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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increasing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public and diminishing resources for maintenance of gardens 
and green spaces, naturalistic planting designs, which often rely on ecological processes for their maintenance, are 
beginning to attract attention in Korea. Among different subdivisions of naturalistic planting designs and garden styles, 
woodland garden, a style of naturalistic garden that mimics forest or woodland plant community, may provide greater 
ecosystem services in urban area compared to other types of gardens or green spaces. However, for successful designing 
and planting of woodland gardens, an understanding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forest plant community is 
necessary. In this study, literature on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occur within temperate forests and the ecological 
traits of plants that evolve under such conditions were reviewed, and implications of such ecological traits for woodland 
garden design and management were discussed. In general, environment within forests are spatially and temporally 
heterogeneous and limited in resources. Sciophytes evolved various adaptive traits under such environment, which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f stress tolerance and stress avoidance. Stress tolerance was achieved by enhancing 
capacity of resource capture and conservation, while stress avoidance was achieved by finishing life cycle within the 
short period of time between the spring thaw and the leafing out of canopy when resource availability is high. The 
adaptive traits of the sciophytes confer unique ornamental value to them, including unusual leaf shape, color, and texture. 
However, for effective use of sciophytes in urban landscape, adequate environment must be provided by modifying 
light, soil, and other microclimatic ele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needs of 
scioph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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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30년(1988∼2017년)

평균기온이 과거 30년(1912∼1941년)에 비해 약 1.4℃ 상승한

것으로알려져있다(김진욱, 2018). 이러한기온상승은다양한

자연환경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정원 조성에서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와 수자원의 수요증

가및부족현상외에도인건비상승등의사회적요소로인해

정원및공공녹지의유지관리에드는비용은점차증가하는추

세이다(Cameron and Hitchmough, 2016).

구미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식생을

모델로하여관리비용을절감하면서도생태적기능과심미성을

유지하는 식재 조합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Cameron

and Hitchmough, 2016),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의 작업

등 이에 부합하는 자연주의적인 식재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인

기를끌고있다(임춘화, 2017). 국내에서역시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코리아가든쇼, 서울정원박람회등여러정원관련행사

의개최와이에따른정원문화의확산에의해지속가능한정

원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단용 일

년초(bedding annual)를 중심으로식재한뒤개화시기가종료

되면 폐기하는 일시적인 식재 디자인보다 다년생 초본 위주의

식재를통해지속성을갖춘식재디자인이증가하는경향이나

타나고있으며(양주경, 2020), 제주 비오토피아생태공원, 아모

레성수의중정정원과같이자연주의에입각하여설계된정원

들이 조성되고 있다.

생태성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정원의 양식 중 하나는 숲정원이다. 숲정원은 최근 국내에 도

입된 새로운 개념으로 산림의 식생을 모델로 삼아 산림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음지식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정원이다(Hong

and Lee, 2020). 숲정원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정원양식으로, 윌리엄로빈슨(William Robinson)이 제창한 와

일드 가든(wild garden) 개념의 영향을 받아 장원의 수렵림

(deer park)이나 수목수집원(arboretum) 등 수림지대의하층에

구근식물이나화관목을식재한것에서기원하였다(Elliott, 2007;

Elliott, 2018). 숲정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Caerhays

Gardens, Ramster Gardens, Trebah Garden, Bodnant Garden,

미국의 Winterthur, Mt. Cuba Center, Rhododendron Species

Botanical Garden, Longwood Gardens의 Peirce’s Woods, 프랑

스의 Jardin Le Vasterival, 뉴질랜드의 Pukeiti 등을 들 수 있

으며(Cox, 2018), 국내에는 천리포수목원의 우드랜드, 그늘정

원, 양치식물원, 비비추원, 제이드가든의만병초원과이끼원등

이 숲정원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봄철에개화하는관목위주의식재를통해색상중심의화려

함을 추구하였던 20세기 초반의 숲정원과 달리(Elliott, 2007;

Wiley, 2014; Elliott, 2018), 오늘날의 숲정원은 내음성 초본식

물의 더욱 적극적인 활용과 식물의 질감과 형태 등에 대한 고

려를통해여름과가을까지관상가치를지닐수있도록조성되

고 있으며, 자생종의 활용이나 종다양성 증진에 대한 고려 등

국문초록

근래 대중의 환경 의식이 향상되고 정원 및 녹지의 유지 및 관리에 드는 각종 자원들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생태 프로세스에 의지하여 관리될 수 있는 자연주의 식재 디자인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주의 식재
디자인의 여러 하위유형 중 숲정원은 산림이나 소림의 식물군집을 모방하는 양식으로서, 도심지에서 타 유형의 정원이나
녹지에 비해 더욱 큰 환경 서비스 및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숲정원의 설계 및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식물군집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대림 내부에서 형성되는 환경과
이러한 환경하에서 진화한 식물종들의 생태적 특성에대한문헌을 검토하고, 이들이숲정원의디자인및 관리에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산림 내부에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질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자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음지식물은 다양한 적응적 특성을 갖추도록 진화하였고, 이러한 특성은 크게 스트레스 내성과 스트레스
회피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스트레스 내성은 자원 포집과 보존 능력의 향상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스트레스
회피는 해빙기와 개엽에 따른 수관 폐쇄 사이의 자원공급이 풍부한 짧은 기간 동안 생활환을 마침으로써 달성되었다. 
음지식물의 적응적 특성들은 독특한 잎의 형태나 색상, 질감 등 특유의 관상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도시녹지에서
음지식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지식물의 생태적 특징과 이에 따른 생육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광환경과

토양환경, 기타 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제어: 관상가치, 자연주의 정원, 숲정원, 음지식물, 춘계단명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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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면모 역시 강조되고 있다(Darke, 2002; Wiley, 2014;

Miinalainen, 2021). 또한, 숲정원은목본성식물을중심으로조

성되기에 다른 유형의 정원양식에 비해 기온조절, 방풍 등의

환경서비스와 탄소저감의 측면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Credit Valley Conservation, 2012).

그러나 지속가능성 있는 숲정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주요 소

재가되는음지식물의생태적특성과자생지환경에대한이해

가 필요하다(Hansen and Stahl, 1990; Darke, 2002; Wiley,

2014). 해외에서 음지식물의 재배및 관리에 관한연구는식생

복원분야에서중점적으로진행되었다. Mottl et al.(2006)은이
식을 통한 음지식물 복원의 효용성을 연구하였으며, Brunet

(2007)은 기존 산림지대와 연결된 조림지와 단절된 조림지의

하층식생을 비교하여 음지식물의 제한된 산포능력으로 인해

조림지의 하층식생 복원을 위해서는 파종 및 이식이 필요함을

규명하였고, Van Calster et al.(2008)은 수목의 전정법이 하층
에식재된산림식물의생육및번식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

다. 또한, 도시에서의 음지식물 활용과 관련된 연구 역시 진행

된 바가 있다. Quigley(2003)는 녹음수 아래에 생육속도가 느

리나 수명이 긴 내음성 지피식물과 생육속도가 빠르나 수명이

짧은지피식물을혼식할경우잡초발생억제와심미성증진의

효과가있음을주장하였고, Richnau et al.(2016)은 음지식물의
이식 후 활착에 있어 제초는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퇴비의 시

용은 활착률과 생육을 증진시킴을 규명하였다.

한편국내의경우일부경제적가치를지닌음지식물의재배

조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정원활용의 맥락에서

음지식물의 생태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숲정원의 환경 특성과 음지식물의 생태 특성을 분석하는 기본

연구로써 문헌조사에 기반하여 음지식물이 정원 소재로써 활

용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Ⅱ. 숲정원의 환경특성

1. 광 환경

음지식물의 생태 특성 분석을 위해선 음지식물이 서식하는

산림의환경 분석이필요하다. 산림의 광환경은임령, 수종, 기

후대에따라차이는있으나임관층을구성하는수목에크게영

향을 받는다(Barbier et al., 2008). 온대지역 낙엽수림의 경우
개엽 이후에는 전천광 중 1∼5%만 임상층에 도달한다고 보고

된 바 있으며(Hicks and Chabot, 1985), 임관의 잎이 없는 겨

울철에도 전천광의 30∼50%만이 임상층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tchison and Matt, 1977). 임관을 통과하여 임

상층에 도달하는 광은 광질에 있어서도 전천광과 차이를 보이

는데, 직사광보다 산란광의 비율이 높으며, 녹색광과 원적색광

의비율이높다(Eliáš, 1984; Endler, 1993). 임상층에도달하는

총광량중 50%이상은광반(sun fleck), 즉임관중의공백을

통해 비치는 직사광선이 차지한다. 광반은 임상층에 분포하는

식물의 일일 탄소동화율 중 30∼60%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Chazdon and Pearcy, 1991) 임상층에 분포하는 식

물의 생육에 중요하다. 광반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바람에 의

한 수관의 움직임, 임관층을 구성하는 교목의 생장 등 다수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임관층에서 낙하하는 낙엽, 낙지

등 잔사물은 운동에너지를 통해 식물체에 직접적인 훼손을 가

함과 함께 식물을 매몰하여 광을 차단함으로써 음지식물의 생

육에영향을미친다(Antos, 2009). 이처럼수관하의 광조건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매우 가변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2. 수분 환경

산림의 토양수분 환경은 일차적으로 임관층의 영향을 받아

일반정원과는차이를보인다. 임관층은강우를차단하거나흡

수함으로써 임내우량에 영향을 끼친다(Barbier et al., 2008).
또한, 임내우량 중 상당 비율은 지엽과 주간을 따라 유하하여

수간류의 형태로 유입되므로 임상층 내 수분 공급은 국지적으

로 큰 편차를 보인다. 강우의 수관통과량은 수종의 특성에 따

라차이를보인다. 온대림과냉대림에서의경우침엽수의수관

통과량이 낙엽수에비해 13.9%가량 낮은것으로보고된 바있

으며, 또 천이초기종에서보다천이후기종에서, 수피가매끄러

운종에서보다거친종에서수관통과량의감소가큰것으로보

고되었다(Barbier et al., 2009). 토양수분 환경은 수목 뿌리에
의한 수분 흡수 및 증발산에도 영향을 받는다. 온대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육가능기간(growing season)동안 토양수분이 꾸

준히감소하는경향이보인다고보고된바있으나(Craib, 1929;

Eliáš, 1984; Ma et al., 2014), 식물생육의측면에서이러한토
양수분부족은임관층이광을차단함에따라발생하는낮은기

온 및 높은 공중습도에 의해 상쇄된다.

3. 토양 환경

산림의 하층에는 낙엽과 낙지, 고사한 뿌리의 잔해 등이 장

기간에 걸쳐 꾸준히 축적되므로 산림토양은 부식이 풍부하고

유기물층이 두껍다. 유기물의 분해로부터 형성되는 부식질은

수목 뿌리의 분비물과 더불어 토양의 입단화를 유도하므로 산

림토양은 공극률이 높고 통기성과 보습성이 좋다는 특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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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산림 하층에축적되는유기물은주로목본식물로부터기

원하므로리그닌등페놀성물질의함량이높아분해가느리다.

이로 인한 낮은 무기화작용은 자연적인 용탈, 수목에 의한 양

분 흡수 등의 요인과 더불어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 증가를 일

으킨다. 따라서 산림토양은 대체로 비옥도가 떨어지고 산성을

띤다(Ranger, 2018). 토양의비옥도는산림을구성하는수종에

따라차이를보이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잔사물의분해가상

대적으로 빠른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 하부의 토양이 더 낮은

pH를 지니고 척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uiters, 1990). 이처

럼, 임상층의 환경조건은 식물의 생육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

소인 광, 양분, 수분이 모두 부족하기 쉬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음지식물의 적응적 특성

1. 동화작용의 효율 증진

대다수의 음지식물은 임상층의 불리한 환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에 내성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적응적 특성들을 갖추

도록진화하였다. 임상층의환경적제약, 특히저광조건에대한

식물의 적응적 특성은 낮은 광보상점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광포집과 동화작용의 효율을 증진하거나 호흡을 통해 소

모되는동화산물의양을절감함으로써달성될수있다(Givnish,

1988). 저광조건에서식물은엽면적비와광계 II/광계 I 비례치

가 증가하고, 엽록소 a/b 비례치가 감소하는 등 광포집을 증대

시키기위한표현형적가소성을보인다(Demmig-Adams, 1998;

Gommers et al., 2013). 과거에는이러한점에착안하여음지식
물은 양지식물에 비해 엽면적비와 광계 II/광계 I 비례치가 높

고엽록소 a/b 비례치는낮을것이며, 이러한특성에기반하여저

광조건에서 양지식물에 비해 높은 상대생장률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Givnish, 1988; Valladares

and Niinemets, 2008). 그러나 목본성 식물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근래의 연구들은 광계 II/광계 I 비례치와 엽록소 a/b 비례

치에 있어 음지식물과 양지식물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엽면적비의 경우 오히려 음지식물이 양지식물에 비해

적은경향을지님을밝혀내음성의주된기작이저광조건하에

서의 광포집능력 향상보다는 동화산물의 활용 효율 증대와 소

모절감임을시사하고있다(Reich et al., 2003; Valladares and
Niinemets,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개 생활환을 그늘 아래에서 마

치치 않는 교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

며, 저광조건하에서개화와결실이이루어지는초본성음지식

물에서는광포집과관련된여러적응적특징이보고된바있다.

Begonia spp., Microsorum thailandicum Boonkerd & Noot. 등
일부 음지식물은 틸라코이드 조직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광

구조(photonic structure)를 이루는 특수한 색소체인 iridoplast

를 잎의 표피에 지닌다. Iridoplast는 엽록체와 달리 녹색광을

주로포집하며, 광합성양자수율이 5∼10%높아녹색광과적색

광의 비율이 높고 저광조건인 임상층에서의 광포집에 보다 효

율적이다(Hogewoning et al., 2012).
음지식물들은 광반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적응적 특징을 갖

추기도한다. Begonia spp., Saxifraga spp.와 같은일부음지식
물은잎의배면이 안토시아닌의 축적으로 인해 붉은색을띤다.

이러한 특성은 잎의 엽육조직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투과된 광

을엽육조직내로다시반사함으로써적색광의포집을증진하

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Lee et al., 1979), 근래
의 연구결과는광반에의한급격한광량변화로인해발생하는

광저해를 방지함으로써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가설을지지하고있다(Gould et al., 1995; Hughes et al., 2008).
또한, Goeppertia spp., Polygonatum spp. 등 일부 음지식물의
잎은렌즈형태의표피세포를지닌다. 이러한 표피세포의형태

는빛을집속하는기능을하여광반을활용하는데기여할가능

성이 있다(Brodersen and Vogelmann, 2007).

이에더해, 음지식물들은 대체로엽저가 비대칭적이거나, 부

등엽성(anisophylly)을 지니거나, 횡방향의 가지에 잎이 2열생

으로달리는특성을지니며(Middleton, 2001). 또한, 우산과 같

은형태로잎이달리기도한다(Whigham, 2004). 이러한형태적

특성은 잎의 중첩을 최소화하여 수광면적을 늘리는 적응적 기

능을지닌다. 또, 음지식물들은근경을지닌경우가많다(Antos,

2009). 근경으로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분포하는 식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clonal integration) 광반

과 같이 비균질적으로 분포하는 임상층의 자원을 획득하는데

(light foraging) 유리하다(Antos, 2009; Iwabe et al., 2021).

2. 동화산물의 소모 절감

양수분의 제한적 공급에 대한 적응적 특성으로, 음지식물은

대체로 호흡량이 적고 다년생이며 저장기관을 갖추고 개별 기

관의수명이긴편이다(Bierzychudek, 1982; Middleton, 2001).

음지식물 중에는 잎이 상록성이고 수명이 긴 종이 많다. 이러

한 특성은 매년 새로운 잎을 생성하는 것에 비해 다년간 잎을

유지하는것이양분의소모를최소화하는데있어도움이되기

떄문이다(Monk, 1966; Aerts, 1990).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음지식물은 상대적으로 생육속도가 느린 편이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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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되었을 때 치러야 하는 상대적 비용이 크다(Aerts, 1990;

Gommers et al., 2013).
따라서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 초식동물에 의한 섭식

피해나병충해등에의한피해에더민감하고, 이를방지하기위

한 다양한 방어기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Gommers

et al., 2013). 음지식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방어기제는 잎
의 무늬이다. 음지식물 중에는 잎에 흰색, 회색, 연두색, 갈색,

자주색등의 색을 띠는 무늬를 갖춘 종이많다. 이러한 무늬는

유엽일 때는 선명하다가 성엽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사라지

기도 하고, 또 같은 종 내에서도 개체에따라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한때 이러한 무늬는 광합성을 보조하거나 광반에 의한

광저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

는 초식동물이 정상적인 잎을 병든 잎이나 이미 식해를 받은

잎, 혹은 낙엽으로 인지하도록 속여 잎을 보호하는 보호색의

기능을 한다는 가설이 우세하다(Middleton, 2001; Campitelli

et al., 2008; Esteban et al., 2008).
이 외에도 음지식물은 양지식물과는 다소 다른 방어적 전략

을 택한다. 기관 형성을 위해 동화산물을 다량 소모해야 하고,

빛의 포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시나 털보다는 독성을 지닌

2차대사산물의 합성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러한 2차대

사산물 역시 페놀류 등의 탄소화합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동화

산물의 소모가 덜한 알칼로이드 등의 질소화합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Middleton, 2001).

3. 번식

빛과양수분이부족한상황에서개화및결실은식물에게상

당한부담을지닌다. 결실하는경우에도임상층과같이기존의

가용자원이 거의 전부 활용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종자의 발아

및 유묘의 장기적인 생존이 어렵다(Whigham, 2004; Antos,

2009). 따라서 음지식물은 계절적 요인이나 교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생육에적합한환경이발생하였을때개화와결실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Whigham, 2004; Kudo et al., 2008;
Antos, 2009), 해걸이를 하기도 한다(Kawarasaki and Hori,

2001).

음지식물은 종자를 통한 유성번식보다는 근경이나 기는 줄

기, 뿌리에서의 부정아 발생, 자구의 형성 등을 통한 영양번식

에더의존하는경향을보인다(Whigham, 2004; Antos, 2009).

영양번식을 통해 형성된 ramet 은 이미 정착한 기존의 어미포

기와 연결되어 자원을 공급받으며 발달하기에 종자번식에 비

해 생존율이 높다. 또한, 이러한 생육 양상은 genet이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낙엽에 의한 식물체의

매몰, 교목의도복, 수관의확장등에의한환경변화를견디는

데 유리하다(Antos, 2009).

4. 회피전략

음지식물들은 환경스트레스에 대해 내성을 갖추는 대신 환

경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Antos, 2009).

온대와 냉대지역의 낙엽수림에서는 이른 봄철 기온이 영상으

로 상승하는 시점과 교목들이 개엽하여 그늘을 드리우는 시점

사이에간극이존재하며, 이 기간에는임상층에광과양수분의

공급이 증가한다(Eliáš, 1984). 스트레스 회피 전략을 택한 종

들은 이 기간동안 신속히 잎과 화아를 전개하여 개화 및 결실

과동화산물의축적을완료하고, 이후교목의개엽으로환경조

건이 악화되면 구근이나 구경 등의 저장기관에 의지하여 이듬

해까지 휴면에 든다(Lapointe, 2008). 이러한 종들을 춘계단명

식물(spring ephemeral)이라고 하며, 국내에 자생하는 분류군

중에서는 Adonis spp., Corydalis spp., Eranthis spp., Trillium
spp. 등이 대표적이다.

춘계단명식물은 일반적인 음지식물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닌다. 춘계단명식물은 광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간에

생육하기 때문에 내음성은 강하지 않은 편이다(Antos, 2009).

신속히 생장해야 하므로 다량의 양수분을 요구하며(Lapointe,

2008), 화분매개체의활동이활발하지않은이른시기에개화하

므로일시에무리를지어개화하고종간에개화기가겹치는경

향이있다(Schemske et al., 1978; Motten, 1986). 짧은 기간동
안급격히생장하므로세포의크기가크고유전체의크기가큰

경향을 보인다(Veselý et al., 2012).
한편, 춘계단명식물은 다른 음지식물과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춘계단명식물의 지상부 생육 속도는 빠르지만 생육기간

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육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며, 짧은

생육기간동안 충분한 동화산물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역시 지상부의 손실이 치명적이기에(Shelton et al., 2014)
잎의 무늬나 독성 2차대사산물 등의 방어기제를 지닌다.

Ⅳ. 정원에서의 활용

그림 1과 같이 음지식물의 적응적 특성은 음지식물이 양지

식물과구별되는독특한관상가치를지니게한다. 상술한바와

같이 음지식물들은 대체로 잎의 색이 짙은 편이며, Begonia
spp., Saxifraga spp., Viola variegata 등과같이잎의배면이붉
은 빛을 띄거나, Arisaema spp., Asarum spp., Brunnera ssp.,
Begonia spp., Epimedium spp., Pulmonaria spp., Trillium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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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잎에 위장 기능을 하는 무늬가 있거나(그림 1a 참

조), Polygonatum spp. 등과같이잎에렌즈형의표피세포를지
녀 벨벳같은 광택을 갖추기도 한다(Middleton, 2001; Schmid,

2002). 음지식물이지닌이와같은잎의색상및질감상의특징

은 높은 감상가치로 이어진다(Middleton, 2001). Begonia spp.,
Saxifraga spp., Viola variegata 등과 같이잎의형태에 있어서
도음지식물들은상당한다양성을지니며, 종종 시각적으로흥

미를 주는 구조적 특성과 형상을 지닌다(Middleton, 2001). 예

컨대 Astilboides tabularis, Kirengeshoma palmata, Ligularia
spp., Podophyllum spp., Rodgersia spp. 등은면적이넓은우산
형태의 잎을 지니며, Maianthemum spp., Disporum spp.,

Pellionia spp., Polygonatum spp. 등은 2열생의잎을지니고(그
림 1b 참조), 양치류는 기하학적 구조의 잎을 지닌다(Schmid,

2002; Cox, 2018).

그림 2와 같이 음지식물은 이러한 특유의 관상가치로 인해

꽃의 색상보다는 식물의 전체적인 질감과 형상을 중요히 여기

는 자연주의 양식의 정원에 활용의 여지가 매우 크다(Darke,

2002; Wiley, 2014). 또 춘계단명식물들은 대체로 영양기관보

다꽃이돋보이고이른시기에화려하게무리지어피는습성으

로 정원에 계절감을 더하는 데 유용하다(Darke, 2002; Wiley,

2014; Cox, 2018).

식물이 지닌 본연의 아름다움을 정원에서 온전히 발현시키

고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식물의생리적요구에브응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식물의 자생지 환경과 유사하다(Hansen

and Stahl, 1990; Wiley, 2014; Cameron and Hitchmough,

2016; Cox, 2018). 음지식물의 경우 대체로 자생지 조건에 비

해상대적으로빛이강하고양수분이풍부한환경에서생육, 개

화, 결실이더양호한경향을보이지만, 식재지의환경이자생지

의 환경과 지나치게 다를 경우오히려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Darke, 2002; Schmid, 2002; Wiley, 2014; Cox, 2018).

음지식물의원활한생육을위해서는지나친광, 특히정오와

오후의 직사광선은 적정량 차단되어야 하며 수목의 전정을 통

한 수관의 투광량 관리, 인공구조물이나 지형의 활용 등과 같

은 조치로 그늘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Schmid, 2002; Wiley,

2014). 수목은 숲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하부에 식재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숲정원에서 상층을 차지하는 수

목의선정은식재된식물의유지관리에큰영향을끼친다(Rice,

2012; Wiley, 2014, Cox, 2018). 일반적으로 상록성 수종의 하

층에는 불리한 환경이 형성되기 쉬우며, Aesculus spp.와 같이
엽신이크고개엽이이른수종이나 Acer platanoides, Magnolia
spp., Ulmus spp. 등뿌리의분지성이강하고얕게발달하는수
종의하부에도불리한환경조건이형성될가능성이크므로이러

한 수종의 식재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Rice, 2012; Wiley,

2014). 음지식물, 특히잎의크기가큰종이나양치류는정상적

a.� Arisaema� serratum

b.� Disporum� sessile� 'Variegatum'

그림 1. 잎의 질감, 색상, 형태에 의해 관상가치를 지니는 음지식물
의 예

a.� 다양한�잎의�구조를�지닌�음지식물의�활용

b.�춘계단명식물의�활용

그림 2. 음지식물을 활용한 식재의 예



이문규․이두리․진혜영․배준규․송수정 : 숲정원 조성을 위한 음지식물의 생태 특성 분석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4호(2021년 12월)� � 283

인생육을위해차광뿐만아니라바람이적고서늘하며공중습

도가 높은 환경을 요구하며, 따라서 숲정원을 조성할 시에는

방풍과미기후조성에대한고려역시필요하다(Schmid, 2002;

Cox, 2018). 또한, 토양환경역시산림의토양과같이통기성과

보습성이 뛰어나고, 배수는 양호하며, 산도는 약산성인 조건을

조성및유지해줄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유기물의혼입을통

한토양의개량과지속적인멀칭이필요하다(Hansen and Stahl,

1990; Darke, 2002; Schmid, 2002; Wiley, 2014; Cox, 2018).

음지식물을식재할시에는이와같은공통적인재배조건의충

족 외에도 개별적인 종의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와 그에

따른생육요구조건에대한고려역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예컨

대 Eranthis spp., Galanthus spp., Gymnospermium spp. 등의
춘계단명식물이나 Cyclamen spp., Daphne jezoensis, Lycoris
radiata 등의 동록성 식물의 경우 하록성이나 상록성의 식물의
경우와 달리 개엽이 이루어지는 이른 봄철이나 겨울철에 광량

이높아야하므로상록수나개엽이이른수종아래에식재하는

것은피해야하며, 양분요구도가높아주기적인유기물멀칭과

적정한시비가권장된다(Wiley, 2014; Cox, 2018). 또한, 디자인

적인측면에서춘계단명식물과동록성식물은초여름에지상부

가 노화되어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가리고 보완할

만한 다른 음지식물과 층상으로 혼식하는 것이 좋다(Hansen

and Stahl, 1990). 음지식물이라하더라도각종이지닌환경적응

력의 폭은 차이가 있다(표 1 참조). 특히식생의천이단계에 있

어후반에나타나는종일수록대체로적응력의폭이작은경향을

지닌다(Hansen and Stahl, 1990; Cameron and Hitchmough,

2016). 일반적으로 교목을 새로 식재하여 그늘을 조성할 경우,

교목이활착하여수관이충분히재생및발달하기전에는그하

부라 할지라도천이후반종의생육에불리한환경이형성되므로

교목의활착및생육상태에따라단계적으로식재가이루어질필

요가있다(Hansen and Stahl, 1990; Darke, 2002).

Ⅴ. 제언

숲정원은 숲의 생태적 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된 지속가능한

정원의양식이다. 산림의성상적특징으로숲정원은낮은광량,

높은습도, 유기물이많은산성의토양조건이형성된다.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음지식물의 식재는 숲정원을 지속가능한 정원

의 양식으로 유지시켜준다. 음지식물은 양지식물과는 다른 생

육적 특성들로 우리 주변에서 사용이 한정되어 있는 편이며,

정원에서 음지식물을 활용하기 위해선 음지식물의 특성과 생

태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 음지식물종은그생태적특징에따라요구하는환

경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이며, 영양생장의 시기 및 영양기

관의 유지기간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 및 관리할

필요가있다. 음지식물은그환경적응력에따라원숙한삼림조

건을요구하는종과, 임연부등노출된환경을견딜수있는종

으로 나눌 수 있다. Hansen and Stahl(1990)은 산림조건을 요

구하는내음성숙근초류인 woodland perennials를전자와후자

의경우에따라세분하였으며, 이러한분류는국내에도적용이

가능할수있을것이다. 단, 식물종의생육조건은위도와고도

에 따른 기후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기도 하므로(Hansen and

Stahl, 1990; Cameron and Hitchmough, 2016), 한반도와 기후

적 특질이 상이한 유럽이나 북미 서부의 자료를 참고할 경우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음지식물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음지식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정원양식인 숲정원이 국내에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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