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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d to examine the planting characteristics of evergreen broad-leaf trees 
planted in green spac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the southern region, and consider 
the planting characteristics by considering the planting frequency by characteristics, planting location, and planting 
technique. In the landscape space outside the apartment complex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S. Korea, 9 families 
and 13 species of warm temperate evergreen broad-leaved trees were planted, 6 families 8 species of warm temperate 
evergreen shrubs were planted.

By planting technique and planting location, the available subtropical deciduous broadleaf trees are classified as 
follows. Trees that can be used for emphasis planting are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 Makino,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 and Ilex cornuta Lindl. & Paxton, which were planted in the form of an spheric shape at 
a height of 4.0m or more. For gather planting, Camellia japonica L., Magnolia grandiflora L., Ternstroemia gymnanthera 
(Wight & Arn.) Sprague, and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were plnated in the green areas around the emergency 
vehicle traffic line and around the main building.

For hedge planting,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 Ilex cornuta Lindl. & Paxton, Photinia glabra (Thunb) 
Maxim., which were planted in the green area around the facility. For border planting, Gardenia jasminoides var. radicans 
(Thunb.) Makino, Photinia glabra (Thunb) Maxim. were rarely planted. In particular, to shield the rear part of the 
bicycle storage rack installed around the main entrance, which is classified as a permanent shade area according to 
sunlight analysis, Photinia glabra (Thunb) Maxim. and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 Koch. with strong 
sound resistance were planted. Trees that can be used for shielding were planted Photinia glabra (Thunb) Max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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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단지 내부에 자연환경을 도입한 공동

주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아파트의

외부환경은 조경면적의 증가, 다양한 조경공간의 조성으로

외부환경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 이후의 아파

트 외부환경은 생태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신경준, 2009).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건설사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고객만족을 위해 식재되는 수

목이 대형화되고 있으며, 식재밀도를 극단적으로 높여 준공

시기에 맞춘 완성형 식재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상욱,

2020). 아파트단지 조경에 도입되는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기

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입되는 수목의 다양화에 대

한 시도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에 자생하는 수목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향토성, 지역적 정체

성을 나타낼수 있으나 중부지방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남부

and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 Koch). In particular, to shield the rear part of the bicycle rack installed 
around the main entrance, which was classified as a permanent shade area. In the street plantings, Quercus myrsinaefolia 
Blume, Ilex rotunda Thunb.,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with a straight stem and high clear length were 
planted. For induced planting, Photinia glabra (Thunb) Maxim. and Ternstroemia gymnanthera (Wight & Arn.) Sprague 
with low clear length and characteristic leaves were planted in the green area around emergency vehicle traffic and 
in the green area around the walkway, and for boundary plantings,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 Ilex cornuta 
Lindl. & Paxton, and Photinia glabra (Thunb) Maxim. used for hedge planting.

This study wa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selecting evergreen broad-leaf trees suitable for landscape 
planting and functional planting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outdoor space and green space in the design stage of 
apartment complexes. 

Key Words: Planting Technique, Planting Design, Landscaping Construction, Tree Management, Southern Reg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부지역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녹지공간에 식재된 난대상록활엽수를 조사하여

성상별, 식재기법별, 식재위치별로 나타나는 식재빈도를 고려하여 식재특성을 고찰하고, 활용가능한 수목을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단지 외부 녹지공간에 식재된 난대상록활엽교목은 9과 13종이 식재되었으며, 난대상
록관목은 6과 7종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단지에 식재된 난대상록활엽수를 식재기법별, 식재위치별로 조사한
결과 강조식재에 활용빈도가 높은 수목은 금목서, 목서, 호랑가시나무이며, 수고 4.0m 이상을 구형으로 조형한 형태로
주출입구 주변 녹지와 주동 출입구 주변 녹지에 식재되었다. 모아심기에는 동백나무, 태산목, 후피향나무와 굴거리나무가
비상차량동선 주변 녹지와 주동 주변 녹지에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울타리식재에는 목서, 호랑가시나무와 홍가시
나무가 시설 주변 녹지에 주로 식재되었다. 경재식재에 사용된 난대상록활엽수는 홍가시나무와 치자나무가 일부 식재되
었다. 차폐식재에 활용된 수목은 지하고가 낮은 홍가시나무와 수간밀도가 높고 잎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아왜나무가
식재되었다. 특히 일조분석에 따라 영구음지로 분류되는 주동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의 후면부를 차폐하
기 위해 내음성이 강한 홍가시나무와 광나무가 식재되었다. 가로수식재에는 수간이 직간이면서 지하고가 높은 가시나무, 
먼나무, 구실잣밤나무가 비상차량동선 주변 녹지에 식재되었다. 유도식재에는 지하고가 낮고 잎에 특징이 있는 홍가시나
무, 후피향나무가 비상차량동선 주변 녹지와 산책로 주변 녹지에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계식재에는 산울타리식
재를 위해 목서, 호랑가시나무, 홍가시나무가 주로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외부공간 녹지의 위치에 따른 경관식재및 기능식재에 적합한 난대상

록활엽수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식재기법, 식재설계, 조경공사, 수목관리, 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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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사용하는 수목소재 및 배식방법

이 유사하여 지역의 정체성 있는 식재경관을 구현하지 못하

고 있다(심우경, 2013).

우리나라 상록활엽수림은 연평균기온 14℃ 이상, 한랭지수

–10℃/월 이상인 남해안 일대 및 제주도, 도서지역의 난대

기후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런 난대상록활엽수림을 대

표하는 주요 수종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참가시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동백나무, 감탕나무, 호랑가

시나무, 녹나무 등이 있다(김용식 등, 2018). 난대상록활엽수

는 내한성이 약해 주로 남부지방에만 심을 수 있다고 인식하

여 조경 수목소재로서 활용성이 낮고 식재범위가 좁다는 문

제점이 있으나(박남창, 2009),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은 한반도의 난대림 분포영역이 점차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

(박남창, 2009)을 감안할 때 난대상록활엽수종의 도입은 겨울

경관을 보완하기 위한 상록소재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꽃, 열매, 향기, 엽색 등 관상가치가 뛰어나고 환경오

염,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높아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어(박석곤 등, 2015), 남부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단지

조경공간에 이용가능성이 높다.

난대상록활엽수의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상록활엽수의

지역별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신현철 등, 2010), 상록활엽수

의 식재가능 범위에 대한 분석(박석곤 등, 2015), 도시녹화를

위한 국내 남부지역 상록활엽수의 내한성 비교 평가(김정민

등, 2016)등 지역 및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상록활엽수의

이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일본 규슈지역에서 조

경수로서 상록활엽수의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로서 상록활엽수종의 식재설계에 활용방안을 제시(박

석곤, 2011)하고 있으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난대상록활

엽수의 식재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부지역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아파트단

지를 대상으로 녹지공간에 식재된 난대상록활엽수를 성상별,

식재기법별, 식재위치별로 조사하여, 식재빈도를 고려한 식재

특성을 고찰하고, 활용가능한 수목을 식재기법별로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아파트단지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외

부공간 녹지의 위치에 따른 경관식재 및 기능식재에 적합한

난대상록활엽수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서 사용되는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

의 행정구역은 광주광역시에 최근 10년간 조성된 아파트단지

중에서 1,000세대이상의규모가있는아파트단지 9곳을대상으

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준공도면에 의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지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준공년도는 2016∼2022

년이며,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아파트단지 내부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토심을 확보하

여 녹지를 조성한 인공지반이며, 아파트단지 외곽부는 자연지

반 형태의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지의 공간적인 분포

를 살펴보면 동구 2개소, 서구 1개소, 남구 1개소, 북구 2개소,

광산구 3개소로 각 구 별로 1개소 이상씩 골고루 분포하였다

(그림 1 참조).

표 1. 연구대상지 현황

위치 대상지명 준공일자 대지면적(m2) 조경면적(m2) 동수 세대수

광주광역시�동구�학동 학동무등산아이파크(A) 2017년� 1월 53,734 22,999(42%) 11 1,410

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 광주그랜드센트럴(B) 2020년� 9월 80,112 31,462(39%) 19 2,336

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C) 2016년� 4월 156,454 61,219(39%) 35 3,726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 효천1시티프라디움(D) 2019년� 6월 70,702 24,745(35%) 17 1,164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 힐스테이트연제(E) 2020년� 4월 71,607 27,984(39%) 17 1,196

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 제일풍경채(F) 2022년� 1월 72,342 26,996(37%) 17 1,556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선운리버프라임(G) 2017년� 7월 44,442 15,554(35%) 12 1,022

광주광역시�광산구�쌍암동 힐스테이트리버파크(H) 2019년� 2월 36,918 13,388(36%) 9 1,111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중흥S클래스센트럴(I) 2020년� 3월 39,176 14,955(38%) 25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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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조사는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4월 2일까지하였으

며, 이는상록활엽수가아파트단지경관을차지하는비중을함

께 조사하기 위해서 낙엽활엽수의 신엽이 나오기 전에 조사를

하였다. 수목의 동정은 이창복(2003)의 문헌을 사용하였으며,

동정이 완료된 수목의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

수목원, 2007)을 토대로 기재하였다. 수목의 규격은 조달청 고

시자료에 기재된 규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준공도면과

현장조사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규격을 기준으

로 하였다. 연구대상지명은 학동무등산아이파크(A), 광주그랜

드센트럴(B),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C), 효청시티프라디움

(D), 힐스테이트연제(E), 제일풍경채(F), 선운리버프라임(G),

힐스테이트리버파크(H), 중흥S클래스센트럴(I)로 명명하였으

며, 본문 중에는 영문 대문자로만 기술하였다.

연구대상지에식재된난대상록활엽수를성상별, 식재기법별,

식재위치별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성상별로교목은상록침엽

교목, 상록활엽교목, 낙엽침엽교목, 낙엽활엽교목으로구분하였

으며, 관목은 내한성이 높아 전국에 식재가 가능한 상록관목,

내한성이 낮아 남부지방에만 식재되고 있는 난대상록관목, 낙

엽관목으로 구분하였다. 교목이 관목의 형태로 식재된 경우와

관목이 교목의 형태로 식재된 경우에도 기존 성상을 기준으로

조사및분석하였다. 식재기법별로식재된수종을분류하는방

법은여러가지가있으나, 본 연구에서는경관식재와기능식재

로 구분하였다. 경관식재는 강조식재, 모아심기, 산울타리식재,

경재식재로 세분하였으며, 기능식재는 차폐식재, 가로수식재,

유도식재, 경계식재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표 2 참조). 식재

위치별 조사는 조경식재설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녹지를 포함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조경설계의 대상

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건축부대시설 등이 설

치되는시설주변녹지, 통과행위가나타나는비상차량동선주

변 녹지, 산책로 주변 녹지,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주변

녹지, 주동 주변 녹지로 유형화하여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성상별 수종 분석

광주광역시아파트단지외부녹지공간에식재된난대상록활

엽교목은 9과 13종이 식재되었으며, 상록침엽교목, 상록활엽교

목, 낙엽침엽교목, 낙엽활엽교목의 식재비율은 각각 14.1%,

44.1%, 1.4%, 40.4%로서낙엽활엽교목이가장높은 비율로 나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

표 2. 식재의 기법에 의한 수목구분 기준

구분 식재기법 수목�구분�기준

경관식재

강조식재
단조롭고� 지루한� 경관을� 강조하거나� 단지� 출입구,� 주동� 출입구의� 입구부를� 강조하기� 위하여� 식재된� 수목으로서,�

주변에�식재된�수목에�비해�상대적으로�크기,�형태,�색채,�질감�등이�우수한�수목�

모아심기 강조식재로�사용된�수목에�비해�개체의�크기와�형태가�상대적으로�약한�수목을� 3주�이상�모아서�식재한�수목

산울타리식재 한�종류의�수목을�선적으로�반복하여�식재한�수목�중에서�전정에�의하여�일정한�형태를�유지하고�있는�수목

경재식재
단지의�외곽�경계부와�보행동선을�따라�식재대를�구성하는�식재기법으로서,�보행로에서�주동�벽면을�향해�점차적

으로�높아지는�형태를�형성하는�수목

기능식재

차폐식재 외부공간의�경관적으로�불량한�시설물�가리고�저층�세대의�프라이버시를�보호할�목적으로�식재한�수목

가로수식재 보행로�주변에�수관폭이�넓은�가로수�형태로�식재하여�보행자에게�그늘을�제공하는�목적으로�식재한�수목

유도식재 차량을�유도하기�위하여�심은�가로수와�보행자를�유도하고�녹지를�보호하기�위하여�보행로의�경계에�열식한�수목

경계식재 성격이�다른�공간의�영역과�기능을�분리해�주는�역할을�하는�식재기법에�사용된�수목�

자료:�김귀곤�등,� 1993,�필자�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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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표 3 참조). 상록활엽교목이관목의형태로산울타리식

재된 수량을 제외할 때 상록침엽교목, 상록활엽교목, 낙엽침엽

교목, 낙엽활엽교목의 식재비율은 각각 19.4%, 23.4%, 2.1%,

55.0%로 나타났다. 전체 교목 중에서 상록활엽교목이 높게 나

타났으며, 수고 2.0m 이하의 소교목이 주로 사용되었다. 난대

상록활엽수는내한성이약해서한번씩큰추위가오면고사율

이높게되고(김학수, 2018), 일반적으로고사율이높은수목으

로분류가될경우시공단계에서하자율증가에대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식재된 수량에따른식재빈도는홍가시나무(Photinia glabra
(Thunb) Maxim.),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 아왜나무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K. Koch) Zabel ex
Rumpler), 목서(Osmanthus fragrans(Thunb.) Lour.), 가시나
무(Quercus myrsinaefolia Blume), 굴거리나무(Daphniphyllum
macropodum Miq.), 후피향나무(Ternstroemia gymnanthera
(Wight & Arn.) Sprague),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먼나무(Ilex rotunda Thunb.), 금목서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 Makino) 태산목
(Magnolia grandiflora L.),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um
H/Lev.),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순
으로식재되었다. 목서, 동백나무, 홍가시나무는모든대상지에

서 조사되었으며,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는 1개 대상지에서만

나타났다. 난대상록활엽수중에서교목으로분류되지만산울타

리식재가 가능한 수종이 식재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고

가 높아 가로수로 활용이 가능한 수종이 상대적으로 식재빈도

가 낮게 나타났다.

난대상록관목은 6과 7종이 식재되었으며, 상록관목, 난대상

록관목, 낙엽관목의 식재비율은 각각 24.6%, 3.9%, 71.5%로서

난대상록관목의 사용은 교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식재된 수량에 따른 식재빈도는 꽝꽝나무(Ilex crenata
Thunb.), 치자나무(Gardenia jasminoides Ellis), 꽃치자(Gardenia
jasminoides var. radicans (Thunb.)Makino), 광나무(Ligustrum
japonicum Thunb.), 식나무(Aucuba japonica Thunb.), 돈나무
(Pittosporum tobira(Thunb.)W. T. Aiton), 피라칸다(Pyracantha
angustifolia(Franch.) C. K. Schneid.) 순으로 사용되었다. 꽝
꽝나무는모든대상지에서조사되었으며, 식나무는 1개 대상지

에서만나타났다. 난대상록관목은녹지면을피복하는하층식재

로활용되기보다는꽃, 잎, 열매가관상가치가있는수종을경

관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활용됨에 따라 식재된 수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식재기법별 수종 분석

연구대상지의 식재기법별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빈도를 유

형화하여분석하였다(그림 2, 표 4 참조). 단지출입구나주동출

입구의 입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식재된 난대상록활엽교목은

표 3. 성상별 종류 및 수량

구분 “A”� apt. “B”� apt. “C”� apt. “D”� apt. “E”� apt. “F”� apt. “G”� apt. “H”� apt. “I”� apt.

교목

상록침엽
8종�

585주

7종�

39주

6종�

585주

6종�

692주

5종�

611주

9종�

1,145주

3종�

347주

4종�

610주

2종�

203주

난대상록활엽
6종�

4,544주

9종�

2,870주

8종�

7,483주

7종�

971주

9종�

706주

3종�

242주

6종�

1,806주

6종�

3,316주

8종�

507주

낙엽침엽
2종�

73주

1종�

50주

2종�

51주

2종�

67주

1종�

60주
-

1종�

92주

2종�

58주

1종�

30주

낙엽활엽
27종�

1,307주

24종�

1,705주

26종�

5,219주

17종�

1,593주

22종�

1,878주

21종�

1,554주

20종�

820주

24종�

1,130주

22종�

1,142주

계
43종�

6,509주

41종�

4,664주

42종�

13,338주

32종�

3,323주

37종�

3,255주

33종�

2,941주

30종�

3,065주

36종�

5,114주

33종�

1,882주

관목

상록
4종�

56,100주

3종,�

22,838주

3종�

42,660주�

2종�

48,470주

3종�

28,000주

3종,�

65,000주

2종,�

8,200주

3종�

20,988주

3종,�

37,901주

난대상록
4종�

6,000주

2종�

5,800주

3종�

6,113주

2종�

9,520주

1종�

4,820주

2종�

27주

2종�

2,325주

2종�

7,250주

2종�

1,999주

낙엽
14종�

99,281주

24종�

101,975주

14종�

143,110주

13종�

138,900주

14종�

69,550주

16종�

201,529주

12종�

48,690주

15종�

53,910주

15종�

82,270주

계
22종�

161,381주

29종�

130,613주

20종�

191,883주

17종�

196,890주

18종�

102,370주

21종�

266,556주

16종�

59,215주

20종�

82,148주

20종�

122,17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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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식재 모아심기 산울타리식재 경재식재

차폐식재 가로수식재 유도식재 경계식재

그림 2. 연구 대상지의 식재기법별 식재형태

표 4. 식재기법별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빈도

구분 수종명 규격
수량

(주)

경관식재 기능식재

강조

식재

모아

심기

산울타

리식재

경재

식재

차폐

식재

가로수

식재

유도

식재

경계

식재

교목

Quercus�myrsinaefolia� Blume�가시나무

H3.5×R8 45 - - - - - - 45 -

H4.0×R10 188 - 56 - - - 132 - -

H4.5×R12 138 - - - - - 138 - -

H4.5×R15 164 - 70 - - - 30 64 -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구실잣밤나무
H4.0×R15 200 - 114 - - - 86 - -

Daphniphyllum�macropodum�Miq.�

굴거리나무
H2.5×W1.0 257 - 257 - - - - - -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

Makino�금목서

H1.5×W0.6 18 - 18 - - - - - -

H3.0×W1.5 74 - 14 - - 60 - - -

H3.5×W2.0 81 55 26 - - - - - -

H4.0×W2.5 3 � 3 - - - - - - -

Camellia� japonica� L.�동백

H2.0×W1.0 398 - 286 - - 77 - - 35

H2.5×W1.2×

R8
641 - 455 - - 186 - - -

H3.5×W2.0×

R18
270 - 144 - - - - - 126

Ilex� rotunda� Thunb.� 먼나무

H3.0×R10 1 � 1 - - - - - - -

H4.0×R15 33 - - - - - 33 - -

H4.0×R18 163 - - - -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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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구분 수종명 규격
수량

(주)

경관식재 기능식재

강조

식재

모아

심기

산울타

리식재

경재

식재

차폐

식재

가로수

식재

유도

식재

경계

식재

교목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목서

H1.5×W0.6 1,400 - - 650 - - - - 750

H2.5×W1.2 76 - - - - 76 - - -

H3.0×W1.5 296 36 215 - - 45 - - -

H4.0×W2.0 26 26 - - - - - -

H5.0×W3.0 1 � 1 - - - - - - -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아왜나무

H2.0×W1.0 130 - - - - 130 - - -

H2.5×W1.2 434 - 257 - - 177 - - -

H3.0×W1.5 376 - - - - 376 - - -

H4.0×W2.0 7 � 7 - - - - - - -

H4.0×W3.0 1 � 1 - - - - - - -

Magnolia� grandiflora� L.�태산목
H2.0×W1.0 109 - 109 - - - - - -

H3.0×W1.5 39 - - - - 39 - - -

Photinia� glabra� (Thunb)�Maxim.�

홍가시나무

H0.6×W0.4 3,388 - - - 2,240 - - - 1,098

H1.0×W0.5 9,100 - - - - 4,300 - - 4,800

H1.2×W0.6 3,090 - - 590 - - - - 2,500

H1.5×W0.8 325 - - 230 - 95 - - -

H2.0×W1.0 618 - 437 - - - - 46 135

H2.5×W1.2 20 - - - - - - 20 -

H3.0×W1.5 76 12 � 64 - - - - - -

H3.0×W2.0 3 � 3 - - - - - - -

Dendropanax�morbiferum�H/Lev.� 황칠나무
H1.5×W0.4

×R4
50 - � 50 - - - - - -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후박나무

H3.0×R8 23 - � 23 - - - - - -

H4.0×R15 2 � 2 - - - - - - -

Ternstroemia� gymnanthera� Sprague�

후피향나무

H2.0×W1.0 40 - 40 - - - - - -

H2.5×W1.2 94 - 72 - - 22 - - -

H3.0×W1.5 97 - 14 - - 29 - - 54

관목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H1.0×W0.3 4,570 - - - - 4,170 - - 400

Aucuba� japonica� Thunb.�식나무 H0.4×W0.3 4,420 - - - - - - - 4,420

Gardenia� jasminoides� var.� radicans�M.�

꽃치자
H0.4×W0.3 5,800 - - - - - - - 5,800

Ilex� crenata� Thunb.�꽝꽝나무 H0.8×W0.5 17,235 - - - - - - - 17,235

Pittosporum� tobira� (Thunb.)�W.� T.� Aiton�

돈나무
H0.5×W0.4 2,930 - - - - - - - 2,930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나무 H0.4×W0.3 6,150 - - - 860 - - - 5,290

Pyracantha� angustifolia� C.� K.� Schneid.�

피라칸다
H1.2×W0.4 2,400 - 84 - - - - -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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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서와목서의사용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먼나무, 태산목, 후박나무, 홍가시나무 등이 낮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강조식재에 사용된 난대상록관목은 호랑가시나

무, 꽝꽝나무를 조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금목서, 목서, 호

랑가시나무는 수고 3.0m 이상의 수목을 구형으로 조형한형태

로사용되었으며, 주변에 식재된수목과형태적인면에서차별

성을가지고있었다. 강조식재에 비하여개체의크기와형태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목을 3주 이상 모아서 식재한 모아심기에

활용된 난대상록활엽교목은 동백나무, 홍가시나무의 사용빈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대상지에서는 굴거리나무, 아왜나무

의 사용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모아심기는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주로 녹지의 비어있는공간을채우기위해서수고 2.5m 이

하의수목을 3∼5주 모아심는 형태로사용되었다. 수목을 선적

으로 반복하여 식재한 산울타리식재는 수고가 높은 수종을 식

재할경우에는시선이차단되어차폐식재의역할도할수있다.

난대상록활엽교목은 겨울에도 낙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폐

를 위한 산울타리식재에 적합하며, 홍가시나무와 목서가 주로

사용되었다. 호랑가시나무를활용한산울타리식재도일부대상

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행로에서 주동벽

면을 향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를 이루는 경재식재에는

홍가시나무와 치자나무가 일부 활용된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관적으로 불량한 시설물을 가리고 저층세대의 프라이

버시를 보호할 목적으로 식재한 차폐식재에 활용된 난대상록

활엽교목은 홍가시나무의 식재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왜나

무, 목서순으로사용빈도가높게나타났다. 홍가시나무와광나

무는 주동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의 후면부를 가

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아왜나무는 다간형으로 수간밀

도가 높은 형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보

호를위해서주로식재되었다. 난대상록활엽수는잎이넓고, 겨

울에도 낙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에

비해차폐식재효과가높다. 보행로주변에식재하여시각적인

축을 형성하고,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기능식재인 가로

수식재에 사용된 난대상록활엽교목은 가시나무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먼나무, 구실잣밤나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로수식재에 사용된 수목은 지하고가 높고 수관폭이 상대적

으로 넓은 수목이 사용되었으나, 낙엽활엽교목에 비해 그늘을

제공하는기능은약한것으로나타났다. 차량이나 사람의동선

을 유도하기 위하여 식재한 유도식재에 사용된 난대상록활엽

교목은 가시나무, 홍가시나무가 사용되었으며, 유도식재에 사

용된 수목은 수간이 직간이면서 지하고가 높은 가시나무와 지

하고가 낮은 홍가시나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성격이

다른 공간의 영역과 기능을 분리해주는 경계식재에 사용된 난

대상록활엽교목은홍가시나무의사용빈도가가장높았으며, 다

음으로목서, 동백나무, 후피향나무순으로조사되었다. 경계식

재에 사용된 수목은 지하고가 낮고, 수고가 1.5m 이하의 소교

목을 밀식하여 일정한 형태를 만드는 산울타리식재 형태로 주

로이용되었다. 난대상록관목중에서는호랑가시나무를제외한

대부분의 관목이 경계식재로 활용되었다.

3. 식재위치별 수종분석

연구대상지의 식재위치별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빈도를 유

형화하여분석하였다(그림 3, 표 5 참조). 어린이놀이시설과주

민운동시설주변녹지는주변보행로와시각적분리를위해다

층식재가 필요한 녹지이다. 시설 주변 녹지에 식재된 난대상록

활엽교목은지하고가낮은홍가시나무의사용빈도가가장높았

으며, 목서, 동백나무, 아왜나무, 후피향나무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하층식재로는식나무, 돈나무, 광나무가 주로식재되었다.

비상차량동선주변녹지는아파트단지의기본적경관의틀

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가로의 연속성과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

한식재가요구되는공간이다. 비상차량동선주변녹지에식재

된 난대상록활엽교목은 홍가시나무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

며, 동백나무, 아왜나무, 구실잣밤나무, 먼나무, 가시나무 순으

시설�주변�녹지 주출입구�주변�녹지 비상차량동선�주변�녹지
보행동선�및�산책로�

주변�녹지
주동�주변�녹지

그림 3. 연구대상지의 식재위치별 식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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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식재위치별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빈도

구분 수종명 규격
수량

(주)

식재위치

시설�

주변�녹지

비상차량동선

주변�녹지

산책로

주변�녹지

출입구

주변�녹지

주동�주변

녹지

교목

Quercus�myrsinaefolia� Blume�가시나무

H3.5×R8 45 - - - - 45

H4.0×R10 188 - 132 - - 56

H4.5×R12 138 - 30 - - 108

H4.5×R15 164 - 94 - - 70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구실잣밤나무
H4.0×R15 200 - 200 - - -

Daphniphyllum�macropodum�Miq.� 굴거리나무 H2.5×W1.0 257 - - - - 257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Makino�

금목서

H1.5×W0.6 18 - 18 - - -

H3.0×W1.5 74 - 14 - - 60

H3.5×W2.0 81 - - - - 81

H4.0×W2.5 3 - - - 3 -

Camellia� japonica� L.� 동백

H2.0×W1.0 398 - 398 - - -

H2.5×W1.2×

R8
641 - 614 - - 27

H3.5×W2.0×

R18
270 126 144 - - -

Ilex� rotunda� Thunb.�먼나무

H3.0×R10 1 - 1 - - -

H4.0×R15 33 - 33 - - -

H4.0×R18 163 - 163 - - -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목서

H1.5×W0.6 1,400 1,400 - - - -

H2.5×W1.2 76 - - - - 76

H3.0×W1.5 296 - 47 - - 249

H4.0×W2.0 26 - - - 10 16

H5.0×W3.0 1 - - - 1 -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아왜나무

H2.0×W1.0 130 130 - - - -

H2.5×W1.2 434 77 357 - - -

H3.0×W1.5 376 - - - - 376

H4.0×W2.0 7 7 - - - -

H4.0×W3.0 1 - 1 - - -

Magnolia� grandiflora� L.� 태산목
H2.0×W1.0 109 - - - - 109

H3.0×W1.5 39 - - - - 39

Photinia� glabra� (Thunb)�Maxim.� 홍가시나무

H0.6×W0.4 3,338 3,338 - - - -

H1.0×W0.5 9,100 4,300 - 4,800 - -

H1.2×W0.6 3,090 3,090 - - - -

H1.5×W0.8 325 - - - - 325

H2.0×W1.0 618 - 6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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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용빈도가높게나타났다. 비상차량동선주변녹지에식재

된 관목성 수종으로는 꽝꽝나무, 꽃치자, 치자나무, 광나무, 피

라칸다 등 비교적 다양한 난대상록관목이 사용되었다. 보행동

선 및 산책로 주변 녹지는 단지 내 커뮤니티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이며보행의쾌적성, 녹음제공, 시각회랑을위한계획적식

재기법이필요한공간이다. 산책로 주변 녹지에사용된난대상

록활엽교목은 홍가시나무가 사용되었으며, 난대상록관목으로

는 돈나무가 식재되었다. 출입구 주변 녹지는 차량 및 보행에

의한통행이빈번한공간으로단지를상징할수있는강조식재

가필요한공간이다. 출입구 주변 녹지에식재된난대상록활엽

교목은 수고 4.0m 이상의 목서가 주로 사용되었다. 구형으로

조형된 수형이며, 꽃의 향기가 진한 특징이 있어 주변에 식재

된 수목과 대비되는 형태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동 주

변녹지는건축물의딱딱한입면을보완하기위한식재가필요

한공간으로주동출입구주변녹지는영구음지를고려한식재

수종 선정이 필요하며, 주동 전면 녹지는 1층 세대의 프라이버

시와 일조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식재가 필요하다.

주동 출입구 주변 녹지에 식재된 난대상록교목은 목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굴거리나무, 태산목, 금목서, 홍

가시나무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식재되었다. 세대

발코니에연접해있는주동전면녹지에는차폐효과가좋은아

왜나무의사용빈도가높게나타났으며, 일조 조건이좋지못하

면서 자전거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대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

되어있는주동후면부에는주로후피향나무, 목서, 동백나무가

식재되었다. 주동 주변 녹지에 식재된 난대상록관목은 나타나

지 않았다.

Ⅳ. 결론

난대상록활엽수는 내한성이 약해서 한 번씩 큰 추위가 오

면 고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사율이 높은 수목으로 분류

가 될 경우, 시공단계에서 하자율 증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

기 위해서 수종 및 규격을 소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남부지

역에서 조차도 상록활엽수의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아

파트단지의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식재기법에 적절한 수종 및

규격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나 하자발생이 비

표 5. 계속

구분 수종명 규격
수량

(주)

식재위치

시설�

주변�녹지

비상차량동선

주변�녹지

산책로

주변�녹지

출입구

주변�녹지

주동�주변

녹지

교목

Photinia� glabra� (Thunb)�Maxim.� 홍가시나무

H2.5×W1.2 20 - - - - 20

H3.0×W1.5 76 - - 16 - 60

H3.0×W2.0 3 - 1 - - 2

Dendropanax�morbiferum�H/Lev.� 황칠나무
H1.5×W0.4×

R4
50 - - - - 50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후박나무
H3.0×R8 23 - 23 - - -

H4.0×R15 2 - - - 2 -

Ternstroemia� gymnanthera� Sprague�후피향나무

H2.0×W1.0 40 - 40 - - -

H2.5×W1.2 94 52 - - - 42

H3.0×W1.5 97 - 68 - - 29

관목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H1.0×W0.3 4,570 2,000 2,570 - - -

Aucuba� japonica� Thunb.� 식나무 H0.4×W0.3 4,420 4,420 - - - -

Gardenia� jasminoides� var.� radicans� � M.� 꽃치자 H0.4×W0.3 5,800 - 5,800 - - -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H0.8×W0.5 17,235 - 17,190 - - 45

Pittosporum� tobira� (Thunb.)�W.� T.� Aiton�

돈나무
H0.5×W0.4 2,930 2,830 - 100 - -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나무 H0.4×W0.3 6,150 - 6,150 - - -

Pyracantha� angustifolia� C.� K.� Schneid.�피라칸다 H1.2×W0.4 2,400 - 2,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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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적은 몇 가지 수종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광주광역시에 최근 10년간 조성된 아파트단지 외부 녹지에

식재된 난대상록활엽수를 성상별로 조사한 결과, 난대상록활

엽교목은 9과 13종이 식재되었으며, 난대상록관목은 6과 7종

이 식재되었다. 난대상록활엽교목 중에서 식재빈도가 가장 높

은 홍가시나무(Photinia glabra (Thunb) Maxim.)는 모든 대
상지에서 조사되었으며, 수고 0.6m에서 4.0m까지 다양한 규

격이 사용되었다. 난대상록관목 중에서 식재빈도가 가장 높은

꽝꽝나무(Ilex crenata Thunb.)는 모든 대상지에서 나타났다.
식재기법 및 식재위치에 따른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특성

을 분류한 결과, 강조식재에 사용된 교목은 금목서와 목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고 3.0m 이상의 수목을

구형으로 조형한 형태로 주출입구 주변 녹지와 주동 주변 녹

지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난대상록관목은 호랑가시나무, 꽝꽝

나무를 조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출입구 주변 녹지에 강

조식재 기법으로 활용한 수목은 주변에 식재된 수목에 비하

여 형태적인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강조식재에 비

하여 개체의 크기와 형태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목을 3주 이

상 모아서 식재한 모아심기에 활용된 난대상록활엽교목은 동

백나무, 홍가시나무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아심기는

난대상록활엽수의 식재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비상차량동선 주변 녹지의 중앙의

비어있는 공간에 2.5m 이하의 수목을 3∼5주 모아심는 형태

로 사용되었다. 수목을 선적으로 반복하여 식재한 산울타리식

재는 수고가 높은 수종을 식재할 경우에는 시선이 차단되어

차폐식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난대상록활엽교목은 겨울에도

낙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폐를 위한 산울타리식재에 적합

하며, 시설 주변 녹지에 홍가시나무와 목서가 주로 사용되었

다. 호랑가시나무를 활용한 산울타리식재도 일부 대상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로에서 주동 벽면을 향

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를 이루는 경재식재에는 홍가시

나무와 치자나무가 일부 활용된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

관적으로 불량한 시설물을 가리고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목적으로 식재한 차폐식재에 활용된 난대상록활엽교

목은 홍가시나무의 식재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왜나

무, 목서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난대상록활엽수

는 잎이 넓고, 겨울에도 낙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록침엽수

와 낙엽활엽수에 비해 차폐식재 효과가 높으며, 주동 주변 녹

지에 주로 식재되었다. 보행로 주변 녹지에 식재하여 보행자

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가로수식재에 사용된 난대상록활엽교

목은 가시나무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절기에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동절기에

태양광선을 통과시키는 기온조절 효과가 필요한 기능적인 측

면을 고려할 때 가로수식재는 난대상록활엽교목을 활용하는

것보다 낙엽활엽교목을 활용하는 것이 기능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이나 사람의 동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차량동선 주변 녹지와 보행동선 및 산책로 주변 녹지에

식재되는 유도식재에 사용된 난대상록활엽교목은 가시나무,

홍가시나무가 사용되었으며, 유도식재에 사용된 수목은 수간

이 직간이면서 지하고가 높은 가시나무와 지하고가 낮은 홍

가시나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성격이 다른 공간의

영역과 기능을 분리해주는 경계식재에는 홍가시나무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목서, 동백나무, 후피향나무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계식재에 사용된 수목은 지하고가 낮

고, 수고가 1.5m 이하의 소교목을 밀식하여 일정한 형태를

만드는 산울타리식재 형태로 주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남부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녹지

공간에 식재된 난대상록활엽수를 조사하여 성상별, 식재기법

별, 식재위치별로 나타나는 식재빈도를 고려하여 식재특성을

고찰하고, 활용 가능한 수목을 유형화하여 아파트단지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외부공간 녹지의 위치에 따른 경관식재 및

기능식재에 적합한 난대상록활엽수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지의 구체

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준공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식재

경향 및 난대상록활엽수의 고사율에 대한 분명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남부지역 아파트단지에 난대상록활엽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난대상록활

엽수의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중인 아파트

단지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난대상록활엽수의 활용방안을 적

용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목하자에 대한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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