17.153×DBH)

여기서 W는 수관폭, DBH는 흉고직경을 의미한다.

4) 왕벚나무
분석을 위해 조사한 표본 103주의 수목 재배포지별 평균 수

관폭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20∼50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중인 현장에 반입된 수목 재배포지 B에서 생산된

수목의 식재 전․후의 수관폭 차이는 평균 40cm이며, 재배포

지에서 굴취하여 현장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률

수목명 규격

평균 수관폭(m)

재배포지 F
재배포지 A 재배포지 D 재배포지 E

식재전 식재후

대왕참나무 R15 3.9 3.6 3.9 3.8 3.6

대왕참나무 R18 4.5 4.2 4.5 4.2 4.3

대왕참나무 R20 5.1 4.7 5.2 5.0 4.7

대왕참나무 R25 5.9 5.5 6.1 5.9 5.2

표 5. 대왕참나무 규격별 평균 수관폭

그림 5. 재배포지별 수관폭 분포도

구분

근원직경

Coef. p-value
95% conf. interval

Low High

Constant 46.829 0.004 14.870 78.788

수관폭 22.185  0.000* 20.518 23.851

n 107

R2 0.869

* p<.001.

표 6. 회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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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로 나타났다(표 9; 그림 7).

흉고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계수값은 0.9496으

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재배포지별로

수목을 재배하는 물리적, 환경적 여건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흉고직경이 커짐에 따라 수관폭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흉고직경 변화에 따른 수관폭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 103

개 표본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흉고

직경이 1cm 증가할 때 수관폭은 24.0c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Coef.=24.005, p=0.000). 회귀분석시독립변수하나를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모형설명력을 보였으며(R2=0.901),
도출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8.709+(24.005×DBH)

여기서 W는 수관폭, DBH는 흉고직경을 의미한다.

3. 연구 대상 수목별 심벌 규격 표준화

재배포지에서 굴취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식재한 수목의 평

균수관폭, 손실률과회귀방정식을 조합하여 도출한 표준화 규

격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수목별 규격 대비 표준화 규격 배

율은 느티나무가 근원직경 대비 21배, 대왕참나무는 23배, 메타

세쿼이아는 흉고직경 대비 17배, 왕벚나무는 22배의 수목심벌

수목명 규격

평균 수관폭(m)

재배포지 B
재배포지 A 재배포지 E 재배포지 G

식재전 식재후

메타세쿼이아 B12 2.4 2.3 2.2 2.1 2.3

메타세쿼이아 B15 2.9 2.8 2.8 2.6 2.7

메타세쿼이아 B18 3.4 3.2 3.3 3.2 3.1

메타세쿼이아 B20 3.8 3.7 3.7 3.5 3.3

표 7. 메타세쿼이아 규격별 평균 수관폭

그림 6. 재배포지별 수관폭 분포도

구분

흉고직경

Coef. p-value
95% conf. interval

Low High

Constant 20.334 0.044  0.561 40.108

수관폭 17.153  0.000* 15.940 18.367

n 114

R2 0.875

* p<.001.

표 8. 회귀분석 결과표

수목명 규격

평균 수관폭(m)

재배포지 B
재배포지 A 재배포지 E 재배포지 G

식재전 식재후

왕벚나무 B12 3.0 2.7 2.9 2.9 2.8

왕벚나무 B15 3.8 3.4 3.5 3.9 3.7

왕벚나무 B18 4.2 3.8 4.7 4.5 4.3

왕벚나무 B20 4.8 4.3 4.9 5.0 4.7

표 9. 왕벚나무 규격별 평균 수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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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식재설계에 반영할 때 시공과 일치되는 배식도면 작성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11).

4. 수목 심벌 규격 비교 분석

도출된 수목심벌 크기에 대한검증을 위하여 시공 중인 현장

에 식재후 조경 설계사에서 사용하는 수목 심벌크기와 비교를

하였다. 근원직경 15cm인 대왕참나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

경 설계사에서 사용하는 수목심벌의 최소 크기는 G사에서 사

용하는 수관폭 1.5m이며, 최대 크기는 D사에서 사용하는 수관

폭 3.5m이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표준화 규격은 수관폭

3.6m이다(그림 8). 대왕참나무를 이용하여 수관폭이닿을 정도

의 밀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근원직경이 15cm인 경우

에는 3.6m 간격, 근원직경이 20cm인 경우에는 4.6m, 근원직경

이 25cm인 경우에는 5.6m 간격으로 식재할 경우 시공과 일치

하는 배식도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식재설계와 시공의 일치화를 위해 현장에 식재되

는 수목의 수관폭이 고려된 수목심벌 크기를 제안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 설계의 실적이 많은 조경 설계사 7개사

와 공동주택 시공 실적이 많은 A공사를 대상으로 배식 평면도

에 사용하는 수목심벌의 수관폭 크기를 조사결과, 설계사 별로

그림 7. 재배포지별 수관폭 분포도

구분

흉고직경

Coef. p-value
95% conf. interval

Low High

Constant 8.709 0.513 —17.634 35.053

수관폭 24.005 0.000* 22.440 25.569

n 103

R2 0.901

* p<.001.

표 10. 회귀분석 결과표

수목명 규격
평균 수관폭 실측(m) 표준화 규격

(m)

규격 대비 배율

(배율)식재전 식재후

느티나무 R15 3.6 3.3 3.2 21

느티나무 R18 4.1 3.7 3.8 21

느티나무 R20 4.8 4.3 4.3 21

느티나무 R25 6.0 5.4 5.3 21

대왕참나무 R15 3.7 3.5 3.6 23

대왕참나무 R18 4.4 4.1 4.2 23

대왕참나무 R20 5.0 4.6 4.6 23

대왕참나무 R25 5.9 5.5 5.6 23

메타세쿼이아 B12 2.2 2.1 2.1 17

메타세쿼이아 B15 2.8 2.6 2.6 17

메타세쿼이아 B18 3.3 3.1 3.1 17

메타세쿼이아 B20 3.7 3.5 3.5 17

왕벚나무 B12 2.9 2.6 2.7 22

표 11. 규격별 수목 심벌 표준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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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수목심벌의 수관폭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표

준화된 규격이 없어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메타세쿼이아 규격

B12는 최대 2.6배까지 수목심벌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직경 대비 수목심벌의 크기는 느티나무는 20배, 대왕참나무는

18배, 메타세쿼이아는 21배, 왕벚나무는 25배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 수목의 선정은 설계단계에서 배식평면도 작성시

열식에 의해 경관적 틀을 구성하는 독립수로서, 재배포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수목 및 규격을 대상으로 하였다.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 왕벚나무를 연구 대상 수목으로 선

정하였으며, 규격은 근원직경인 경우 R15∼25, 흉고직경인 경

우 B12∼B20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목의 수관폭 실측은 2020년 1월 17일∼2020년 3월 20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실측은 수목 재배포지를 방문하여 연

구 대상 수목의 근원 혹은 흉고직경과 수관폭을 측정하였다.

수목 재배포지 7곳에서 수집한 425주의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직경과 수관폭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수목별로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다. 2차 실측은 재배포지에서 수목을굴취후 시공 중

인 현장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관폭 손실률을 도출

하기 위하여 현장에 반입된 106주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직경

변화에 따른 수관폭 변화량의 관계식인 회귀방정식과, 재배포

지에서 굴취하여 현장에 이식할 때 발생하는 수목의 손실률을

고려하여 식재설계에 사용할 수목심벌의 표준화 규격을 도출

수목명 규격
평균 수관폭 실측(m) 표준화 규격

(m)

규격 대비 배율

(배율)식재전 식재후

왕벚나무 B15 3.7 3.3 3.4 22

왕벚나무 B18 4.3 3.9 4.0 22

왕벚나무 B20 5.0 4.5 4.5 22

a. 조경설계사 사용 최소 수목심벌크기 적용시(수관폭 1.5m) b. 조경설계사 사용 최대 수목심벌크기 적용시(수관폭 3.5m)

c. 표준화 규격 적용시(수관폭 3.6m) d. 시공 후 사진

그림 8. 수목 심벌 크기에 따른 비교 및 시공후 사진(대왕참나무, R15)

표 1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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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느티나무는 근원직경의 21배, 대왕참나무는 근원직경

의 23배, 메타세쿼이아는 흉고직경의 17배, 왕벚나무는 흉고직

경의 22배를 수목심벌 크기로 사용시에 시공과 일치하는 배식

도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경 식재설계와 시공의 일치를 위한 방안으로 낙

엽교목의 수관폭 표준 규격 제시에 대한 연구로, 재배포지에서

재배되는 수목과 시공 중인 현장에 식재된 수목의 규격을 실측

하여 정확한 수목심벌 크기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지고 있으나,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목의 규격

에 따른 수관폭 외에 지하고, 수고 등 식재 설계시에 고려되어

야 할 수목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가 식재설계와

시공의 일치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열식에 사용되는 수

목 중에서 빈도가 낮게 분석되었던 목백합, 배롱나무, 은행나

무, 이팝나무, 칠엽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목의 규격별 수관폭 기준은 현실감있는

배식도면 작성 외에 공동주택 단지의 녹피율 계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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