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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원 수목성장에 따른 인공지반 적재하중 변화 연구
-� 인천광역시�보행중심�아파트를�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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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on� the�Case�of� a�Car-Free�Apartment� in�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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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quantified basis for judgment in load calculation considering the variability in tree 
growth when constructing artificial grounds in and making structure plans of apartment complexes in response to the 
growing trend of garden apartments on the 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technical data o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tree planting technologies and long-term maintenance plans of large 
trees considering load and tree growth when implementing landscaping projects on artificial grounds.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tree load change on the slab structure for 10 years by calculating the weight of trees at 
the time of completion and the weight of trees grown for 10 years.

Trees planted on the target site were killed at similar rates regardless of natural or artificial grounds.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total weight of the trees at the time of completion was 211.71 tons, which was 82.09 ton and 129.62 
ton, respectively, on the natural grounds and artificial grounds. The total weight of the trees increased by 219.14 tons 
to 430.85 tons over 10 years, and the total weight of trees planted on artificial grounds also increased by 134.99 tons 
to 263.59 tons, which showed the growth status of trees was similar regardless of both natural and artificial grounds. 
The weight per unit area of landscape planting increased from 7.46kg/m2 in 2011 to 15.19kg/m2 in 2020, and the live 
load per unit area on the artificial grounds increased from 72.38N/m2 in 2011 to 147.19N/m2 in 2020. Judging by 
an increase trend of 74.81N/m2 over 10 years, that is, an increase of 7.481N/m2 per year, it was predicted that the 
live load of the trees planted on the artificial grounds would be 820.48N/m2 even after 100 years, which would not 
reach 3,000N/m2, the criteria for the live load above an underground parking lot.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roblem of poor growth with the death of trees when planting 
trees with excessive density looking at the status of apartment complexes with mostly artificial grounds in Korea, an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could be accompanied by landscape management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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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공동주택은 주차면적 확보,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문

화 확산으로 인해 공동주택 조경공간의 대부분이 인공지반 위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공지반 위 식물의 하중은 적재하중,

부등분포 하중 등이 가해진다(김건일, 2020).

수목의 성장은 세포의 양과 크기가 증가하고(채범석과 김을

상, 1998), 광합성과 영양활동을 통해 생체량을 증가시키는 생

장과 성장을 매년 반복한다.

이에 장기적인 수목성장이 인공지반을 이루는 구조체에 가

해지는 하중이 장기적으로 건축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일각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 조경 식재공사 이후 장기

간 수목의 성장이 진행된다면 인공지반에 가해지는 하중은 어

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인공지반 위에 시공된 조경수의 하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 인공지반 녹화를 위한 외부공간 조경설계 등 수목의 식재

와 인공지반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조경시공 분야에서는 인공지반 위 수목의 식재와

활착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장기적인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증가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였다. 건축시공 분야에서도 토

양층 및 시설물의 하중 등 상시 하중에 대한 고려에 집중한 나

머지 수목의 성장에 따른 가변적 하중에 대한 고려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공지반 위에 시공된 공동주택의 준공시점에 조경수

목이 가지는 하중과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된 시점의 하중변화

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인공지반 위 식재된 수목의 현장실측

as pruning after planting and adjusting the amount of roots for trees that are expected to grow as large trees that could 
affect the load on artificial grounds.

Key Words: Roof Planting, Garden, Weight Growth, Structural Design, Live Load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상에 정원과 같은 아파트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의 인공지반 조성 및 구조계획 수립 시

수목의 가변적 성장을 고려한 하중량 산정에 계량화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공지반

위 조경사업 추진 시 하중과 수목의 성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수목의 식재기술 발전과 대형목의 장기 유지관리 방안

등에 이론적, 실무적 기술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부지면적 대비 인공지반 면적이 56.3%로, 
인공지반위에 교목의 장기간 하중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준공시점에 수목의 중량과 10년간 성장한 수목의 중량을 산출하

여, 10년간 슬래브 구조체에 수목 하중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대상지에 식재된 수목은 자연지반, 인공지반 구분 없이 유사한 비율로 고사되었고, 준공시점에 교목의 중량을 산출한

결과, 총 211.71ton으로 자연지반 위에 82.09ton, 인공지반 위에 129.62ton이었다. 10년이 경과한 교목의 중량은 총

430.85ton, 인공지반 위 수목중량은 263.59ton으로, 10년 동안 총중량은 219.14ton 증가하였고, 인공지반 위에 식재된

교목의 총 중량도 134.99ton 증가하여 자연지반, 인공지반 구별 없이 유사한 성장상태이었다. 조경식재 단위면적당

중량은 2011년 7.46kg/m2에서 2020년 15.19kg/m2로 증가되었고, 인공지반 위 단위면적당 활하중은 2011년 72.38N/m2에

서 2020년 147.19N/m2로 증가되었다. 인공지반의 수목 활하중은 10년간 74.81N/m2로 연간 7.481N/m2로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할 경우, 100년 후에도 수목의 활하중은 820.48N/m2로, 지하주차장 상부 활하중 산정기준인 3,000N/m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반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공동주택 상황에서 과도한 밀도로 수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의 고사로

생장이 불량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인공지반 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목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수목에 대해서

는 식재 후 가지치기, 뿌리량 조절 등 조경관리가 반드시 수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대상지 확대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제어: 옥상녹화, 정원, 중량생장, 구조설계, 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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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조경수목의 하중을 산정하는 연구방법을 통

해 계량화가 가능함에 따라 장기간 하중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

는 합리적인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향후에도 서울 등 고밀도 도심 내 부족한 주거 수요의 충족

을 위해, 철로 위에 주거단지계획 등 인공지반 위에 조경공간

의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

반 조성 및 구조계획 수립 시 수목의 가변적 성장을 고려한 하

중량 추정및 산정에 계량화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하였다.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인공지반 위 조경시

공 추진 시 하중과 수목의 성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수목의

식재시공이 가능하고,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 내 인공지반 위

수목 중 대형목의 장기 유지관리 방안 수립과 건축물 구조안전

유지방안 수립 등 조경식재 및 건축구조의 이론과 실무의 기술

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사

1. 수목의 중량과 하중

문석기 등(1998)은 수목의 지상부 중량은 각각 나무의 종류,

조건, 토양상태 등에 따라 다음 산출식으로 계산하였다.

W(kg)=k×3.14×( )2 ×h×w1×(1+p)

식에서, k: 수간형상계수(0.5)

B: 흉고직경(m)(근원직경×0.8)

h: 수고(m)

p: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0.2∼0.3)

w1: 수간의 단위당 중량

또, 수간의 단위당 중량기준은 표 1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지하부의 뿌리중량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토양을 포

함한 중량산정이 대부분임에 따라 이경준 등(1996)은 지상부

의 줄기, 가지, 잎의 무게이며, 수종의 각 기관 분배비를 이용해

서 뿌리부 무게를 산출할 수 있다. 각 수종의 기관별 분배비의

평균치로 줄기 43%, 가지 17%, 잎 26%, 뿌리 14%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구조 분야에서 하중의 단위로 N/m2를 적용하며, 힘의

단위 환산(김상식 등, 2018)은 다음과 같다.

1N=중력가속도×무게=9.81m/s²×0.102kg

=1kg․m/s²

1kN=1,000N/9.8kg=102kg으로 환산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010)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를 위한 하중산정 기준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지하주차장

의 상부의 지상층에놀이터, 전면화단 등 토피가 1.4m 이상 복

토되는 구조의 하중은 총 36,650N/m2로 산정하였다.

슬래브 상부에 고정되는 토양, 배수층, 방수층 등 고정하중

(dead load)을 33,650N/m2로, 상부에놓이는 가구나 기타 자재

도구 비품과 인간, 조경수 등의 하중인 활하중(live load)을

3,000N/m2로 산정하였다.

2. 공동주택 인공지반 녹화의 연구사

조경분야 인공지반 녹화 관련 연구로 이범식 등(2016)은 옥

상녹화하중이 LH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옥상층 슬래브

B
2

중량기준 적용수목

1,340�㎏/m3�

이상

가시나무류,�감탕나무,�상수리나무,�소귀나무,�졸

참나무,�호랑가시나무,�회양목�등

1,300∼1,340�

㎏/m3
느티나무,�말발도리,�목련,�빗죽이나무,�사스레피

나무,�쪽동백,�참느릅나무�등

1,250∼1,300

㎏/m3
굴거리나무,�단풍나무,�산벚나무,�은행나무,�일본

잎갈나무,�향나무,�곰솔�등

1,210∼1,250

㎏/m3
메밀잣밤나무,� 벽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플

라타너스�등

1,170∼1,210

㎏/m3
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등

1,170�㎏/m3�

이하
굴피나무,�화백�등

1,200�㎏/m3 기타�수목

표 1. 수종에 따른 단위중량

지상층�바닥

(토피� 1.4m인�경우)
D.L L.L D+L

1.2D+

1.6L

상재흙 (t=1,400) 25,200 3,000 - -

누름

콘크리트
(t=100) 2,300 - - -

아스팔트

쉬트방수
(t=2겹) 150 - - -

콘크리트

슬래브
(t=250) 6,000 - - -

합계 33,650 3,000 36,650 45,180

※� 지상층�놀이터,�통합형주차장의�주동�전면화단�등에�적용.

표 2.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하중산정 기준 (단위� :� 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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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공동주택 인공지반 녹화환경 개선

방안 연구(강명수, 2014)와 아파트 단지 내 인공지반 조경녹화

방안 연구(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연구소, 1995), 공동주택단지

의 지반구조에 따른 수목 생육 상태 비교 연구(조성호, 2010)

등 인공지반 녹화를 위한 외부공간 조경설계 등 수목의 식재와

인공지반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 왔다.

인공지반 건축구조 관련 연구로 정미영 등(2001)은 하중기

준 변화에 따른노후공동주택의 내진성능 향상 기법에 관한 연

구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균열에 의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

한 연구(정하선 등, 1987), 도심지 인프라에 기반을 둔 인공지

반 및 수직 입체 지상 공간 조성 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

원, 2017) 등이 옥상녹화하중을 가하는 경량형, 중량형, 혼합형

등의 유형에 따라 옥상층 슬래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

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인공지반 위에 식재된 조경 수목의 하중

증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반 녹화 공간 내 수목성장에 따른 장기간 하중변화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한국중부지방 공동주택 내 인공지반 위에 식재된

수목의 하중이 10년간 변화량을 파악하여 장기간 건축 구조물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공지반 위

정원조성에는 교목 및 관목 등 식물요소와 어린이놀이시설, 파

고라, 포장 등 시설물 요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시

간의 변화에 따른 하중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요소는 제외하고, 수목 중 교목의 하중변화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진행

하였다.

2)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대표적인 공동주택으로 하였다. 2010년까

지 총 12개 블록에 1,200세대 내외로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차

량 통행없이 단지 내를 정원처럼이용이 가능한 공동주택(그림

1 참조)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하여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표 3과 같이 연구대상지는 부지면적 대비 인공지반 면적이

56.3%로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에는 공동주택 정원

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정원 중심으로 조성된

소위 차 없는 아파트라고 구분할 수 있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준공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수목중량 및 하중분

석, 문헌조사 등을 통해 연구/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조사는 2011년 5월 공동주택 조경공사 준공 당시 교목

의규격및 수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10년이 경과한 2020년 5월

생장 중인 조경수목(교목)의규격및 수고 조사를 통해 현장조

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 �분 내� �용

주�택�명 인천�한화건설�에코메트로� 12단지�아파트

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10

단지면적 82,493m2

세�대�수 1,298세대

주동형태 타워형� 16개동

조경면적

28,363m2(34.4%)�

-�자연지반:� 10,813m2(38.1%)

-�인공지반:� 17,550m2(61.9%)

인공지반율 56.31%

조경계획

-�상록교목:�대적송�등� 2,301주

낙엽교목:�느티나무�등� 2,847주

-�관목:�백철쭉�등� 14종� 169,600주

조경시설:�파고라� 2동,�어린이놀이터� 4개소,�

지압산책로� 1개소,�생태연못� 1개소�등

표 3. 연구대상지 개요 및 조경현황

그림 1. 연구대상지 조경 식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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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수목, 하자보수로 대체한 수목, 10년 경과 후 현존 수목

의 중량차이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각 시점에 수목의 규

격 측정량을 기반으로 문석기 등(1998)이 제시한 수목의 지상

부 중량 산출식과 이경준 등(1996)이 제시한 수목의 각 기관

분배비를 이용해 지하부의 중량의 총합으로 산정하되, 10년 이

내에 고사한 수목은 하자보식 시점의 수목규격을 기준으로 지

상부 수목중량을 제외한 지하부 중량을 하중량에 추가 산정하

는 보정과정을 진행하였다.

관목은 준공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전정작업을 실시해, 정확

한 중량의 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본 연구 범위에서는 제

외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공동주택 정원의 수목식재 현황

인공지반위에 식재된 교목의 하중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준공시점에 식재된 수목의 중량을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으로

분리하여 산출하고, 동일한 대상지에 10년이 경과하여 성장

한 수목의 중량을 산출하여 10년간의 변화를 조사 및 분석하

였다.

1) 공동주택 식재지반 분석
연구대상지의 조경면적은 28,363m2로 단지면적의 34.4%를

차지하였다. 조경면적 중 자연지반 면적은 10,813m2, 인공지반

면적은 17,550m2로 조경면적 대비 각각 38.1%, 61.9%의 비율

로 인공지반 면적이 2/3 이상(그림 2 참조)을 차지하였다.

표 4와 같이 연구대상지의 준공시점의 교목 수량은 총 5,145

주로, 상록수 2,298주, 활엽수 2,847주였다. 자연지반에 식재된

교목의 수량은 1,888주, 인공지반에 식재된 교목의 수량은

3,257주였다.

2) 공동주택 정원의 교목식재 현황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생장 중인 교목 수량은

총 3,591주로 자연지반에 1,396주, 인공지반에 2,195주였다.

1,554주는 고사되어 지상부는 제거된 상태였다. 고사된 수목은

자연지반에 492주, 인공지반에 1,062주로 지반의 구분 없이 유

사한 비율로 고사되어, 지반에 의한 수목의 고사율 증가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 식재된 교목은 준공 후 2년 이내에 고사된 수목

을 하자 식재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적응불량, 밀

식에 의한 피압 등의 사유로 수세가 약해지고, 고사에 이르는

수목이 약 26∼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공

동주택에 식재된 수목의 수량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않고,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수목의 중량 및 하중 산정에 감안할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공동주택 정원의 교목 중량 변화

그림 2. 연구대상지 인공지반 및 자연지반 분포도

근원직경
합계 자연지반 인공지반

준공량 현존량 고사량 준공량 현존량 고사량 준공량 현존량 고사량

합계 5,145 3,591 1,554 1,888 1,396 492 3,257 2,195 1,062

5cm�미만 456 0 0 0 0 0 456 0 0

5cm�이상∼10cm�미만 2,878 352 1,248 1,289 40 351 1,589 312 897

10cm�이상∼15cm�미만 965 1,022 228 391 387 96 574 635 132

15cm�이상∼20cm�미만 557 1,438 48 129 758 32 428 680 16

20cm�이상∼30cm�미만 142 519 4 17 135 2 125 384 2

30cm�이상 147 260 26 62 76 11 85 184 15

표 4. 연구대상지 교목 식재량 및 현황 및 현존량 집계표 (단위:�주)



김정철 : 공동주택 정원 수목성장에 따른 인공지반 적재하중 변화 연구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2호(2020년 8월)� � 131

표 5와 같이 연구대상지의 준공시점에 교목 중량을 산출한

결과, 총 211.71ton으로 자연지반 위에 83.11ton, 인공지반 위에

128.60ton이었다. 10년이 경과한 2020년 교목의 중량은 생장수

목과 고사목의 지하부를 합하여 총 430.85ton이었다.

자연지반에 생장 중인 수목의 중량은 165.38ton, 고사목의 지

하부는 1.89ton으로 총 167.27ton이었다. 인공지반에 생장 중인

수목의 중량은 261.61ton, 고사목의 지하부는 1.98ton으로 총

263.59ton이었다.

10년이 경과하면서 생장한 교목의 총중량은 219.14ton 증가

하여 당초 식재한 교목 중량의 2배 이상의 중량으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반 위에 식재된 교목의 총 중량도 134.99ton 증가하여

자연지반,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구별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공지반 위 교목의 규격별 중량에서도 식재 시 근원직경

8cm, 10cm, 12cm의 수목이 점차 성장하여 20cm 이상∼30cm

미만, 30cm 이상의 대형 교목으로 성장하여, 중량 또한 2배 증

가하였다.

다만 성장이 우수한 수목에 피압되거나 국부적 토질불량 지

역에 식재된 수목은 5cm 이상∼10cm 미만의규격으로 생장하

거나, 피압되고, 고사되었다.

2. 공동주택 정원의 수목성장과 하중변화 특성

1) 공동주택 조경면적당 하중 변화
준공시점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단위면적당 중량과 구조

물에 영향을 주는 하중을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조경식재 면적 전체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2011년 준공시점

에 7.46kg/m2에서 2020년 15.19kg/m2로 증가되었다. 인공지반

위 조경식재 단위면적당 중량은 2011년에 72.38N/m2에서 2020

년 147.19N/m2로 증가되었다. 인공지반의 단위면적당 하중 증

가율은 2배 이상이었다.

지하주차장 슬래브 하중 산정 시 수목 및 사람 등의 하중을

산정하는 활하중 3,000N/m2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조체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하중이었다.

2) 인공지반 위 교목하중 증가추세 분석
인공지반 위 교목의 하중 증가 추세를 산점도 분석으로 실시

한 결과, 표 7과 같이 인공지반 수목하중은 10년간 74.81N/m2

로 연간 7.481N/m2로 산술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이러한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량 증가 추세선(그림 3 참조)

을 기준으로 20년, 50년, 100년간 수목하중 증가추세를 예측하

였을때, 100년 후에도 수목의 활하중은 820.48N/m2로, 지하주

구분
면적

(m2)

2010년 2020년
하중

증감
비고수목중량

(ton)

단위면적당�

중량(kg/m2)

수목하중

(N/m2)

수목중량

(ton)

단위면적당�

중량(kg/m2)

수목하중

(N/m2)

조경면적 28,363 211.71 7.46 73.15 430.85 15.19 148.87 증)� 75.72N/m2

자연지반 10,813 82.09 7.59 74.40 167.26 14.46 151.60 증)� 77.20N/m2

인공지반 17,550 129.62 7.38 72.38 263.59 15.02 147.19 증)� 74.81N/m2 활하중(L.L)� 3,000N/m2

표 6. 연구대상지 조경면적당 10년간 하중변화표

근원직경

합계 자연지반 인공지반

2011년

생장수목

2020년 2011년

생장수목

2020년 2011년

생장수목

2020년

생장수목 고사수목 생장수목 고사수목 생장수목 고사수목

합계 211.71� 426.98� 3.87� 83.11� 165.38� 1.89� 128.60� 261.61� 1.98�

5cm�미만 0.44� -� -� -� -� -� 0.44� -� -�

5cm�이상∼10cm�미만 28.49� 6.93� 2.53� 12.67� 0.55� 1.23� 15.82� 6.38� 1.30�

10cm�이상∼15cm�미만 26.43� 37.54� 0.84� 10.22� 15.36� 0.42� 16.21� 22.18� 0.42�

15cm�이상∼20cm�미만 31.35� 105.47� 0.21� 7.31� 60.20� 0.12� 24.04� 45.26� 0.09�

20cm�이상∼30cm�미만 16.25� 89.56� 0.01� 1.90� 20.65� 0.01� 14.34� 68.90� 0.01�

30cm�이상 108.76� 187.49� 0.28� 51.01� 68.60� 0.11� 57.75� 118.88� 0.17�

표 5. 연구대상지 교목의 규격별 중량산출 집계표 (단위:�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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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상부 활하중 산정기준인 3,000N/m2에 미치지 못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즉, 인공지반의 구조체는 토양층 및 포장재 등 고정하중의

1.2배, 수목 등 활하중의 1.6배 할증을 보강한 45,160N/m2의 하

중에 대응하는응력설계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연간 7.481N/m2

의 수목하중 증가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목의 성장으로 인해 건

축물 구조체에 하중 부담은 극히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성장속도가 빠른 주요 낙엽활엽수의 과도한 생장으로

인공지반 구조체에국부적 집중하중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정

지 또는 전정 및 뿌리조절 등을 통해 과도한 성장의억제가 필

요할 것이며, 주기적 관리를 동반할 경우 공동주택 구조체에

주어지는 하중부담은 충분히 완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건축된 공동주택 중 차 없는 아파트의 대표적 유

형이라고 볼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하여, 인공지반 위에 식재된

조경수목 하중의 10년간 변화를 현장조사와 하중 분석을 통해

구조체에 영향 정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지에 식재된 수목 중 고사된 수목은 자연지반, 인공지반

구분 없이 유사한 비율로 고사되어, 지반에 의한 수목의 고

사율 증가 영향은 주지않았고, 10년 동안 고사된 수목은 하

중의 변화가 없어서 인공지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지의 준공시점에 교목의 중량을 산출한 결과 총

211.71ton으로 자연지반 위에 82.09ton, 인공지반 위에 129.62

ton이었다. 10년이 경과한 교목의 중량은 총 430.85ton이었

다. 인공지반에 생장 중인 수목의 중량은 261.61ton, 고사목

의 지하부는 1.98ton으로 총 263.59ton이었다.

3. 10년이 경과하면서 생장한 교목의 총중량은 219.14ton 증가

하여 당초 식재한 교목 중량의 2배 이상의 증가되었고, 인공

지반 위에 식재된 교목의 총 중량도 134.99ton 증가하여 자

연지반, 인공지반 구별 없이 유사한 성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성장이 우수한 수목에 피압되거나국부적 토질불량 지

역에 식재된 수목은 5cm 이상~10cm 미만의규격으로 생장

하거나, 고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조경식재 면적 전체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2011년 준공시점

에 7.46kg/m2에서 2020년 15.19kg/m2로 증가되었다. 인공지

반 위 조경식재 단위면적당 활하중은 2011년에 72.38N/m2

에서 2020년 147.19N/m2로 증가되었다. 인공지반의 단위면

적당 하중 증가율은 2배 이상이었고, 구조설계 시 산정한 지

하주차장 슬래브 활하중 3,000N/m2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

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중이었다.

5. 인공지반의 수목 활하중은 10년간 74.81N/m2로 연간 7.481

N/m2로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할 경우, 100년 후에도 수목의

활하중은 820.48N/m2로, 지하주차장 상부 활하중 산정기준

인 3,000N/m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인공지반 위 총 조경면적당 하

중의 10년 변화는 820.48N/m2로 슬래브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반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공동주택 상

황에서 과도한 밀도로 수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의 고사로 생

장이 불량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인공지반 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목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식

재 후 가지치기, 뿌리량 조절 등 조경관리가 반드시 수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조경식재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10년간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로 다양한 유

형의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차 20년,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인공지반 위 조경 수목의

성장 동향 파악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대상지 이외에 지역적

으로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반 위 조경수목의 성장과 하중 영향

정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구분
준공

시점
10년 20년 50년 100년 비고

인공

지반
72.38 147.19 222.00 446.43 820.48

활하중(L.L)

3,000N/m2� 산정

표 7. 수목성장에 따른 장기 하중증가 추세 예측

그림 3. 10년간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량 증가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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