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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pite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landscaping trees, the rate of flawed and withered trees dam-

aged by pest, disease, drought or frost is increasing.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Tree

Protective Pad, which are developed to reduce the failure ratio in landscape planting, the tree protective

pad for ‘digging’, ‘pest controlling’, and ‘insulating’ are tested based on the five functional criteria;

moisturizing effect, wither preventive effect, pest and disease control, thermal effect, tensile strength,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moisturizing effect of the

tree protective pad for digging is found to be outstand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esting the pad

on trees, in particular, it is better than jute tape in wither preventive effect, which means it is expected

to prevent flaw and wilt from planting during the improper seasons like summertime. The experiment

of installing the protective tree pad for pest controlling to the trunk of Quercus mongolica shows that

preventive effect of the pad from diseases and insects is superior, and it also has economical effect

by reducing the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The comparative test of the pad for insulating and jute

tape proves that the temperature of the pad is about 2℃ higher than outside. The rate of tensile strength

and biodegradation of the pad exceeds the optimal level, so it is revealed that the pad may be the

work efficient and environment-friendl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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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wise, by timely irrigating trees, the tree protective pad economically prevents trees from pest,

disease,drought or frost, which may be caused by improper seasonal or delayed planting. As a means

of reducing the flaw and facilitating the growth of trees, the exceptional performance of the pad is

expected to effectively used in landscape planting and management.

Key Words : Tree Protect, Protection to Dry, Taking Roots, Peduction of Defect Ratio, Environment

Friendly

I. 서 론

최근 공원이나 아파트 조경식재공사시 수목

의 하자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LH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만의 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수목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민 민원발생은 물론, 하

자보수에 따른 막대한 관리비용 지출도 늘고 있

어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조

경공사 하자접수 1,093건 중에서 수목하자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조경공사 발주금액

이 2조 8,00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보

수비용은 1,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경학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컨테이너 재배

기술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하

자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하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지금까지 나온 기술은 Kim(1999), Kim and

Kim(1999), Kim and Kim(2001a; 2001b), Yoon

et al.,(2005), Jin et al.,(2015), Yoo et al.,(2015),

Jung et al.,(2016) 등이 있으나 컨테이너 재배기

술 또는 컨테이너 모듈 조경수에 대한 연구로

조경수목 굴취시 뿌리분의 수분보습유지, 병해

충 예방, 동절기 보온유지 등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하자의 원인은 세부공종에 따라 다르며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유지관리 등 업무영역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을 받지만 특히 수목에 있어

서는 여름철 부적기 식재나 뿌리분의 수분증발

과 위조현상(식물체가 수분 부족으로 마르는 현

상), 뿌리돌림으로 인하여 뿌리가 절단되어 수

분 공급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수세가 약해져서 병충해 침임을 받거나, 겨울철

급격한 온도저하로 인한 동해의 피해 등으로 하

자가 발생하기도 한다(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5).

현재 조경식재 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

며, 하자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나 하자를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경식재공사에

흔히 녹화마대나 부직포가 사용되는 수준에 그

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수목의 조기 활착

을 유도하거나 하자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기

초 연구들이 일부 있는데, Park(1999)은 부직포

포트 크기에 따른 조경 수목의 생장 특성에서

조경 수목의 생산비 절감과 생력재배, 시공성

향상을 위해 부직포 소재의 활용과 조기 활착이

가능한 조경 수목 생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논

하였고, Kim(2002)은 조경수 생산용 부직포 생

장 백의 근권 제한 효과 비교에서 다 기능성 조

경수 생산용 부직포 백을 개발함으로써 조경수

의 활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빈번한 수

목 하자로 인해 추가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Hong et al.,(2003)은 조경

수 뿌리분의 크기가 활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

사비용을 최소화 하고 이식 후 뿌리의 활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뿌리분의 크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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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수목의 하

자 저감을 위한 뿌리보호 소재나 방법 등에 대

한 일부를 평가 또는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뿌

리분의 보습 및 위조방지, 병충해 예방, 겨울철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효과 등의 우수한 기

능을 가진 소재 개발과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하

고 있는 녹화마대와 다목적 기능을 가진 수목보

호패드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고

자 현장 시험 및 전문기관에 의뢰, 그 결과를 비

교 분석하였다.

II. 재료 및 연구방법

1. 재료의 구조 및 특성

수목보호패드의 구조는 Figure 1과 같이 되어

있으며 천연섬유층은 황마 및 천연섬유 재질로

구성되어 토양이나 외부환경에 자연 분해되는

천연섬유로서 친환경적이며 티슈층 외부와 내

부를 합치, 압착함으로서 보습층을 보호하고 수

목의 목질부에 밀착될 수 있게 최대한 얇게 구

성 되어 있다. 보습층은 흡수제, 농약(입제), 펄

프 등으로 구성되어 수분(물)이나 농약(유제살

포) 공급시 농약 입제의 희석과 함께 보습제에

흡착되어 지속적인 수분공급 및 농약살포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기능성 수목보호패드는 Figure 1과 같이 다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데, 수목에 설치시 가장

바깥면에 위치하는 첫 번째 층은 황마 섬유질층

이며, 두 번째 층은 공기를 함유하는 티슈층으

로 구성된다. 그 아래의 세 번째 층은 보습층으

로서 보습제와 인공토, 펄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목에 접하는 가장 마지막 층은 일반 티슈층으

로서 수목에 밀착하여 완충역할과 기능유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본구조를 가진 수목보호패드는

건조로 인한 수목 피해를 방지하고 병충해의 우

화 및 산란을 예방하며, 동절기 식재 및 관리 시

동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런 수

목보호패드의 기본 구성품에 각 용도별 충진용

재를 달리하여 굴취용, 방제용, 보온용 수목보

호패드로 구분하며, 굴취용 수목보호패드는 기

본구조 그대로 보습층에 보습제가 존재하고, 방

제용 수목보호패드는 보습층에 농약성분이 추

가 함유되어 있으며, 보온용 수목보호패드는 보

a: Structure of Layers

  

b: Cross Section of Pad

c: Tree protect pads

Figure 1. Structure of functional tree protective p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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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층의 보습제를 제거하여 수분함유 기능이 제

외되어 있다.

녹화마대는 천연식물 섬유인 황마(Jute)를 사

용하여 수목의 줄기감기 및 뿌리분 감기재료로

개발된 제품으로써 통기성, 흡수성, 보온성, 부

식성이 우수하고 수분증산, 동해방지, 통기성,

보습력, 보온력, 수목의 활착에 도움을 주는 등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품

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이

용되고 있는 녹화마대와 기능성 수목보호패드

와의 비교를 통해 수목보호패드의 각 용도별 기

능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굴취용 수목보호패드의 보습효과

와 위조 방지효과, 방제용 수목보호패드의 병충

해 예방효과, 보온용 수목보호패드의 겨울철 보

온효과, 그리고 물성비교를 통하여 수목보호패

드의 인장강도 및 친환경성 등의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굴취용 수목보호패드의 보습효과

와 위조 방지효과, 방제용 수목보호패드의 병충

해 예방효과, 보온용 수목보호패드의 겨울철 보

온효과, 그리고 물성비교를 통하여 수목보호패

드의 인장강도 및 친환경성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1) 보습효과

외부온도 33∼36℃, 습도 32~65%의 환경조

건에서 수목보호패드와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화마대 시료에 물을 흡수

시킨 후 실외에 두고 경과시간별로 전자저울을

사용,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얼마나 수분이

오래 유지되는지(지속성)와 수분함수량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함수량 시험은 세 개의 시료(S1,

S2, S3)에 비슷한 비중의 흙을 각각 담은 후 물

250ml을 각각 시료에 골고루 뿌린 후 2시간 간

격으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의 탈수상

태를 기록하였다, 수분 지속성 시험은 굴취용

수목보호패드 시료와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

용하고 있는 녹화마대 시료를 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각 시료의 수분 유지 정도(지속성)를 측정

하였다. 시험은 ㈜삼보 부설기술연구소와 한국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각각 의뢰하였다.

2) 인장강도 및 친환경성

제품의 인장강도와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

해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

화마대와 연구 대상인 수목보호패드를 전문시

험기관인 (주)삼보 부설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인장강도와 생분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위조 방지효과

굴취한 수목의 위조방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외부온도 33∼36℃, 습도 32~65%의 환경기

준에서 2017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

간 단풍나무(Acer palmatum) 외 7종, 각각 30주,

총 240주를 대상으로 현재 조경식재공사 현장

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화마대와 본 연구대상

인 굴취용 수목보호패드를 규격별로 근원직경

4cm는 0.96m, 근원직경 6cm는 1.24m, 근원직경

8cm는 1.51m, 근원직경 10cm는 1.79m을 사용

하였으며, 분의 크기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기

준인 근원직경의 3∼5배의 중간, 즉 4배를 적용

하여 뿌리분 둘레에 감은 후 시험용 포지 지상

에 존치하고, 각 수목의 위조 상태를 매일 육안

으로 측정하여 위조 방지효과를 확인하였다.

4) 병충해 방지효과

병충해 예방효과는 산림청에서 공모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방법의 실연사업에 산림청, 산림

과학원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기술지도와

토의를 통해 효율적 방제방법 도출 및 실연사업

과정 검토에 참여한 후 실험을 통한 결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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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emperature
(℃)

Humidity
(%)

S1(kg) S2(kg) S3(kg)
Measuring
timeJute tape Pads Jute tape Pads

Jute
tape

Pads

Material weigh 0.034 0.024 0.044 0.034 0.054 0.042

Soil specific
gravity

4.014 4.630 4.798

Before watering 34 47 4.048 4.038 4.674 4.664 4.852 4.840 12:00

After watering 4.154 4.296 4.830 4.906 4.978 5.100

After 2hr 34 40 4.106 4.268 4.780 4.876 4.928 5.016 14:00

After 4hr 33 50 4.064 4.226 4.738 4.836 4.888 4.978 16:00

After 6hr 29 65 4.020 4.182 4.690 4.796 4.848 4.938 18:00

After 16hr 33 62 4.010 4.166 4.682 4.786 4.842 4.932 09:00

After 18hr 33 35 3.990 4.148 4.668 4.770 4.824 4.914 11:00

After 20hr 35 32 3.942 4.098 4.614 4.720 4.776 4.872 13:00

After 22hr 36 40 3.894 4.048 4.564 4.672 4.732 4.830 15:00

After 24hr 33 40 3.858 4.006 4.526 4.636 4.698 4.796 17:00

Table 1. Result of moisturizing ability of pads

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실험은 보습재비닐피

복법과 수목보호패드피복법을 이용하였다. 산림

지역의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를 대상으

로 2017년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산림청에

의뢰하여 경사도 등 난이도에 따라 2개 지역(쉬

움+어려움)을 설정하고 각 난이도별 5본씩 선정

하여 평균치를 산출, 피해정도와 농약의 잔량률

을 측정하여 병충해 예방효과를 확인하였다.

5) 보온효과

보습층의 보습제를 제거하고, 인공토와 펄프

만 혼합하여 티슈층으로 압착한 보온용 수목보

호패드와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화마대를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조경지역에 식재되어있는 수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규격별로 근원직경 4cm는

3.50m, 근원직경 6cm는 5.27m, 근원직경 8cm는

6.72m, 근원직경 10cm는 8.79m을 사용하여 수

고 2m까지 나무줄기에 감은 후 온도계를 이용,

외부온도 0∼-1℃에서 수목보호패드와 녹화마대

의 내부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보습효과

1) 수분 함수량

시험결과 세 개의 시료(S1. S2. S3)가 비슷하

게 나타났으며, 세 시료 중 S1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의 재료비중은 녹화마대

0.034kg, 수목보호패드 0.024kg 이었고, 흙의 비

중은 녹화마대와 수목보호패드에 같은 무게

(4.014kg)로 하여 중량을 측정하였더니 녹화마

대는 물을 뿌리기 전에 4.048kg, 수목보호패드는

4.038kg 이었다. 물을 뿌린 후의 초기 중량은 녹

화마대가 4.154kg, 수목보호패드는 4.296kg 이

었다. 16시간 경과 후 중량을 측정하였더니 녹

화마대가 4.010kg, 수목보호패드는 4.166kg으로

16시간 경과 후 녹화마대는 수분 함수량이 거의

원상태로 돌아가 수분이 증발하였지만, 수목보

호패드는 22시간 경과 후에 거의 원상태로 돌아

가 함수량에서 수목보호패드가 녹화마대보다 보

습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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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Jute tape
Tree protective pads
(Pads for Digging)

Remark

Amount of
water absorption

and

moisturizing
ability

bad Very good

Black square :
jute tape

Red circle :
Tree protective

pads

Tensile strength Very good(30kg/5cm more) Good(5∼20kg/5cm)
Tensile strength
needed : 3kg/5cm
more(expectation)

Biodegradation
Very good
(100%)

Good
(PLA : 95%, Cotton : 100%)

Source : Laboratory of Sambo CO., Ltd.(Researchers made a request)

Table 2. Comparing properties of Jute Tape and Tree Protective pads

2) 수분 지속성 

수분유지정도(지속성) 비교에서 수목보호패

드와 녹화마대의 규격은 가로, 세로 10cm×30cm

로 하고 물을 흡수시킨 후 흡수량을 측정한 결

과 초기 중량이 2.5g인 수목보호패드는 물을 흡

수시킨 직후 중량이 57g으로, 녹화마대는 6.2g

이던 초기중량이 물 흡수 후 18g으로, 수목보호

패드는 약 22배, 녹화마대는 약 3배 증가하여 수

목보호패드가 녹화마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

다. 수분유지정도(지속성)에서 녹화마대는 약 7

시간 경과 후 거의 원상태의 중량으로 돌아와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었으나, 수목보호패드는

약 20시간 경과 후에도 수분 흡수량이 약 30g으

로 절반가량이 보존되어 수분을 보유하는 지속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결론적으로 수목보호패드 사용시 뿌리발근촉

진제를 희석하여 물을 공급하면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뿌리분과 잎의 시들음을 방지하고 토양

의 건조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햇빛에 노출된

뿌리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2. 인장강도 및 친환경성

1) 인장강도 

수목보호용 재료의 적정 인장강도는 ㈜삼보

부설기술연구소에 의하면 3kg/5cm이다. 수목보

호패드와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녹화마대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녹화마대의 인장강도는 30kg/5c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목보호패드의 인장강도는

5～20kg/5cm로 나타났다. 즉, 녹화마대의 인장

강도가 수목보호패드의 인장강도보다 높으나

두 제품 모두 적정 인장강도보다 높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2) 친환경성 

제품의 친환경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분해도

시험을 전문기관인 ㈜삼보 부설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생분해도는 제품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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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me
Temperature/
Humidity

Weather
Statue of Withered

Species
Jute tape Pads

7/18 PM 2:50 31℃/65% Fine Fine Fine
1) Acer palmatum
2) Ziziphus jujuba

var. inermis
3) Prunus mume
4) Chaenomeles sinensis
5) Cornus kousa
6) Cornus cfficinalis
7) Pinus demsiflora
8) Taxus cuspidata

7/21 PM 2:00 24℃/68% Rain Fine Fine

7/24 PM 1:30 24℃/80% Rain Fine Fine

7/28 PM 3:00 34℃/55% Cloudy Fine Fine

7/30 PM 4:00 30℃/70% Rain Withered 30% Fine

8/2 PM 2:30 34℃/55% Fine Withered 50% Fine

8/7 PM 4:30 34℃/55% Fine Withered 90% Fine

8/8 PM 2:00 37℃/38% Fine Withered 100% Withered 50%

Table 3. Result of wither preventive ability

상태 또는 토양에 매립된 상태에서 자연 분해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친환경적 소재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시험결

과 녹화마대는 생분해도가 100%를 나타내어 우

수하였으며, 수목 보호패드는 95%로 역시 우수

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제품 모두 생분해도가 우수하

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 위조 방지효과

굴취한 수목의 위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

부온도 33∼36℃, 습도 32∼65%의 환경조건에서

2017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단풍

나무(Acer palmatum), 대추나무(Zizphus jujuba

var. inermis), 매화나무(Prunus mume), 모과나무

(Chaenomeles sinnensis), 산딸나무(Cornus kou-

sa), 산수유(Cornus officinalis), 소나무(Pinus den-

siflora), 주목(Taxus cuspidata)을 각각 30주씩 총

240주를 대상으로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

용하고 있는 녹화마대와 본 연구대상인 수목보

호패드를 규격별로 근원직경 4cm는 0.96m, 근원

직경 6cm는 1.24m, 근원직경 8cm는 1.51m, 근원

직경 10cm는 1.79m을 사용하였으며, 뿌리분의

크기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근원직경

의 3∼5배의 중간인 4배를 적용하여 뿌리분 둘레

에 감은 후 시험용 포지 지상에 존치하고, 각 수

목의 위조 상태를 매일 육안으로 측정하여 위조

상태를 확인한 결과 녹화마대는 시험을 시작한

후 10일 지난 7월 28일부터 시험구에서 시들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약 15일 경과한

8월 2일에는 수목 수관의 50%가 시들어 쳐지거

나 마른 잎이 나타났다. 하지만 수목보호패드 시

험구 수목은 약 15일 경과한 8월 2일까지도 상태

가 양호 하였으며, 약 20일 경과한 8월 7일까지도

양호하다가 하루 만에 급격히 위조되어 수관의

약 50%가 피해증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수목

보호패드를 뿌리분에 감고 지상에 존치할 경우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녹화마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분공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목보호패드를 여름철 부적기

식재나 현장 여건 상 수목을 장기간 존치해야하

는 상황에서 수목의 위조방지 효과가 높은 것으

로 밝혀졌다(Table 3).

4. 병충해 방지효과

병충해 예방효과 시험은 보습층에 농약성분

을 추가한 방제용 수목보호패드를 사용한 수목

보호패드피복법과 나무에 1차로 약제를 살포하

고 녹화마대를 피복한 후 2차 약제 살포를 하고

비닐을 피복, 밀봉하는 보습재비닐피복법 등 2

가지 방법으로 산림청에 의뢰하여 시험하였다.

수목보호패드피복법 처리방법은 피해목의 주

변 및 피해목에서 발생된 작은 가지를 제거하고

피해목의 현황 및 작업여건에 따라 피해목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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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pecies
Amount
(each)

Tree grade
Degree of
harm

Lead time
for

work(min.)

Result of measurement

Measuring
date

Ratio of pesticides
residual quantity(%)

5/4
Quercus
mongolica

15 21/6 ~32
Heavy:4
Midium:8
Light:3

77 6/18 60

5/4
Quercus
mongolica

18 18/8~26
Heavy:4
Midium:7
Light:7

161 6/18 0

Source : Korean Forest Service(Researchers made a request)

Table 4. Result of prevention test of disease and pest

단 또는 하단부에서부터 약제가 살포된 수목보

호패드를 서로 중첩되도록 피복한 후 수목보호

패드의 약제도포현황을 확인하여 내, 외부가 바

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

면부와 참나무 사이에 보호패드 피복이 누락되

지 않도록 작업하였다.

보습제비닐피목법 처리방안은 피해목의 주변

또는 피해목에서 발생된 작은 가지를 제거하고

피해목의 수간에 메프유제 100배액이 희석된

약액을 분무기를 이용하여 골고루 살포하였다.

1차 약제살포 후 녹화마대로 피해목을 피복하

고, 녹화마대 위로 2차로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약제를 살포하였다.

공정성을 위해 경사도 등 작업난이도에 따라

2개 지역(쉬움+어려움)을 설정하여 각 난이도별

5본씩 선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수목은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경급 18∼21cm 기준으로 수목보호

패드피복법은 15주, 보습재비닐피복법은 18주

를 수고 2m에 1본당 20cm×10m 소요량으로 77

분(수목보호패드피복법)에서 161분(보습재비닐

피복법) 작업시간을 들여 측정한 결과 수목보호

패드피복법은 피해정도가 심각 4주, 중간 8주,

경미 3로 나타났으며, 보습재비닐피복법은 심각

4주, 중간 7주, 경미 7주로 나타났다. 농약 잔량

률에서는 방제용 수목보호패드를 5월 4일에 감

아 설치한 후 약 45일이 지난 6월 18일에 농약

의 잔량률을 측정한 결과 보습재비닐피복법은

100% 대비 0이었지만 수목보호패드피복법에서

는 60% 정도 잔량률을 보여 지속적으로 농약을

보습 유지하여 병충해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작

업시간을 단축하여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보온효과

보온용 수목보호패드와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화마대를 2016년 12월 15

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식재되어있는 수목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근원직경 4cm는 3.50m,

근원직경 6cm는 5.27m, 근원직경 8cm는 6.72m,

근원직경 10cm는 8.79m을 사용하여 수고 2m까

지 나무줄기에 감은 후 온도계를 이용, 외부온도

0∼-1℃에서 수목보호패드와 녹화마대의 내부온

도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해 본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외부온도가 0℃일 때 수목보

호패드 안쪽 온도는 2℃, 녹화마대 안쪽 온도는

0℃로 확인되었으며 외부온도가 -1℃일 때는 수

목보호패드 안쪽 온도는 0또는 1℃, 녹화마대 안

쪽 온도는 -1℃로 나타났으며, 외부온도가 1℃일

때 수목보호패드 안쪽 온도는 3℃, 녹화마대 안

쪽 온도는 1℃를 나타냈다. 즉, 녹화마대를 설치

한 경우에는 외부온도와 차이가 전혀 없어 보온

기능을 못하였으며, 보온용 수목보호패드를 설

치한 경우 외부온도보다 약 2℃높은 온도를 유

지함으로써 보온효과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온용 수목보호패드가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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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easuring Time
Extermal

Temperature(℃)

Intermal Temperature(℃)

Jute tape Pads

12/15 17:30 0 0 2

12/29 10:50 -1 -1 0

1/21 13:00 1 1 3

2/14 10:50 -1 -1 1

Table 5. Result of Thermal ability

a: Moisturizing ability test b: Prevention disease test c: Thermal effect test

  

d: Wither preventive ability test

(Acer palmatum)

e: Wither preventive ability test

(Ziziphus Jujuba var. inermis)

f: Wither preventive ability test

(Prunus mume)

Figure 5. Picture of each tests

이 사용하고 있는 녹화마대보다 2℃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I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하

고 있는 녹화마대와 다목적 기능을 가진 수목보

호패드의 용도별 효과를 검증하고 그 성능을 평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굴취용, 방제용, 보온용

수목보호패드의 보습효과, 위조 방지효과, 병충

해 예방효과, 보온효과, 인장강도 및 친환경성

등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굴취용 수목보호패드의 보습층에 수목

의 활착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와 뿌리발근촉

진제를 희석하여 수분을 공급하면 수분을 오랫

동안 유지하여 뿌리분과 잎의 시들음을 방지하

고 뿌리분의 활착과 성장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토양의 건조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햇

빛에 노출된 뿌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목보호패드를 뿌리분에 감아주면 보

습층에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수목의

위조현상을 방지하고 하절기 식재시 위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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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현장 여건 상 수목을 장기간 존치해야하

는 상황에서 수목의 위조 방지 효과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보습층에 농약성분을 추가한 방제용 수

목보호패드를 수목의 줄기에 감고 농약을 살포

하면 농약성분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해충의

우화 및 산란을 방지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시간

을 단축하여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넷째, 보온용 수목보호패드를 추운 겨울에 수

목 줄기에 감은 후 녹화마대와의 온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수목보호패드가 외부온도보다 약

2℃높게 나타남으로써 외부온도와 전혀 차이가

없는 녹화마대에 비하여 보온효과가 우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인장강도에 대하여 수목보호패드와

현재 조경식재공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화

마대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두 제

품 모두 적정 인장강도보다 높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친환경적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생분해도 시험에서도 수목보호패드와 녹

화마대 제품 모두 우수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

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수목보호패드는 수목보습효과,

위조 방지효과, 병충해 예방효과, 보온효과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목의 생육을 도와

활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되었으며

높은 인장강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생분해

도 또한 우수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재로 확인되

었다.

조경수 하자원인은 다양하지만 식재 전 뿌리

분의 수분 증발과 초기 면역력 감소로 인한 병

해충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급격한 온

도저하 등으로 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경계는 하자를 줄이고 조기 활착을 돕는

소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는 수목의 종류와 함수량 시험에서의

수분 공급량 등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향후에는 수종과 수분공급량 등을 다양하

게 적용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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