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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린공원 수목, 구역별·수목별 관리로 이원화
전문인력 양성하고 수목관리 지침서 만들어야

근린공원 과반수 20년 이상…수목 관리부실로 가지 낙하 등 사고위험

현재 근린공원 내 수목관리는 수목의 생육상태와 서식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로써 관리가
안 된 수목으로부터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서울시에 조성된 근린공원 250개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된 공원들의 수가 절반을 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공원 내의 많은 수목들이
오래된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조성연도별 서울시 근린공원의 개소수

근린공원의 수목은 불량한 생육상태로 인해 녹지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 이용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위주로 공원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수목들이 쇠약기에 접어들어서 건강성은 약해지고,
이에 따라 가지가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토양 환경이 수목
생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도시 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원지역은 토양의 답압이 심하고,
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목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길
이 닿지 못하고 있다. 근린공원은 시민에게 가장 밀착된 그린인프라 시설이므로, 강도 높은 공원
내 수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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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특성·식재기능 등 4가지 항목에서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 많아”

주택가에 인접한 조성된 지 오래된 5개의 근린공원을 선정하여 수목특성, 수목 식재기능, 수목관계,
기반환경의 4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대상공원은 강남구의 늘벗근린공원, 노원구의 온수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송파구의 개롱근린공원, 거여근린공원이다.

첫째, 수목특성은 하층 식생이 부족하지만, 수목의 활력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둘째, 수목 식재기능에서는 가지가 부러져 떨어질 위험이 큰 수목, 쓰러지는 수목과 죽은 수목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수목의 뿌리가 심하게 노출된 곳도 많았다. 또한 줄기가 썩어서 구멍이 크게
난 수목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그림 2] 5개 근린공원의 수목특성조사 종합

셋째, 수목관계에서 높은 울폐율을 보이는 곳이 다수 존재하므로 밀도 조절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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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개 근린공원의 수목관계 조사

표준지
1
2
3
4
5
6

늘벗
거여
개롱
울폐율
밀도
울폐율
밀도
울폐율
밀도
(%) (본/100㎡) (%) (본/100㎡) (%) (본/100㎡)
39.0
7
36.7
9
13.7
10
95.8
8
59.1
7
51.4
10
94.0
10
72.9
11
78.4
14
91.6
9
42.6
7
100.0
8
82.5
10
94.6
11
28.7
10
13.9
8

온수
중계
울폐율
밀도
울폐율
밀도
(%) (본/100㎡) (%) (본/100㎡)
100.0
9
54.2
9
100.0
12
31.3
20
92.1
10
80.4
11
100.0
14
62.7
10
100.0
13
100.0
11
100.0
13

넷째, 기반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토양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많은 이용자의 답압으로
인하여 토양 경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수목 생장의 장애 원인이 되고 있다.
[표 2] 5개 근린공원의 기반환경조사

습도(%)
43.3 ~ 56.7
32.3 ~ 62.3
24.0 ~ 62.3
5.0 ~ 28.0
0.0 ~ 37.3

늘벗
거여
개롱
온수
중계

산도(pH)
6.8 ~ 6.9
6.5 ~ 6.9
6.5 ~ 6.9
6.7 ~ 7.0
6.7 ~ 7.0

경도(㎜)
16.3 ~ 21.3
15.3 ~ 22.5
15.3 ~ 23.7
27.2 ~ 31.5
17.2 ~ 28.2

자치구 공무원들 “수목관리 예산·인력·계획 등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

근린공원의 수목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했다. 대부분 공원 수목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민원에 대한 대책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획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기동반의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여러 공원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해당연도의 예산이 남았을
때 수목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위한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목 관리에 필요한 복합적
인 지원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3] 몇몇 자치구의 공원 수목관리의 인력과 관리 방식

구

인력(명)

A자치구

관리직
6

계약직
63

B자치구

6

24

C자치구

15

72

관리 방식
• 68개 공원 순환 관리
• 상시 관리 사무소 존재
• 지하철역에 기동반 2개소로 운영관리
• 구내 관리사무소 5개소 존재
• 각 권역으로 나눠 분할 관리
• 관리직과 계약직이 함께 순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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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관련 법제도에 수목관리 내용 명시 안 돼 계획적인 관리 못해

공원과 관련된 법제에서는 수목관련 관리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접한 법으로서
산림자원에 대한 법률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 자체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근린공원 수목관리는 간접적으로 가로수와 관련된 법률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관련된 유사 법률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법제가 없으면 관리 부서에서는 실행과 점검의 의무를 이행하
는 책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공원을 조성할 때에도 공원조성계획은 세우지만 공원관
리계획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을 관리계획이 없이 조성되어 왔으므로 계획적인 관리
가 되고 있지 못한다.
현재 근린공원 내 수목 관리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① 근린공원의 환경에 따른 수목의 생육상태에 대한 파악 미흡과 관리 부재, ② 전문성 있는 관리의
부족, ③ 관리면적에 비해 관리 인력의 부족,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① 수목관리 비용 예산 사
용 시 미계획적 지출, ② 근린공원 수목관리에 필요한 기준 부재, ③ 현장에 적용가능한 상세한 지침
미흡 등이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로 인하여 시민은 근린공원 이용 시 수목관리 미흡에 따른 다양한
안전 및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관리자들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리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수목 전수조사로 GIS 도면화…구역별·개별 수목별 관리로 개선해야

근린공원의 수목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수목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고, 둘째, 수목관리 접근이 구획 관리와 개별관리의 이원화로 실시되어야 한다.
첫째, 수목현황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근린공원 내 수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하여
GIS 도면화하고 시비 시기, 전정, 병충해 방제 실시 여부 등을 입력하여 개별 수목들의 성장 상태, 질병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수목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발생될 위험을 제거하고,
강풍이나 강우에 따른 수목의 쓰러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수목관리 이원화를 위해서는 공원에 대해 구역별 관리와 개별 수목별 관리로 구분하여 접근해
야 한다. 구역별 관리는 인접한 수목 간 관계를 바탕으로 수목의 울폐율과 밀도 조절을 통해서 건전
한 생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별 수목별 관리는 토양환경의 개선, 친환경적인 관
수, 올바른 전정을 통한 생육관리, 경관 관리, 위험수목 감별을 통한 관리 등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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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등으로 수목관리 기본인프라 구축

수목관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목관리 인력 양성,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본인
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수목관리 인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육성,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통해 공원돌
보미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형공원에서의 관리뿐 아니라 근린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수목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수목 관리의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목관리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 사용의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수목관리 계획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수목관리 계획 및 지침에 수목
관리의 월별·연차별 로드맵 작성, 단기·중기·장기적 수목관리 방향 설정을 넣어야 할 것이다.

공원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수목관리 지침서 제작 등 법제도도 보완

공원 수목관리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첫째, 「공원관리계획」의 수립 의무화, 둘째, 「서울특별시 녹지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도 보완, 셋째, 근린공원 수목관리 기술 관련 지침서 제작이 필요
하다.
첫째, 공원조성계획이나 재조성 계획 시에 공원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하는데,
이때에 수목관리계획을 비롯한 공원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가로수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해외 선진 공원관리가이드북 및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 차원에서 수목관리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자치구 및 사업소에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목 분포조사, 쇠퇴 원인조사, 장단기 보전관
리사업 등의 사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에서도 포함되도록 하여, 근린공원의 수목 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근린공원에 있어서의 수목
진료, 예찰, 방제의 기술적인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무의사, 수목
치료 기술자, 나무병원 제도의 적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례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정비 측면에서 보완을 한다면, 위에 제시된 조경시설의 관리 항목을
근린공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올바른 수목관리를 위하여 지침서 제작이 필요하다. 수목 전정 방법, 시비 및 농약 사용량
기준, 위험수목 대처법, 병충해 및 손상수목 특징 분류, 뿌리 관리, 이식 및 보식 방법, 계절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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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차별 관리 항목 등에 관한 지침서 내용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전정의 경우는 생육의 목적도
있지만 수목의 형태적 관리 방법이 수립되어야 하며, 농약 및 시비량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때 친환
경 약제의 권고, 농약의 오남용 방지 등을 제시한다. 또한 병충해 및 물리적 외압에 의한 훼손 특징
을 분류해 준다면 수목관리에 일어나는 안전 문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계절별 관리와 연차별
관리 계획은 장기적인 근린공원의 유지관리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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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근린공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적, 문화적 혜택을 주는 공간으로서, 최근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인해 도시 내에 위치한 근린공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
다. 특히 근린공원에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식재 중에서 수목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며, 수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느냐는 근린공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수목은 일반 시설물과 다르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장할 뿐 아니라 외부환경의 여건
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목
의 크기가 성목에 이르면, 관리 프로그램은 재배적 요구도, 활력,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서 조정
되고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ichard W. Harris 외 3인,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원 조성 시 식재된 수목들은 대부분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쉽게
제거 또는 조치하기 어렵다. 이는 근린공원 내 수목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린공원은 아니지만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는 유사한 지침
이 존재하지만(산림청, 2016), 이는 목재생산을 위한 수목관리의 기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근린공원 내의 수목들은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산림의 수목들
과는 달리 경관과 위락의 목적에 의해 식재되었으며,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에 위치
하여 접근성이 높고 시각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근린공원 내 수목들은 위치적 특성에
따른 인공 환경의 적응과 서식의 지속적인 관리, 경관적,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서울의 경우 시직영의 몇몇 근린공원에서 정기적인 병충해 제거, 전정 작업, 풀 베기 정도로 수
목관리 작업들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자치구 관할의 대다수 근린공원 내 수목들
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대공원 대형목들의 죽은 가지가 떨어
져서 시민들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건 사고에서 보듯이, 수목관리의 부재는 단지 수목의 환경
적, 경관적, 심미적 가치뿐 아니라 시민생활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01 연구개요 / 3

수목은 공원의 이용자적 측면에서 마땅한 휴식장소를 위한 수목의 이식과 재배치에 대한 요구
도도 있다. 이는 넓은 잔디밭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고, 강한 햇빛을 피할 나무 그늘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수목의 부산물 이용측면에서도 낙엽과 우드칩, 나뭇가지 등이 친환경적으로 재활
용될 수 있음에도 그대로 폐기되기도 하고, 공원 수목활용으로 이용자에게 교육적 기능을 원활
히 수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생육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수목이 밀식되어 자라나면서 울폐율이 높아져
서 수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자라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재시민의
숲 내의 수목들이 성목에 이르면서 울폐율이 높아져서 이를 개선시켜보고자 서울시는 「양재 시
민의 숲 재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따라 울폐율 개선 제안이 나왔지만, 울폐율에
대한 기준이 확실한 것이 없어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화되거나 병든 수
목에 대한 대처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웃한 수목으로 병이 확산되기도 한다. 특히 오래
된 공원일수록 여러 가지 수목관리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울시내 근린공원 404개
는 위와 같은 수목관리의 문제를 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근린공원의 실정에 맞는
수목의 생육적, 경관․심미적, 이용자적 측면에서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자치구 관할의 근린공원의 전반적인 수목관리체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별
수목의 기능에 맞는 식재와 밀도관리, 대형목의 안전문제 점검과 대처방안, 관리인력 양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수목관리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근린공원 내 수목의 바람직한 관리기술 도입과 수목관리의 제도적인 보완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1장에는 근린공원 내 수목과 관련된 관리문제들을 살펴서 연구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근린공원 수목의 순기능과 관리
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수목 관련 법체계, 서울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여, 수목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해외 수목관리 관련 사례에 대해 국외공
원의 수목관리 기술 및 제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토대로 수목관리의 관리주체, 관리인력, 관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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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파악하고 수목관리기술과 준수 사항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방
향성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서울시 근린공원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공원관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근린공원 내의 수목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증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근린공원의 수목관리에 있어서의 개선사항과 관리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근린공원 수목관리에 대한 로드맵과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공원조성 연도가 20년이 넘는 평지 및 산지형 근린공원 5개
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에 관련한 사항과 근거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문헌조사를 통한 수목관리 현황과 방향 설정
이다. 근린공원 내 수목관리의 법적 위계와 선행연구 및 국내사례를 분석하여 수목관리의 문제
점을 찾고, 국외의 수목관리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수목관리의 방향 및 실정에 맞는 제도
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실증데이
터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현 수목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관리방향 및 기준을
제안한다. 현장 조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목의 특성조사를 통해 수형, 수고, 생태
적 특성, 병충해 등의 유무와 더불어 수목의 식재기능 조사를 통해 경관, 위락, 안전, 교육적
기능 등의 수행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수목 간 관계 조사 및 기반환경 조사를 통해 울폐도,
주변 식생과의 관계, 토양환경, 수문환경 조사 등을 통해 수목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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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도
이 연구는 아래 [표 1-1]과 같은 구성과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표 1-1] 연구의 구성체계

연구과정

Ⅰ. 연구개요

연구의 내용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방법

-

▼
Ⅱ. 근린공원 수목의
기능과 관리 필요성

근린공원 수목의 순기능
수목관리의 필요성

문헌연구

▼
Ⅲ. 근린공원
수목관리 관련 제도 및
현황

근린공원 수목관리 관련 법체계
문헌연구
서울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체계 및 현황
▼

Ⅳ. 수목관리 관련
해외사례

수목관리지침
문헌연구
근린공원 수목관리 사례
▼
분석방법

Ⅴ. 서울시 공원의
수목관리 현황 분석

공원별 수목관리 현황
수목관리 현황조사 종합 및 시사점

현장조사
문헌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
공원 수목관리 시스템 정비
Ⅵ. 서울시 공원의
수목관리 개선방안

수목관리 기본인프라 구축
공원 수목관리 제도 보완
▼
Ⅴ. 요약 및 정책건의

-

02
근린공원 수목의 기능과
관리 필요성
1_근린공원 수목의 순기능
2_수목관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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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근린공원 수목의 기능과 관리 필요성
1_근린공원 수목의 순기능
근린공원은 도시 내 환경조절 기능을 가진 기반시설이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수목이다. South
Dublin County Council(2018)은 수목의 순기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크게 사회적 이익, 경
제적 이익, 기후변화, 환경적 이익, 건강과 같이 5가지 분야에서 긍정적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이익으로는 자연을 상기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의 증가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의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및
연결, 환경적으로 미기후 조절 및 대기질 향상,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어메니티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이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근린공원의 수목이 주는 이익
자료: South Dublin County Council, 2018, 「Tree Management Policy - South Dublin county living with trees」,
p.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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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린공원 내 수목의 기능에 대해 주효진(2012)과 김창현(2015)이 연구
하였는데, 주효진(2012)은 도시공원이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물 순환과 쾌
적성을 증진시킨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및 도시 열섬 위기에 따른 도시공원의 역할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도시공원 및 도시 내 녹지는 다수의 법률과 부처에 의해 규제
되고 단절적으로 조성 및 관리됨에 따라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도시숲과 도시 내외의 산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지만, 도시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만
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거의 없으므로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여긴다.
김창현(2015)은 도시공원 외곽수림대의 식물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토양내 탄소를 축적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고 조사하였다. 또한 사
례지로서 서울시 방화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수관 열림 조사 및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외곽 수림
대 식생 분석, 하부 열림도, 하부식생 분석, 외곽 수림대와 중심부 토양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생태적 건전성을 위한 식생구조 개선 및 종 다양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린공원 수목의 순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관리에서 수목이 어떻게 관리되
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근린공원 수목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했으나, 몇 가지 선행연구에
서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김용국(2015)은 근린공원의 질 평가 시행을 통해 151개의 근린
공원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였다. 평가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자연경관 요소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밝혔다. 특히 대다수의 근린공원은 주민들
의 여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유지보수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
다. 또한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 중심의 공간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서울시
와 자치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녹색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진단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2015)은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권(아파트 단지와 학교
내) 내에 있는 수목의 병해충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권 수목의 관리자와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수목 관리의 부실 원인은 예산 부족(49%)과 전문성 부족
(31%)이 가장 주요한 문제임을 밝혔다. 녹지관리에 주요한 작업은 병해충 방제(4.24, 5점 척
도),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4.04), 위험목 제거(3.82), 수목 식재 후 물주기(3.79), 비료주기
(3.68), 불량수목교체(3.54), 월동준비(3.33) 순이라고 밝혀내었다. 그 중 시행되고 있는 미흡한
작업은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비료주기, 수목 식재 후 물주기 순이었다.
이동권(2016)은 소규모 근린공원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공원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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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가와 이용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비용이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이익
창출이 어렵고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성된 도시공원의 관리와
공원 이용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소영(2017)은 근린공원의 다층식재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인공조성형 공원의 경
우 식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층구조로 퇴화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근린공원의 다층구조 식재조성의 노력과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근린공원의 수목이 근린공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직접
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의 수목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목의 식재 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도시공원 조성 시의 특징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원의 조성 시에 공간을 분할하여
시간을 두면서 조성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괄 조성한다. 이러한 공원 조성의 특징과 함께 수목 식재도 한번에 하고 간벌을 한다든가
이식을 하는 것 없이 방치되어 버린다. 이는 시간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 관리가 어려워진다. 수목도 생물이기에 계속 자라고 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화하므로,
무생물의 시설물과 달리 시공 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급히 조성된 공원은 녹지밀도를 높일 수 있었지만, 조성 후의 관리에 대한 대책
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공원 조성 시에 관리계획의 유무는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다. 즉, 관리계획 내에서 수목 관리를 포함한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
까지 도시공원의 관리계획이 거의 수립되지 못한 채 시공만 되었다. 결국 자가 진단을 위한 평
가를 하기 어렵게 되어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
수목 관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공원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조성된 공원 중 약 30년 이상이 된 공원들에서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수목의 생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토양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수목 이력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수목 관리에 어려
움이 따르고 있다. 이제 공원은 양적으로 확대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멋지고
좋은 공원이란 갖춘 시설물의 번드르르함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도 건강하고 아름드리로
자란 수목들이 있는 곳일 것이다. 이러한 수목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거수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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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의 인
터뷰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원 수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따
라서 민원 처리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반면에 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공원의 수목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기가 된 것이다.
둘째, 수목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몇몇 기관들의 동향이 있다. 우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
의사 제도가 2018년 6월 28일 시행될 것이다. 나무의사는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력을 양성, 선
발하여 수목의 병해충 방제, 상처나 상해가 있는 부분의 외과적 처치, 토양 상태의 점검, 토양
환경 개선 등 생활권 녹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은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전국의 10개 기관1)에서 12과목2)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
격하여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그린트러스트3)의 ‘공원의 친구들’은 동영상 공유 콘텐츠인 유튜브(YouTube)를 활용
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이드가든 김종근 팀장,
아침고요수목원 이병철 이사님이 가드닝과 식재 기술들을 쉽게 전해준다.4) 유해식물 제거 방법
과 작은 나무 이식 방법, 나무의 가지치기 등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작업
들 위주로 소개한다. 이는 누구나 쉽게 수목관리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동향이다.

2_수목관리의 필요성
근린공원 내의 수목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2008년과 2009년에 미국은 경기 침체를 맞이하면서 대다수의 도시들은 공원 예산을 우선적으
로 삭감하고 안전과 도시인프라 구축에 관한 예산을 증가시켰다. 삭감된 공원 예산은 좀처럼
상승되지 않았고, 삭감된 예산에 따라 수목 관리도 소홀해졌으며, 공원 내에서의 수목과 관련
하여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1)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개 기관이다.
2) 수목학, 수목생리학, 산림생태학, 토양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비생물적피해론, 수목관리학, 농약학, 산림기상학, 정책 및 법규,
소양교육 등 12과목
3) 서울시 생활권녹지를 확대·보존할 목적으로 2003년 7월 24일 산림청에서 허가한 재단법인이며, 현재 서울숲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4) 작은 나무 옮겨심기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y_UkA3oUSKw
나무심는 방법 강의: https://youtu.be/WnqClOM_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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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4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2007년도에 근린공원 내 관리되지 않은 수목에
깔려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이후 도시 내 관리부서에서 무질서한 나무 관리
의 체계, 의사소통의 지연으로 인한 느린 대응이 이러한 사망사고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냈다.
스타이브센트 스퀘어 공원(Stuyvesant Square Park)에서 쉬고 있던 시민이 갑자기 쓰러진 나
무에 의해 얼굴과 다리에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펠햄 만 공원(Pelham Bay Park)
에서는 사이클을 타고 있던 시민이 공원 도로에 쓰러진 썩은 나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다리와 척추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5)
또한 2012년 7월 5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2010년도 뉴욕시 센트럴 파크에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시민의 머리 위로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시민이 그 가지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망하거나 부상한 10건의 사고들이 공원에서 발생했
다. 이후 뉴욕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해마다 삭감되어 왔던 가로수 관리 비용을 두 배 이상 늘렸
으며, 공원 내의 145만 그루 수목의 전정을 위해서 약 2백만 달러를 추가시켰다. 공원관리 부서
는 외부 전문가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60만 그루의 가로수도 전정하였다.6)
위와 같은 사고들은 수목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개 기록 및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보았을 때, 수목의 상태 진단과 관리를 비전문가가 실시하고 있었고, 공원의 수리와 수목 전정
업무도 훈련되지 않은 일반 노동자들을 활용하였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수목 관리 계획을
지연시켰다. 적절한 수목관리 비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 내에서 서식하는
수목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목 관리를 통한 적절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정과 같은 전문기술은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취하는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근린공원의 수목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식재되는 수목으로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들과는 달리 별도의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관련된 논문은 김종갑(2013), 이규화(2013),
조훈검(2013), 박재현(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갑(2013)은 농약은 생태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잔류 독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활권 도시림의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이 부득이하
지만 필요하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바른 사전교육 이수와 함께 전문가에 의한 방역이
되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수목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전문가들이 아닌 아파트 방역소
5) 뉴욕 타임즈, 2012년 5월 14일자 기사, “WILLIAM GLABERSON,「With Booms and Creaks, a Tree Warns, Often Too Late”
6) 뉴욕 타임즈, 2012년 7월 5일자 기사, “After Accidents and Lawsuits, More Money for Tre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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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업체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약사용 안전교육은 공무원
반수 이상이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친환경 농약사용과 수간
주사, 저면 관수 시설을 이용한 농약공급 방법, 고형 시용제 사용방법, 둘째, 전문 국가 자격제
도 신설, 셋째, 나무병원이 자치단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생활권 도시림의 전문 관리를 실시
하도록 하며, 공립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는 나무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단결과의 적부를 판단
하고, 매년 나무병원 소속인력은 수목진단센터에서 관리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규화(2014)는 수목이 식재된 이후 왕성한 생장을 하지만, 도시의 열약한 생육환경과 수목의
구조와 생리를 무시한 채 편의 위주의 관리로 인하여 쇠퇴됨을 지적하였다. 수목의 쇠약기는
구성 기관이 취약해져서 적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파손이 되는 결과가 된다. 수목의 생활사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식재 후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약 30년 동안의
전정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올바른 전정의 기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수종
별 생장 패턴, 가지와 줄기의 연결 상태, 상처부위의 구획화, 개체별 상처 치유 능력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절단 유형과 방법을 [그림 2-2]와 같이 제안하였다. 또한 수목의 뿌리 결함은 노출되
지 않아 관리의 필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상
부와 마찬가지로 지하부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림 2-2] 전정절단의 3가지 유형
자료: 이규화, 2014, “전정, 이젠 제대로 하자”, 한국조경수협회, p.36

조훈검(2013)은 조경수의 형태 및 생육상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 적용
체계 및 양묘방안을 제안하였다.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간별 유형을 구분하고 수목의 형태와
생육상태를 평가하였다.7) 이 평가를 점수별로 등급화하여 양묘가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
은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관리 방안으로서는 식재기반 향상을 위한
포트묘 재배방식과 수목 형태의 개선을 위한 지주대 작업, 식재밀도 조절, 수형 관리, 비배 관리
등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7) 평가항목 중 수목 형태에는 주간 직간성, 가지의 발달 정도, 수형, 수관 밀도를 평가하고, 수목의 생육에는 수피의 손상, 가지의
고사 정도, 병충해 유무, 수고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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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2017)은 도시 내 수목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토양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목의 건강성은 토양의 양분순환 경로의 발달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은 인공적 도시구조물이 토양 표면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자연녹지 공간은 감소하
여 새로이 녹지를 조성할 공간도 한정되어 있다. 도시 내 토양은 잦은 청소와 바람에 의해서
유기물이 토양 속으로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심만 확보해 주기만 하면 수목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다. 토심의 문제보다 토양의 질이 수목의 성장을 좌우함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는 토양의 식재기반 불량요인의 개량이 필요없는 지반, 개량하면 이용할 수 있는 지반,
개량이 곤란한 지반으로 분류하고 [그림 2-3]과 같이 토양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그림 2-3] 물리적 환경에 따른 토양관리 프로세스
자료: 박재현, 2017, 「건강한 식재기반을 위한 배합비별 토양물리화학성 관리 연구」, p.151

종합해보면, 선행 연구에서는 공원 내 수목관리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공원의 환경조절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목 관리를 통
해서 그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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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관리에서 선행 연구에게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원 내 수목의 질적인 수준이 자연
상태의 산림 내 수목에 비해서 매우 불량한 생육상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경
수목의 서식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의 열악한 생육환경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수목이
쇠퇴하게 됨에 따라 그 수목의 건강성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가지 부러짐 등으로
인하여 수목 아래로 지나가다가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에 식재 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 전정 계획도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또 기존의 근린공원 내 수목 개선 계획도 필요
하다.
둘째, 병충해 방제를 위한 관리의 일환으로서 농약을 사용하는데, 현재 제도에서는 비전문가
집단에 의한 오남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수목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부족한 것
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개별 수목
에 따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일련의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수목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
보한다면 체계적인 개선 방안도 도출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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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근린공원 수목관리 관련 제도 및 현황
1_근린공원의 수목관리 관련 법 체계
1) 관련 법
수목관리와 관련한 법으로는 [표 3-1]과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
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이 있다.
[표 3-1] 수목관리 관련 법규와 주요 내용

관련 기관
국토
교통부

산림청

녹색
도시과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도시공원의 확충, 관리
· 녹지의 확충, 관리

산림보호법

·
·
·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행위 제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장기계획 수립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제도 시행

산림
자원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
·
·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시험림의 지정

산림병해충
관리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
환경보호과

· 방제대책본부 운영
· 예비관찰조사, 신고 및 진단
· 방제사업의 시행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 생활
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생활권공원에 속하는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원녹지’ 공간의 정의에서는 도시공원, 녹지, 유
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뿐만 아니라,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49조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도시공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
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제51조에서는 수목을 포
함한 시설물의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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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시행령 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에서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는 도시공원
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반적 기준이 적용되지만, 21조에 의하면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는 공원의 점용허가나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이다. 여기에는 29조에 따르면, ‘산림의 솎아베기’도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서는 주로 유희시설과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으며, 수목의 부러진 가지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사항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 공원
내에서 부러진 가지의 낙하는 공원 이용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 보완이 되어야 한다.
② 「산림보호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산림병충해의 예찰,
방제, 담당 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2조 6의3에서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산림청장에 의해 나무의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목을 진료하고 방제하도록 하며, 주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
린공원도 수목을 진료하고 예찰, 방제하는 전문적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역할이 필
요하다. 공원 영역에까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 등의 보전·관리계획’이 있다. 근린공원은
산림자원에 속하지 않고 관할기관도 산림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
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비롯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서 다
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목이라는 같은 생명체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공원의 수목관리자는 이
법률을 참조해야 한다. 동법 제51조에서는 ‘수목 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데,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
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에 대하여는 첫째, 분포조사, 둘째,
쇠퇴원인조사, 셋째, 장·단기 보전·관리사업, 넷째, 관리·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다섯째, 관
리·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 근린공원의 수목도 올바로 관리되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수목보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산림청 관할 특별법으로서 여러 수목의 병충해 가운데 특별
히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
기 위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률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사항과 관련하여 예비
관찰조사, 역학조사, 방제사업 시행, 소나무류 이동제한, 방제방법,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단속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칙과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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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관련 지침
국내에서 공원 내 수목관리에 관련된 지침은 [표 3-2]와 같이 「도시공원관리 특별시방서(2014)」
와 산림의 수목관리에 관한 지침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2015)」, 「숲 가꾸기 설
계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2016)」이 있다.
각 지침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면, 도시공원관리 특별시방서에 따르면 조경관리와 잔디
및 수목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인력 배치 및 운영형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목관리 시 수형 조절 및 수형 다듬기, 병해충 방제, 비료
주기, 쓰러진 수목 바로 세우기, 월동 피복, 기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사항을 포함하기는
하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숲 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은 대상자체가 목재적 가치
에 있는 산림과 숲이 적용대상이다 보니 인공적으로 형성하는 근린공원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표 3-2] 국내 수목관리 관련 지침서 내용과 한계점

지침서

연도

내용

도시공원관리
특별시방서

2014

· 조경관리 업무
· 잔디 및 수목 관리
· 업무 내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2015

· 산림 관리의 기본방향
· 목재생산, 재해 방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숲가꾸기 실시

숲 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

2016

·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숲가꾸
기 관련 지침 사항
· 위험목 제거 및 미래목 선별을
위한 전문가 임용 강조

한계점
· 공원 관리 인력의 상근을 전제로 하여 관리
할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근린공원의
수목관리에 접목하기 어려움
· 일반적인 관리 사항만이 개략적으로 존재
하여 상세업무 수행 시 기준을 삼기 어려움

· 수목의 목재적 가치를 위한 육림의 지침으
로 공원에 바로 이용하기에는 수목 생육의
목적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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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체계 및 현황
1) 서울시 조례
관련된 조례로는 [표 3-3]과 같이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
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등이 있다.
[표 3-3] 서울시 수목관리 관련 조례와 주요 내용

관련기관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주요 내용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점용허가대상 녹지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녹화보급활동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나무 은행
가로수 조성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 관리(바꿔심기,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가로수의 외과수술, 토양보호 등)
가로수관리대장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유지 관리비용의 지원
보호수의 보호, 점검

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을 위한 도시녹화계획과 함께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2007년에 폐지하고, 이 조례에서 조경시설
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별표에서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
②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는 가로수 조성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가로수
의 식재 기준, 가로수의 바꿔심기,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가로수의 외과수술, 토양보호 등에
관한 가로수 관리의 내용들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가로수관리대장을 구
비할 것을 제시한다.
③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보호수의 지정, 해제, 보호수 유지 관리
비용의 지원, 보호수의 보호, 점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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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러한 조례들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처럼 직접적인 대상인 공원 내의 수목에 적용되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목이라는 공통된 대상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공원 내 수목관리에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자치구 수목관리 예산 및 인력
자치구의 근린공원에서 소요되는 수목관리의 예산과 인력을 A자치구, B자치구, C자치구를 대
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 자치구의 수목관리 예산은 [표 3-4]와 같이 공원녹지과의 총 예산에
대비하여 수목관리에 드는 비용은 평균 12.8% 수준이었다. C자치구는 약 20%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A자치구와 B자치구에서는 수목관리에 약 10% 미만의 예산이 쓰이고 있을
정도로 적게 할당되고 있다.
자치구별 근린공원면적 1㎡당 관리비용을 살펴보면, A자치구 1,067원, B자치구 534원, C자치
구 2,369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근린공원면적 1㎡당 인건비를 살펴보면, A자치구 677원,
B자치구 346원, C자치구 1,200원으로 1㎡당 근린공원의 관리비용 및 인건비는 C자치구, A자
치구, B자치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비의 세부 내역은 수목구입비(a), 녹지구입비(b), 유지관리 자재구매비(c), 위험수목 정비공사
비(d)로 구분했을 때, A자치구에서는 위험수목 정비공사비 비용이 높은 반면에, B자치구, C자
치구는 이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다.
[표 3-4] 자치구 근린공원의 수목관리 예산(예시)

자치구

관리면적 관리예산
(㎡)
(천 원)

인건비
(천 원)

공원녹지 공원면적(㎡)당 공원면적(㎡)
예산 대비 관리비용(원) 당 인건비(원)

경비(천 원)
41,850(a)

A자치구 1,907,186 2,034,318

1,332,448
(65.5%)

701,871
(34.5%)

109,700(b)
127,337(c)

9.7%

1,067

699

8.4%

534

346

18.15%

2,369

1,200

381,134(d)
5,000(a)
B자치구 1,256,960

670,634

434,634
(64.8%)

221,000
(35.2%)

160,000(b)
56,000(c)
15,000(d)
109,400(a)

C자치구 1,385,834 3,282,909

1,662,749 1,620,160
(50.6%) (49.4%)

27,540(b)
236,060(c)
-(d)

(a)수목구입비, (b)녹지장비 구매, (c)유지관리자재구매, (d)위험수목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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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수목관리의 인력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이 소수의 관리직과 다수의 계약
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기동반이 공원 여러 곳을 순환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A자치
구는 총 68개 공원을 순환관리하고 있다. B자치구는 관리사무소와 기동반 2개소가 공원을 관
리하고 있고, C자치구는 관리사무소 5개소에서 개별 권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표 3-5] 몇몇 자치구의 공원 수목관리 인력(예시)

구

인력(명)

관리 방식

관리직

계약직

A자치구

6

63

· 68개 공원 순환 관리

B자치구

6

24

· 상시 관리사무소 존재
· 상계역, 중계역에 기동반 2개소로 운영관리

C자치구

15

72

· 구내 관리사무소 5개소 존재
· 각 권역으로 나눠 분할 관리
· 관리직과 계약직이 함께 순환 관리

2) 공무원과의 인터뷰 분석
A자치구, B자치구, C자치구의 3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원녹지 담당자와 면담하여 수목관리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자치구별 인터뷰 내용은 [표 3-6]과 같다. A자치구에서는 당
해년에 관목을 발주 보식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로 민원업무 처리가
우선시 됨에 따라 수목관리는 주요 업무 처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관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B자치구는 5월에 고사목 제거와 병충해 방제는
방역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공원은 수목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관리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토사유출에 따른 수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자치구는
10월에 떨어지는 가지에 대한 점검과 병충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목관리 중에서도 관수
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설물 및 포장 등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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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수목관리 공무원 공원이용 면담

자치구

수목관리 관련 내용
· 관목 발주 보식
· 초화류 식재

A
자치구

B
자치구

C
자치구

공원관리 현황

관리비용
주요 지출사항

· 민원 처리 중심의 업무
·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수목관리 비용으
로 사용
· 교목관리(제거 및 이식) 시 기타 큰 공사
(재건축 등)가 있을 때 함께 처리를 요청
· 상반된 민원으로 인하여 수목 처리 곤란

-

· 5월 오동나무 고사목 제거
· 병충해 방지 (방역팀에서
관리)
· 중계근린공원의 경우, 수
목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민원 처리 중심의 업무
·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만 수목관리
비용으로 사용
· 인력 부족
· 공원 내 토사유출이 심한 상태이나 관리
의 손길이 못미침

· 미화관련
· 노후시설 정비사업
· 배수로 정비

· 10월 낙지 점검
· 배롱나무 병충해 점검

· 시설물 점검 및 낙엽 청소에 대한 민원
(민원 처리 중심)
· 복지 예산 증액으로 녹지 관리 예산은
삭감됨
· 관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시설물 및 포장
개선 위주의 지출

각 자치구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수목관리의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목관리의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와 같은 것들과 병충해 및 방제 등과 같은 예
방, 관수 및 토양관리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아래 근린공원 관리자 인터뷰를 살펴보면, 다양한 수목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
고, 또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을 알고 있으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가지낙하, 찢김 등이 있고, 쓰러진 수목의 위험 가능성도 있고, 구릉지 부분의 정자 있는 곳은 토양 수분이 거의
없고, 경도가 높고 뿌리 노출이 많다. 인력, 예산 등의 관리가 들어가는데, 상시담당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긴 해도
그분들이 다 못하더라. 기본적인 청소 정도만 하고, 기동반이 따로 있다. 약 3명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것을 한다. 고사목 큰 것은 별도의 공사를 한다. 위험사업 정비업체에 맡기는데, 상시에 하지는 않고, 위험
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다......위험수목 고사목 제거, 가지 우거진 곳 정지작업을 몇 곳 했다. 작년에는 안 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 할 예정이다. 예산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가지 제거 정도만 하고, 남는 예산으로 한다. ... 뿌리
가 많이 들렸다. 지금 옆의 나무에 기대고 있다. 조성된 공원이므로 작업 차량이 들어가면 기존 수목이 훼손되니까
작업을 잘 못한다. 경계면에는 올해 나무 제거작업을 했다.’ (공무원 인터뷰 중 일부 발췌)

지나가는 유모차 이용객들에게 위협의 요소가 되는 경우, 수목이 없어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하
여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배수로 정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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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정자나 의자, 놀이시설 등과 같은 시설
물들의 파손 또는 노후로 인한 교체 등은 직접 민원 대상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먼저 선행되어
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문제를 가진 수목이라 할지라도 민원이 발생한 수목을 먼저 처치하는
등 민원중심으로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각 식물의 생육상태 또
는 제거 시기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쉽게 식물을 제거 또는 조취하기가 쉽지 않다. 담당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의 생육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전문성과
DB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의 부족,
관리 수목에 비해 부족한 인력의 문제가 있고, 대형 위험 수목의 경우 기계를 사용하여 제거해
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이 필요하는 등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원 해결 위주로 처리하는 방식의 업무 시스템으로 인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위험수목 제거나 관리를 시도하더라도 수
목제거의 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 우려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은 우선 관리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
난방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 노력을 하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수목별로 DB를 구축하여 수목의 나이, 병해충 등을 푯말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개별 수목으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구획을 설정하는 등 점차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울폐율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무조건적인 수목 존치보다도
적정한 수목의 양과 규모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지침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들이
정리된다면 향후 수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시설물 등의 다른 업무에 밀리는
문제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목관리비의 주요 지출내역이 대부분 미화 관련, 시설물 개선 위주가 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수목관리 업무가 추진되기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민원 관리 측면에서만 이
루어지기 때문으로,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지침으로 시민들과 담당 공무원들
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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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수목관리 관련 해외사례
1_수목관리지침
1) 미국의 수목관리 지침
미국의 근린공원 수목관리에서는 도시별로 존재하고 있는 공원관리 부서(Park and
Recreation, P&R)에서 수립한 규정들이 있다. 또한 미국 농무성(USDA) 산하의 산림청
(Forest Service)에서는 도시내 수목에 대한 위험수목 분류와 관리에 대한 지침을 통해 수목을
관리하고 있다. 별도로 수목관리에서 전정이 필요할 때, 미국 국가 표준(American national
standard, ANSI A300)의 기준을 따라 시행한다.
(1) 도시 위험수목 관리계획(Urban tree risk management)8)
미국 농무성 산하의 산림청에서 출간한 「도시 위험수목 관리계획(Urban tree risk management)」은 수목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개선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
한 위험수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본 지침에서는 관리대상이 되는 수목을 위험수목
(Hazard tree)9)이라 하며 수목의 결함(Tree defect) 유형별로 분류하였다.10) 이에 따라 다
양한 결함이 있는 수목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논의하며, 위험수목에 대한 평가와 예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위험수목은 나무가 우거진 숲보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에서
높은 위험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공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① 이식,
② 구조적 개선, ③ 야생 상태로 돌려보내기, ④ 현장 폐쇄, ⑤ 수목의 제거라는 전략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전략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산 손실, 상해사고의
감소, 건강하고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의 생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거될 수목의 감소로 지역
수목의 안정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수목의 제거와 관리 전략 제시를 통해 각 수종의
부위별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결함을 분류하여 관측된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다. 수종별 각
부위에 발생되는 흔한 결함들은 [표 4-1]과 같이 분류하였다.

8) USDA Forest Service, 1992, 「Urban tree risk management」
9) 수목의 뿌리와 줄기 또는 가지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 수목이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재산 손실이나 신체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목을 의미한다.
10) 수목의 결함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줄기와 뿌리, 나무 가지가 심각하게 약화된 손상 또는 질병에 따라 나타나는 결함 문제와
② 열악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 문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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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수종에 따른 부위별로 나타나는 빈번한 결함의 종류

7가지 결함의 범주들

수종 그룹

부식된 나무
균열
뿌리 문제들
가지의 약한 연결
줄기내 동공
연약한 수목 세움
죽은 나무들 및 가지들

물푸레나무
(Ash)

사시나무
(Aspen)
참피나무
(Basswood)

일반적인 결함

원인

가지의 약한 연결

나무껍질과 반대 가지 패턴으로 인해
발생
다중 동시성 줄기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
오래된 줄기에서의 버섯균으로 인한
발생
동공부분에서 줄기 파열
비틀어져 줄기로 이어진 뿌리들
오래되어 크게 썩은 줄기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

연약한 수목 세움
가지 부러짐
썩음
줄기내 동공
뿌리 문제들
썩음
가지 부러짐

위와 같이 분류된, 외부로 드러나는 특징들을 기준으로 위험수목들을 파악하고, [표 4-2]와 같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위험 지역과 안전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표 4-2] 위험 지역 분류에 따른 검사시기와 방법

위험 지역
분류

색상
구분

조건

검사 시기와 방법

빨강

· 환경 : 소방 도로, 의료시설 및 대피소, 학교 운동장,
사용량이 많은 주차장
· 수목상태 : 고사된 수목, 고사직전 수목, 태풍에 의한
피해 수목, 보도블록을 뚫고 나온 뿌리를 가진 수목

· 매년
· 개별 수목에 대한 직접
적인 검사

높은 위험
지역

주황

· 환경: 정체가 심한 도로, 놀이터, 골프장,
시내버스 정류장, 공공 주차장
· 수목상태 : 노거목, 흉고직경이 큰 수목,
뿌리노출, 태풍 피해목

· 1~2년
· 개별 수목에 대한 직접
적인 검사

유의
지역

노랑

· 환경 : 2차 주행 도로, 저이용 공원, 놀이터
· 수목상태 : 종간 문제가 있는 수목, 약간 높은 밀도의
수림, 대형목

· 3~5년
· 개별 수목에 대한 직접
적인 검사

초록

· 환경 : 저이용 도로, 산림지역, 접근 제한 지역
· 수목상태 : 종간 문제가 있는 수목, 낮은 밀도의 수림

· 5~7년
· 개별 수목에 대한 직접
적인 검사 또는 자동차
를 이용한 검사

매우
높은 위험
지역

안전
지역

자료: USDA Forest Service, 1992, 「Urban tree risk management」, p.30

환경요인은 유동 인구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목
의 상태에 따라 4지역으로 분류하고 [그림 4-1]과 같이 지도화하였다. 위험지역 분류를 지도상
에 구분하여 연차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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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위험지역을 분류한 지도화
자료: USDA Forest Service, 1992, 「Urban tree risk management」, p.25

수목이 가지고 있는 결함에 따라 관리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본 지침은 수목의 수관에서부터
뿌리까지 전반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위험수목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부지에 적절
한 수종을 선정할 것과 종 다양성을 위한 적절한 식재의 재배치, 토양환경의 개선, 조도 조절,
기후에 대한 민감성 고려, 부지에 맞는 생육 방식 등을 제안한다.
잠재적 위험도가 높은 수목으로부터 공공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목 위험에 대해 전
문가 및 관리자를 지정한 뒤, 수목 위험 저감계획을 시행토록 한다. 또한 관리자는 위험수목
결함 및 특징들을 식별하고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지정된 위험 등급에 따라
시행할 검사 방법을 선정하고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전
반적인 도시녹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그림 4-2]와 같이 위험수목 관리계획과 함께 식
재계획, 전정 및 유지관리계획,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통합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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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도시녹지의 관리계획 방안
자료: USDA Forest Service, 1992, 「Urban tree risk management」, p.11

(2) 수목관리 미국 표준 지침(American national standard, ANSI A300)
수목 관리에 대한 미국 표준 지침(American national standard, ANSI A300)이 있으며, 미국
수목관리 산업협회(Tree Care Industry Association, TCIA)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전정, 토
양관리, 위험도 평가, 이식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ANSI A300 표준 지침은
[그림 4-3]과 같이 상세 작업의 흐름도에 따른 고려사항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3] 수목 전정 상세작업 계획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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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도시별 도시숲 관리계획11)
미국은 도시별로 공원유지 기준 및 수목관리 계획이 있다. City of Binghamton(2010)에 의하
면 뉴욕주의 빙햄턴(Binghamton)에서는 도시숲 관리계획(Urban Forest Management
Plan)의 일환으로서 공원 수목의 관리방안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빙햄턴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공원들의 수목 현황도(Tree Cover Map)를 제작하여 관리한다.12) 몬타나주의 보즈만
(Bozeman)도 도시숲 관리계획(Urban Forestry Management Plan)을 통해 수목을 녹지
기반시설로 여기고 관리 방식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였다.13)
샌프란시스코는 공원 유지관리 표준안(Park maintenance standards)을 만들었으며, 샌프란
시스코 휴양 및 공원국(San Francisco Recreation & Parks)의 직원들과 시민들이 공원 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4) 평가 영역을 조경 공간, 휴양지, 시설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따른 관리사항을 제안한다. 이 중 수목관리의 내용은 가지의 상태, 수목 전체
의 건강상태, 덩굴성 식물의 침입 여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나뭇가지는 흉고 직경이 4인
치(약 10cm)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 부러지거나 통행에 방해되는가를 파악한다. 수목 전체 중
10% 이하 손상이 된 수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림 4-4]와 같이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피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원경으로부터 5인치(약 13cm) 이상 올라왔는가를 판단한 뒤, 관
리 통과(PASS)와 부적합(FAIL)으로 평가한다.

[그림 4-4] 수목관리대상 평가 – 통과 수목과 부적격 수목
자료: San Francisco Recreation & Parks, 2006, 「San Francisco park maintenance standards: the
manual and evaluation form」, p.12

11) City of Binghamton, 2010, 「Urban Forest Management Plan」, New York
12) City of Binghamton, 2010, 「Urban Forest Management Plan」, New York
13) Gallatin Tree Care, 2016, 「Bozeman Urban Forestry Management Plan」, Montana DNRC
14) https://sfrecpark.org/about/park-maintenance-standard/park-maintenance-standards-and-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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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는 [그림 4-5]와 같이 「도시숲 복원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urban
forest restoration)」을 제작하여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도시숲 갱신을 제안하고 있다.15)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녹지 내에 존재하는 외래 침입종의 관리를 통한 수목의 생육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식물소재 선정, 핸들링, 식재 과정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그림 4-5] 누구나 보기 쉽게 삽화로 구성된 수목관리 및 처리과정
자료: 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 Recreation, 2014, 「Guidelines for urban
forest restoration」, New York, p.92.

2) 일본의 수목관리 지침
(1) 공원재단의 공원관리 가이드북
공원재단에서 공원관리에 관하여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원관리 가이드북(公園管理
ガイドブック)을 출간했는데, 초판(1985년), 2판(2005년)에 이어서 3판(2016년)을 출간하였
다. 본 가이드북은 공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목관
리의 법적 근거를 통해 유지 및 관리의 책임 관계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수목관리 기술을 소개
한다. 또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관리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목의 성장이나 생육 주기 특성을 파악하여 그 기능과 쾌적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이를 위한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목 조사로서 조사 항목에는 식생 현황 조사, 자연
입지 조사(수계, 지형), 수림 현황 조사(임분 구조)를 한다. 둘째, 분석 및 평가로서 보전 녹지,
활용 녹지, 휴양 녹지에 대한 항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셋째, 보전 및 활용 정책 구축이다.

15) https://www.nycgovparks.org/pagefiles/84/guidelines-to-urban-forest-restor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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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래의 모습, 즉 목표 식생을 통해 관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이로써 수목 관리의 목표
와 수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2) 사이타마시의 공공용지의 수목 관리 가이드라인16)
시 단위에서도 공원을 포함한 도시 내 수목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발간
된 사이타마시의 「공공용지의 수목 등의 관리 가이드라인」은 공공용지에 위치한 수목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내용과 수목의 성질에 따른 전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사목과 같이 문제되는
수목의 대책, 수목의 역할과 기본 방침, 녹지의 기능과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적인
광조건과 수림 밀도 조절과 같은 관리 방법에서부터 개별 수목의 계절별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4-6]은 전정으로 울폐율을 조절하여 빛의 투과율을 높이고 중심
가지의 생육을 도운 결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 울폐율을 조절하기 위한 전정 시행 전과 후
자료: さいたま市, 2016,「公共用地における樹木等の管理ガイドライン」, p.11

3) 기타
(1) 영국의 위험수목의 관리계획 지침17)
영국의 도시공원은 버킨헤드 공원을 시작으로 19세기 후반부터 공원조성 사업이 시행되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개방한 8개의 왕실정원을 제외한 기타 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국가 수목 안전 그룹(the National tree Safety Group, NtSG)에서 위험수목의 관리계
획 지침(Common sense risk management of trees)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수목 소유자, 관
리자와 평가집단을 위한 수목 및 공공 안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6) https://www.city.saitama.jp/001/010/019/001/p012111.html
17) National tree Safety Group, 2011, 「National tree Safety Group Common sense risk management of tree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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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생활권 내의 위험 수목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알려서 위험 수목 선별과 관리를
올바르게 하는 전략을 다루고 있다. 수목에서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다룬
다. 본 지침의 목표는 첫 번째로 수목관리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인식하고 관리의 필요성
및 사고 책임을 위한 규정을 제안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안전 당국과 법원이 수목의 가치와
수목 관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수목의 특징을 제시하고 수목의 소유 주체별로 관리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수목 안전 관리의 핵심을 3단계로 제안한다.
1단계) 조닝: 관리 주체별(소유주 파악) 공간 구분을 인식함.
2단계) 점검: 전문가에 의한 전체수목의 공식적 검사,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 감시, 전문가에
의한 특정 수목 위주의 상세 검사의 3가지 검사 방식으로 수목 외관의 결함을 점검함.
3단계) 위험 관리: 위험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을 위한 작업을 수행함.
(2) 독일의 수목관리 지침
독일에서는 도시 전체를 방형으로 구획한 뒤, 각 구역 내에 있는 수목을 관리한다. 구획별 수목
에 대한 정보(DB)가 상세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개별 수목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다(주효진, 2012). 독
일 공업 규격 위원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의 규정에 따라 2006년에 수목
관리 정책집(Baumkontrollrichtlinien)이 출간되었으며, 최근 2017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본
지침서 내용은 수목의 식재부터 수관, 가지, 수피, 뿌리까지 전반적인 관리 기술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독일의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안드레아스 롤로프(Andreas roloff)는 수목관리의 전반
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도시 수목 관리(Urban Tree Management, 2016)를 출간하였다. 도시
내 서식하고 있는 수목의 중요성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다뤘으며, 도시 수목의 특징과 생물학
적, 형태적 특성과 가뭄과 같은 환경에 대한 적응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시 수목이
가진 병리학적 측면과 구조 진단을 통해 수목의 유지 관리 기술을 언급한다.
(3) 싱가포르의 국가공원위원회 활동18)
싱가포르는 1975년에 ‘공원 및 수목관리법(Parks and Trees Act)’을 수립함으로써 수목 관리
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놓았다. 수목관리의 주체는 국토개발부 산하에 있는 국가공원위원회
18) https://www.nparks.gov.sg/

36 / 서울시 근린공원의 수목관리 개선방안

(National Parks Board, NParks)에서 수목 관리 및 자연 보전을 주도하고 있다. 엔파크스
(NParks)는 300여 개의 공원과 4개의 자연보호 구역 및 광범위한 가로 녹지를 관리하고 있으
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전문가들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수목관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방문객이 많은 지역의 수목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에 참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사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필요한 경우에 수목이 강
풍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수관을 자르기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공원 및 수목 조례’에 따르면,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생명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지역에 있는 나무는 공원녹지과(Parks and
Recreation)의 감독관이자 국가공원위원회(NParks)의 부국장의 판단하에 위험지구 소유주에
게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을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벌목을 시키기도 하며,
위험 수목의 경우는 감독관의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국가공원위원
회(NParks)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경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도시 녹화 및 생태 센터’를 2007년에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 훈련 기관이다. 여기서 싱가포르 조경기술 전문자격 제도(The Landscape Singapore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 System)를 운영하며, 조경직 업무에 대한 국가 직업 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공원위원회(NParks)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원예 문화를 육성하는 프로젝
트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에 대한 경험을 통해 녹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도시의 정원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 참여 운동을 시도하여 시민들이 공원 조성
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8,0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그중 일부는
국가공원위원회(NParks)의 공원조성 방침에 적용되었다.

2_근린공원 수목관리 사례
1)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우스공원(South Park)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목 평가와 유지관리(Tree assesments and management) 계획에 따라서 공원 내 수목을 관리하고 있다. 수목 보전 적합성 평가에 따른 수목관
리의 방향을 설정한다(San Francisco Recreation & Parks Department, 2015). [표 4-3]과 같이 평
가표의 항목은 수종, 흉고직경, 위치, 수령, 상태, 보전 적합성, 위험 등급 등이다. 이렇게 조사
된 수목의 상태에 따라 보전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좋음(Good), 보통(Moderate),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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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으로 구분한다. 해당 수목이 좋음(Good) 보전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이 좋고,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체로 보통(Moderate) 판
정을 받은 수목은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병해가 발생한 수목이다. 이는 개선을 위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의 평가이다. 짧은 수명을 가진 수목은 대체
로 보통(Moderate)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쁨(Poor) 평가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활력도가 매우 나쁜 상태의 수목으로서 개선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반영된다.
[표 4-3] 수목 보전 적합성 평가 내용의 일부
상태
보전
0=죽은 것
적합성
5=뛰어남

위험 등급
2012
대상
등급

수목
번호

수종

흉고직경
(인치)

위치

수령
(Age)

1

American elm

21

가로

성숙목

4

보통

가지

주차장

7

7

2

London plane

24

가로

성숙목

4

좋음

가지

주차장

7

7

3

London plane

14

가로

성숙목

3

보통

가지

주차장

6

6

부위

2015
등급

...

자료: San Francisco Recreation & Parks Department, 2015, 「Tree Assessment South Park」, p.11

[그림 4-7]은 사우스 공원의 일부지역에 있는 수목 평가 예를 보여준다. 전체 수목 중 총 5그루
가 좋음, 32그루는 보통, 나머지 15그루는 나쁨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된 수목들은 수목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개선 방향성을 설정하고 위험 수목의 관리 전략이 마련된
다. 상태가 심각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수목을 제거한 뒤 보식한다.

[그림 4-7] 보전 적합성 평가에 따른 수목현황도
자료: San Francisco Recreation & Parks Department, 2015, 「Tree
Assessment South Park」,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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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시드니의 슐레 기법
호주 시드니시는 오래된 공원의 수목 보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슐레(SULE : Safe Useful Life
Expectancy, 안전하게 이용할 예상 수명의 수목)19) 기법을 활용한 공원 내 수목 관리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는 해당 공원 내 수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있고, 절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기법은 198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고안
된 것이며, 1993년 Arboricultural 저널에 실렸으며, 1995년 미국 캐롤라이나 ISA 컨퍼런스에
서 소개되었다. 이 기법은 수종의 수명 기준으로 하여 그 아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과
시각적 어메니티를 중시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개발된 이후 미국에서 좀 더 발전시켰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중심 업무지구 근처에 위치한 하이드 파크는 19세기 말에서 20
세기 사이에 조성된 매우 오래된 근린공원이다. 공원의 역사와 함께 크게 성장한 수목은 1세기
이상의 수명을 가진 노거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에 수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원관리 계획을 통해 수목 관리의 명확한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원 관리 계획
에서 [그림 4-8]과 같이 SULE 기법을 통해 수목 교체가 필요한 공간을 선정한 뒤 환경 적응종
을 비롯해 경관적·기능적 측면을 충족하는 수종을 분류한 뒤, 향후의 생장 크기를 고려한 식재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이드 파크의 수목관리 계획에서는 수종별 수형과 잎 모양, 과실 유무,
문화적 상징성으로 세분하였고 공간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병충해와 물리적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술을 제안하며 가지치기(전정), 토양 표면 덮기(mulching, 멀칭),
관수 및 식물에 거름주기(비배) 등의 지침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다.

19) SULE란 Safe Useful Life Expectancy의 약자로서 Jeremy Barrell(1996)이 개발한 수목관리 기법으로서, 수목의 기대 수명에 따라
얼마나 안전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평가항목은 5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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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슐레(SULE) 기법에 따른 수목 분석

슐레의 평가 등급은 다섯 개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해당되는 수목은 다음과 같다.
① 1등급: 장기 SULE
- 4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수목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서 공원 내 보존될 수 있는 수목 :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수목, 미미한 손상 및 결함은 교정 및
관리 기술로 장기 보전에 적합할 수목, 역사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수목 등
② 2등급: 중기 SULE
- 15~40년의 수령을 가진 수목으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목 : 40년
이상 생존할 수는 있지만 공원의 개선을 위해 제거가 가능한 수목, 정상적인 관리과정에서 안전
상의 문제로 제거될 수도 있는 수목,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어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수목이
며, 관리를 통해 중기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수목 등
③ 3등급: 단기 SULE
- 5~15년의 수령을 가진 수목으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목 : 15년
이상 생존할 수는 있지만 공원 개선을 위해 제거가 가능한 수목, 15년 이상 생존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관리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제거될 수 있는 수목,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어서 손상
되거나 결함이 있는 수목이며, 교정 관리를 통해 단기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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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등급: 제거
- 향후 5년 이내에 제거가 필요한 높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수목: 고사목(枯死木)20), 질병
및 피압21)과 같은 환경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수목, 죽은 수목과 인접하여 생존하고 있어 불안
정한 수목, 훼손 및 상처를 입어서 구조적 결함과 조잡한 형태를 가진 수목, 훼손되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목 등
- 위의 상황에 따라 제거된 수목 주변에 남겨진 수목으로서 식재구조상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위험수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수목
⑤ 5등급: 작고 어린 수목들
- 높이가 5m 미만인 수목 또는 15년생 이하의 수목 중 높이가 5m 이상인 수목

20) 수명이 오래되어 죽었거나, 병해로 인해 훼손된 수목
21) 나무들 간의 경쟁에서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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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시 공원의 수목관리 현황 분석
1_분석방법
1) 조사대상
(1) 조사대상 공원 선정
2017년 현재 서울시에 조성된 근린생활권형 근린공원은 211개, 도보권 근린공원은 42개,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은 64개, 광역권 근린공원은 8개로서 전체 325개소, 39,622,248㎡이며, 전체
공원면적 대비 약 25.5%를 차지한다. 분포는 [그림 5-1]과 같다.22) 현재 자치구별 근린공원의
수는 [그림 5-2]와 같이 강남구가 51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다음은 송파구 45개
소, 노원구 23개소 순이다.

[그림 5-1] 서울시의 근린공원 분포도

22) 자료: 「2017년 공원 현황」, 서울시

05 서울시 공원의 수목관리 현황 분석 / 43

전체 근린공원 중 조성된 지 약 20년 이상 된 공원은 [그림 5-3]과 같이 139개소로 전체 공원의
약 65%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공원 현황」에서 조성연도가 적혀있지 않은 공원들도 83개소나
되기 때문에 약 20년 이상 된 공원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림 5-2] 자치구별 근린공원 수

[그림 5-3] 조성연도별 근린공원 수

(2) 선정 조건
연구대상지는 다음 4가지의 조건을 통해 선정하였다. 첫째, 조성연도 20년 이상의 공원이다.
오래된 공원은 노거수 및 수목 밀도 문제가 있으므로 수목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
에서이다. 둘째, 산지형과 평지형을 모두 포함한 공원이다. 이를 조건으로 한 것은 다양한 공원
환경이 고려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조건에서의 관리방향을 도출하고자 해서이다. 셋째, 규모는
1.5만~4만㎡의 규모로 제한했다. 이는 공원 규모가 4만㎡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공원이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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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어서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부분이 많다. 반면 1만㎡ 이하의 규모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목관리에 많은 수고가 필요치 않은 면이 있다. 넷째, 공원 재조성이 최근 있었는
지 여부이다.
(3) 선정 대상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한 공원들을 1차로 선정하였다. 현장답사 및
관련공무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표 5-1]과 같이 5개소의 공원(강남구의 늘벗근
린공원, 노원구의 온수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송파구의 개롱근린공원과 거여근린공원)을 조
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5-1]에서 제시된 서울시 근린공원 분포를 살펴보면 강남구, 송
파구, 노원구에 많은 근린공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 자치구 내의 공원 선정이 의미가 있다.
[표 5-1] 선정 대상지

구분

공원명

면적
(㎡)

조성
연도

구분

재조성연도

지형특성

특이사항

강남 늘벗근린 19,812 1987 아파트 단지

· 2009년 1월
정비사업 실시
· 2016년 족구장

평지형

· 스타숲으로 조성:
트리플래닛(사회적 기업)

노원 온수근린 17,946 1989 아파트 단지

-

산지형

-

노원 중계근린 22,727 1990 아파트 단지

-

평지형

· 공원 중앙에 큰 광장
· 주변 식생이 많은 편임

송파 개롱근린 21,544 1992

근린주구 · 2005년 재조성

산지형

-

송파 거여근린 16,185 1988

근린주구 · 2008년 재조성

평지형

· 운동장이 공원의 1/3 면적

2) 조사방법
(1) 정보 유형별 조사방법
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선상 조사, 점상 조사, 표준지 조사로 구분한다. 선상 조사 시에는 각
수목의 특성 및 기능, 특이사항에 관하여 조사한다. 점상 조사 시에는 지점별 내용을 기록한다.
표준지 조사 시에는 공원 면적의 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내에서
수목 조사를 진행하여 수목의 특성을 조사한다. 이러한 표준지는 공원별로 5~7개를 조사한다.
[그림 5-4]와 같이 공원 조사대상지에 대한 현황파악, 현장조사, 조사 후 자료정리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목측량을 위한 흉고 직경자, 측량자, 토양상태 파악을 위한 토양 경도계, 토양산도
수분계, 측고기 등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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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현장조사 단계

(2) 조사 시기와 조사 내용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자 생명의 숲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하였다. 2017년
9월 11일 ~ 2017년 9월 30일 총 5회에 걸쳐서 각 공원별로 현장조사를 하였다.
현황 조사는 [그림 5-5]와 같이 근린공원에 식재된 수목의 특성, 수목 간의 관계, 수목의 식재
기능, 기반 환경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그림 5-5] 현장조사 내용

(3) 수목의 특성 조사
근린공원 내 수목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자 수목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항목은 [그
림 5-6]과 같이 총 9개의 항목으로서 수종, 수고, 흉고직경, 수관 폭, 역지고23), 지하고, 수형,
활력도, 병충해이다. 표준지는 [그림 5-7]과 같이 10 x 10m의 크기로, 전체 공원 면적의 3%를
대상으로 표준지 개수를 선정한다.
23) 역지고(力枝高)는 수목의 가장 큰 가지가 있는 부위까지의 수직 높이(m)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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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표준지 설치(10 x 10m)

[그림 5-6] 수목 주요 특성 인자

수형 조사에서 수형의 등급은 [표 5-2]와 같이 수목의 수고, 역지고, 굽음 정도 및 부패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수목의 굽은 정도(%), 부패도 유무는 육안으로 측정한다.
[표 5-2] 수형 구분표

코드

1

2

3

구분

1급목

2급목

3급목

구분기준
소경목

수간(樹幹)이 곧고 끝이 부러진 바 없으며,
굽음 정도가 25% 이하로서 부패가 없는 입목

중경목

수간이 곧고 역지고(力枝高)가 4m 이상이며,
굽음 정도가 25% 이하로서 부패가 없는 입목

대경목

수간이 곧고 역지고(力枝高)가 6m 이상이며,
굽음 정도가 20% 이하로서 부패가 없는 입목

소경목

수간이 곧고 끝이 부러진 바 없으며,
굽음 정도가 50% 이하로서 부패가 없는 입목

중경목

역지고(力枝高)가 4m 이상이나 굽음 정도가 100% 이하이고,
부패가 경미한 입목

대경목

역지고(力枝高)가 4m 이하로서
부패는 역지고 재적의 30% 미만인 입목

1급 및 2급에 속하지 않는 입목과 피압목(被壓木) 전부

자료: 삼림조합중앙회, 2017, 「국가산림자원지침서」, p.15

수고 대비 지하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전체 수고(樹高)에서 수관(樹冠)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표 5-3]과 같이 활력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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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활력도 구분표

코드

구분

판정 기준

1

건강

· 수목이 건강한 상태로서 죽은 주가지가 없음
· 수관이 임분 상태에서 정상이며 주가지 또는 주가지 가장자리의 잔가지와 잎의 죽은 비율이
10% 이하 또는 잎의 변색률이 10% 이하

2

중간

· 주가지의 치사율, 주가지 가장자리의 잔가지 치사율, 잎의 변색률이 수관의 26~50%
· 죽은 가지로 인하여 잎이 없는 주가지 또는 수관 부분이 50% 정도

3

쇠퇴

· 주가지의 치사율, 주가지 가장자리의 잔가지의 죽은 비율, 잎의 변색률이 수관의 50%
이상이지만, 앞으로 수목이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 가능할 경우
· 죽은 가지로 인하여 잎이 없는 주가지 또는 수관 부분이 50% 이상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2016,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보고서」, p.21

(4) 수목의 식재 기능 및 수목 간 관계 조사
수목의 식재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복목(倒伏木)24) 및 가지 낙하의 유무, 꽃가루 알러지
유발 가능성, 교육적·경관적 기능 유무를 파악하였다. 수목의 주가지나 잔가지의 피해로 인해
이용객에게 위험을 줄 만한지를 조사하였다.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수목은 「한반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가이드북, 2015 국립생물자원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수종의 포함 여부를 판
단하였다. 교육적 기능은 수목의 팻말, 해설판 등으로 환경교육 수목 상황을 조사하였다. 경관
적 기능은 사계절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수목인지를 조사하였다.
울폐도25)는 수목의 수관폭 긴변과 짧은변 길이의 평균값을 수관면적으로 계산한 후 표준지 면
적에 대한 울폐도(%)로 계산하였다. 도시숲에서의 식재밀도에 따라서 울폐도 30~70% 범위 내
에서의 적합성 유무를 파악하였다.
(5) 토양 및 수문 환경 조사
공원은 이용객들의 답압에 따라서 토양경도가 높아지고, 이는 수목의 생육불량 원인이 된다.
[표 5-4]에 따르면, 토양경도 지수 23~27㎜에서는 식물 생육에 장해를 받으며, 27~30㎜ 이상
이면 너무 단단하여 식물 뿌리의 침입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경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
림 5-8]과 같은 토양경도계와 [그림 5-9]와 같은 토양산도수분계를 활용하였다. 수문환경 조
사를 위해 공원 내 물고임 흔적을 조사하였다.

24) 수목이 쓰러져 있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목을 의미한다.
25) 울폐도는 조사 면적 내에 식재된 수목들의 수관으로 인하여 임지가 덮여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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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토양경도계

[그림 5-9] 토양산도수분계

[표 5-4] 토양경도와 식물생육관계

경도(㎜)

식물의 생육

28.0 이상

수목의 뿌리 활착 어려움

14.0~28.0

잔디의 생육 불가능

9.4~14.0

수목의 생장 저하

5.8~9.4

나지화의 시작

3.6~5.8

수목의 생육에 적합

1.5~3.0

잔디의 성장에 적합

0.8 이하

빗물에 의한 침식 붕괴 시작

2_공원별 수목관리 현황
(1) 늘벗근린공원 수목현황 조사
늘벗근린공원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1번지에 위치한다. 1987년에 조성되어 32년이 경과하
였는데 2009년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설이 재정비되었다. 면적은 19,812㎡이며, 인근
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중학교, 양재천이 인접해 있고 공원 한가운데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조성 시기가 오래된 만큼 대형 수목들이 쉽게 관찰되고 이용성이
높다.
① 수목특성 조사
공원 면적(19,812㎡)의 3%에 해당하는 10m x 10m 규격의 표준지 5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5-10], [그림 5-11] 참조). 표준지 5곳은 수목이 주로 식재된 공원 주변부와 활동량이
많은 운동장 주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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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늘벗근린공원의 표준지 위치

[그림 5-10] 늘벗근린공원의 항공사진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자료: 다음 지도(http://map.daum.net)

표준지 5곳의 수목은 [표 5-5]와 같이 총 44본으로 Wp1 - 7본, Wp2 - 8본, Wp3 - 10본,
Wp4 - 9본, Wp5 - 10본이 조사되었다. 수종은 총 12종이며, 느티나무가 22.8%로 가장 많은
본수가 식재되어 있고, 그다음은 소나무와 잣나무(13.6%) 순으로 식재되어 있다.
[표 5-5] 늘벗근린공원의 표준지 내부 수종 본수와 비율

구분

본수

비율(%)

감나무

2

4.5

계수나무

4

9.1

느티나무

10

22.8

단풍나무

1

2.3

돌배

2

4.5

메타세콰이어

4

9.1

소나무

6

13.6

은행나무

1

2.3

잣나무

6

13.6

중국단풍

4

9.1

칠엽수

1

2.3

회화나무

3

6.8

합계

44

100

[표 5-6]과 같이 조사된 전체 수목에 대한 수고 평균은 12.6m로 최대값은 24.0m, 최소값은
5.0m로 측정되었다. 흉고직경 평균은 24.8cm로 최대값은 60cm(느티나무), 최소값은 8cm(돌
배나무)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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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늘벗근린공원의 표준지별 수고 및 흉고직경 평균

구분

수목수(본)

수고 평균(m)

흉고직경 평균(cm)

표준지 1

7

8.0

21.4

표준지 2

8

11.9

25.9

표준지 3

10

16.8

29.0

표준지 4

9

13.0

24.9

표준지 5

10

11.8

22.0

전 체

44

12.6

24.8

경급분석 결과 소경목(20.5%), 중경목(40.8%)과 대경목(34.1%)로 나타났으며, 중경목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목의 활력도는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형질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형질 등급은 [표 5-7]과 같이 19본의 수목이 1등급의 형질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이와 비슷하게 40.9%에 해당하는 18본이 3등급의 형질을 갖고 있다.
[표 5-7] 늘벗근린공원의 수목의 경급 및 형질등급

구분
경급

본수
15

34.1

중경목

18

40.9

소경목

11

25.0

합계
형질
합계

비율(%)

대경목

44

100.0

1급

19

43.2

2급

7

15.9

3급

18

40.9

44

100.0

한편 27.3%에 해당하는 12본의 수목에서 부패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수목의 예는 [그림
5-12]와 같다.

[그림 5-12] 부패된 수목과 형질등급 3등급 감나무
촬영일자: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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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의 경우 15m를 초과하는 수목은 14본(31.8%)이 분포하고 있고,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수목이 10본(22.7%), 5m 초과 ~ 10m 이하 범위의 수목이 19본(43.2%) 분포하고 있었
다. 이에 65.9%가 5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1.8%가 15m
초과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하층식생은 산책로에 근접하여 회향목과 화살나무, 쥐똥나무들이 약 30~50cm 높이로 분포하
고, 나무수국이 1m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초화류는 맥문동, 조릿대, 비비추가 식재되어
있다. 층위에 따른 종별 분포는 15m 초과 범위에 4종(23.5%),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5종(29.4%), 5m 초과 ~ 10m 이하 범위에 8종(47.1%)이 분포하고 있어서 23.5%가 15m 초과
범위에 있고 76.5%가 5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분포한다.
② 수목기능 조사
수목의 안전기능, 교육적·경관적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가지 낙하와 알레르기 유발
수목 존재 여부로 안전기능을 파악하였다. 가지 낙하 현상이 있는 수목을 관찰하다 보니, 부러
진 가지가 걸려있어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림 5-13]과 같이 느티나무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은행나무와 소나무류의 꽃가루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목인
데, 공원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그림 5-13] 느티나무에 걸려 있는 부러진 가지
촬영일자: 2017년 9월 11일

「한반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가이드북」에 따르면, ‘은행나무, 소나무류의 꽃가루에 대한 피
부 반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을 일으키는 인자’가 되고
있지만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26)

52 / 서울시 근린공원의 수목관리 개선방안

둘째, 공원 내 수종파악을 위한 팻말도 없고 생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교육적
기능이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 유치원 단위의 야외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스타숲에서는 수목 및 다양한 관목 초화류들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 기능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 경관적 측면에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철쭉류, 벚나무가 일부 구역에 식재
되어 있고, 사철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침엽수류, 단풍이 드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느티나무
가 공원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③ 수목관계 조사
중경목 이상 수목의 수관 넓이를 측정하여서 산출된 평균 울폐도는 67.1%였다. 이는 조경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울폐도 30 ~ 70%27)에 적합한 수치지만, 표준지 1번의 경우 게이트볼
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울폐도가 39%로 매우 낮다. [표 5-8]과 같이 표준지 1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울폐율은 대부분 높다. 평균 울폐율은 90.1%이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특히,
공원 입구 쪽의 표준지 2번은 95.8%로서 햇빛이 하층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표 5-8] 늘벗근린공원의 울폐율

구분

울폐도(%)

밀도
(본/100㎡)

비고

표준지 1

39.0

7

-

표준지 2

95.8

8

-

표준지 3

94.0

10

-

표준지 4

91.6

9

-

표준지 5

82.5

10

-

평균

90.1

9

표준지 1 제외값

④ 수목기반환경 조사
토양환경의 경우 측정값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5개 표준지별로 습도와 산도를 각각 3회, 경도
를 6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했다. 각 표준지별 측정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토양
습도는 43.3 ~ 56.7%이며, 표준지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 토양 산도는 모든 측정지에서 pH6.8
~ 6.9의 분포로 전반적으로 중성 토양이다. 중성토양(pH6.5 ~ 7.0)은 양분의 유효도가 높아서
수목의 생장에 적합하다.

26) 국립생물자원관, 2015, 「한반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가이드북」, p.17, 25
27) 국토교통부, 2016,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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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부 표준지 토양 경도는 16.3 ~ 21.3㎜의 분포로 식물 생육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공원
주변부보다 이용객의 이동이 잦은 운동장 주변을 따로 측정해본 결과 24.0 ~ 32.0㎜의 경도값
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식물생장에 어려운 값이다.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도 중요할 수 있지
만, 답압으로 인한 수목의 생장 불량위험이 있으므로 출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문환경에서
공원 내 물고임 흔적을 살펴보았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표 5-9] 늘벗근린공원의 토양환경 조사 결과

표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측정횟수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습도(%)

산도(pH)
45
45
40
43.3
45
35
55
45.0
45
58
60
54.3
35
65
50
50.0
55
60
55
56.7

경도(㎜)
7
6.8
7
6.9
7
7
6.6
6.9
78
6.8
6.8
6.9
6.8
6.6
6.4
6.6
6.8
6.8
6.8
6.8

21
15
17
18
18
17
17.7
15
22
18
16
19
20
18.3
21
15
14
16
17
17
16.7
23
20
21
22
19
23
21.3
17
14
18
18
16
1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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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결
늘벗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고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가 주로
서식하고 있다. 경도는 중경목과 대경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목의 활력도도 우수하다. 그러나
형질 등급이 낮은 수목, 부패된 수목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바닥에 떨어진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가지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 그 아래를 지나
다니는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있다. 대부분 가지가 큰 교목에서 떨어진 가지들
이라서 이를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관할 관리구청에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
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본 대상지의 울폐율은 대체로 높으며, 가장 높은 곳은 95.8%의 울폐율을 보이고 있다. 울폐율
에 비해서 식재 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대부분의 수목이 넓고 조밀한 수관을 가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관밀도가 높으면 햇빛이 하층에 서식하는 식생대로 유입이 되지 않아
생육장애가 생기게 되며, 다층구조의 건강한 식생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단일구조의 식생대로만
유지된다. 가지낙하율도 높아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울폐율 조절이 필요하다.
이용객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답압으로 인하여 토양상태가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이 다른 곳의 수목에 비해 작고, 생육의 장애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은 보행동선 이외의 수목 주변 접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산책로 가장자리
부분 하층에만 철쭉류 등을 식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하층 관목류를 보완 식재할 필요가 있
다. 이로써 공원 내 사계절의 변화를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식재 수종으
로 꽃나무류나 침엽수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2) 거여근린공원 수목현황 조사
거여근린공원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88년에 조성되어 31년 된 오
래된 공원이다. 면적은 16,185㎡이며 인근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가운데 운동장이 넓게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이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
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① 수목특성 조사
공원 면적(16,185㎡)의 3%에 해당하는 10m x 10m 규격의 표준지 5곳을 선정하여 수목이 주
로 식재된 공원 주변부와 활동량이 많은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였다([그림 5-14], [그림 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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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거여근린공원의 항공사진

[그림 5-15] 거여근린공원의 표준지 위치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자료: 다음 지도(http://map.daum.net)

표준지 5곳의 수목은 [표 5-10]과 같이 총 45본으로 Wp1 - 9본, Wp2 - 7본, Wp3 - 11본,
Wp4 - 7본, Wp5 - 9본이 조사되었다. 수종은 총 5종이며, 중국단풍이 44.4%로 가장 많은데
북측에 이열로 열식되어 있다. 그 외에 은행나무(28.9%), 느티나무(11.1%), 잣나무(11.1%) 순
이다. 대체로 공원 주변부에 집중적으로 많다.
[표 5-10] 거여근린공원의 표준지 내부 수종 본수와 비율

구

분

본수

비율(%)

느티나무

5

11.1

은행나무

13

28.9

일본침엽수

2

4.4

잣나무

5

11.1

중국단풍

20

44.4

합계

45

100.0

[표 5-11]과 같이 조사된 전체 수목에 대한 수고 평균은 10.7m로 최대값은 14.0m, 최소값은
5.0m로 측정되었다. 흉고직경 평균은 25.9cm로 최대값은 52cm(은행나무), 최소값은 12cm
(중국단풍나무)로 측정되었다.
[표 5-11] 거여근린공원의 표준지별 수고 및 흉고직경 평균

구분
표준지1

수목수(본)

수고 평균(m)
9

흉고직경 평균(cm)
10.1

18.4

표준지2

7

11.7

27.4

표준지3

11

10.0

26.6

표준지4

7

9.0

25.1

표준지5

9

12.2

30.7

전 체

43

10.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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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급분석 결과, [표 5-12]와 같이 소경목(8.9%), 중경목(68.9%)과 대경목(22.2%)로 나타났으
며, 중경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질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44.4%에 해당하는 20본의
수목이 1등급의 형질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반대로 42.2%에 해당하는 19본이 3등급의
형질을 갖고 있다([그림 5-16 참조]). 병충해는 22.2%에 해당하는 10본의 수목에서 부패가 발
견되었다.
[표 5-12] 거여근린공원의 수목의 경급 및 형질등급

구분

본수
대경목
중경목
소경목

경급
합계

1급
2급
3급

형질
합계

비율(%)
10
31
4
45
20
6
19
45

22.2
68.9
8.9
100.0
44.4
13.3
42.2
100.0

[그림 5-16] 부패된 수목과 형질등급 3등급 느티나무
촬영일자: 2017년 9월 5일

층위의 경우 15m를 초과하는 수목은 없고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25본(55.6%), 5m
초과 ~ 10m 이하 범위에 19본(42.2%)이 분포하고 있었다. 97.8%가 5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분포하는 것이다. 하층식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구간에 철쭉 등이 약 30 ~
50cm 높이로 분포하고 있다. 층위에 따른 종별 분포는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4종
(40.0%), 5m 초과 ~ 10m 이하 범위에 5종(50.0%)이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종이 5m
초과 ~ 15m 이하이므로 층위별 수목 본수와 종수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② 수목기능 조사
첫째, 가지 낙하의 경우 부러진 가지들이 다른 가지에 걸려 있었으며, 산책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상해 사고가 예상된다. 은행나무는 꽃가루에 대한 피부반응을 일으키는 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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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에서 종종 발견된다. [그림 5-17]은 부러진 가지로 인한 위험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5-17] 은행나무에 걸려있는 부러진 가지
촬영일자: 2017년 9월 5일

둘째, 공원 내 수목에 관한 안내판이나 수종 파악을 위한 팻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나 유치원 단위로 공원에서 야외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관적 측면에서는 봄
에 꽃이 피는 철쭉류가 일부 구역의 하층부에 식재되어 있고, 가을철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와 빨갛게 물드는 단풍나무들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경관적 요소가 되고 있다.
③ 수목관계 조사
중경목 이상의 수목의 수관 넓이를 측정하였으며, 산출된 평균 울폐도는 45.4%였다([표 5-13]
참조). 이는 도시림의 울폐도 30 ～ 70%의 기준에서 다소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표준지 5의
경우에는 91.1%로서 매우 높은 울폐율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정문과 공원의 출입구가 맞닿
아 있는데, 학생들의 출입이 많기 때문에 밀도 조절이 시급하다. 또한 표준지 3과 표준지 4의
경우 매우 낮은 밀도의 울폐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곳에는 추가적인 보식이 필요하다.
[표 5-13] 거여근린공원의 울폐율

구

분

울폐도(%)

밀도(본/100㎡)

표준지 1

30.8

9

표준지 2

52.7

7

표준지 3

29.7

11

표준지 4

22.8

7

표준지 5

91.1

11

평균

45.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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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목기반환경 조사
토양 습도는 [표 5-14]와 같이 구역별로 편차가 컸으며, 32.3 ~ 62.3%로 나타났다. 토양 산도
는 모든 측정지에서 수목의 생장에 적합한 정도의 pH6.5 ~ 6.9의 중성 토양이다. 토양 경도는
15.3 ~ 22.5㎜의 분포로 식물 생육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공원 주변부보다 이용객의 이동이
잦은 운동장 주변인 표준지 4번의 경우는 식물생장에 어려운 상태로서 단단한 22.5㎜의 경도값
이 측정되었다. 공원 내 물고임 흔적 등의 수문환경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⑤ 소결
거여근린공원은 단일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표준지의 절반 정도가 중국단풍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이 외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잣나무가 주로 식재되어 있다. 다양한 수종의 갱신이 필요
하다. 중경목이 대부분이며 활력도는 우수하다. 그러나 형질등급이 낮은 수목들과 부패된 수목
들이 쉽게 발견되어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
부러진 가지들이 다른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채로 방치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잠재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부러진 가지에 대한 처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대상지 내의 수목 울폐율은 대체적으로 낮다. 그러나 공원 출입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91.1%의 울폐율을 가지고 있다. 안전 차원에서도 울폐율 조절이 필요하다.
이용객의 통행이 잦은 곳은 답압으로 인하여 토양이 불량한 상태이다. 이곳의 수목은 수고나
흉고직경이 작고 생육 장애가 있다. 이곳에 대한 이용객의 출입 자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산책로 가장자리 부분 하층에만 철쭉류 등을 식재하였는데, 전반에 걸쳐 하층에 관목류를 보완
식재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 내 사계절의 변화를 이용객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향후 식재
수종으로 꽃나무류를 식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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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거여근린공원의 토양환경 조사 결과

표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측정횟수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습도(%)
60
70
20
50.0
20
52
25
32.3
30
48
41
39.7
50
62
75
62.3
55
39
40
44.7

산도(pH)

경도(㎜)
6.8
6
7
6.6
7
6.8
7
6.9
6.8
6.6
6.8
6.7
6.9
6.5
6
6.5
6.7
6.8
6.6
6.7

19
20
22
22
23
27
22.2
18
12
21
11
19
11
15.3
19
9
21
22
25
23
19.8
22
23
24
24
19
23
22.5
12
26
21
20
20
19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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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롱근린공원 수목현황 조사
개롱근린공원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95번지에 위치한다. 1992년에 조성되어 27년 된 공원
이며, 2005년에 재정비되었다. 면적은 21,544㎡이고 나지막한 지형을 가진 산지형 공원이다.
인근에 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공원 내에 작은 규모의 운동장,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생태놀이터 등의 다양한 체험 시설이 있다. 인근 주민들의 이용성이
높고, 조성시기가 오래된 만큼 대형목도 쉽게 관찰된다.
① 수목특성 조사
공원 면적(21,544㎡)의 3%에 해당하는 10m x 10m 규격의 표준지 6곳을 선정하여 수목이
많이 식재된 공원 주변부와 활동량이 많은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였다([그림 5-18], [그림
5-19] 참조).

[그림 5-18] 개롱근린공원의 항공사진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그림 5-19] 개롱근린공원의 표준지 위치
자료: 다음 지도(http://map.daum.net)

표준지 5곳의 수목은 [표 5-15]와 같이 총 45본으로 Wp1 - 10본, Wp2 - 10본, Wp3 - 14본,
Wp4 - 8본, Wp5 - 10본, Wp6 - 8본이 조사되었다. 수종은 총 12종이며, 소나무가 33.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갈참나무(13.3%), 잣나무(11.7%) 순으로 식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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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개롱근린공원의 표준지 내부 수종 본수와 비율

구분

본수

비율(%)

갈참나무

8

13.3

단풍나무

5

8.3

대왕참나무

3

5.0

모과나무

4

6.7

밤나무

2

3.3

백목련

1

1.7

살구나무

1

1.7

상수리나무

4

6.7

소나무

20

33.3

신갈나무

3

5.0

잣나무

7

11.7

중국단풍

2

3.3

합계

60

100

[표 5-16]과 같이 조사된 전체 수목에 대한 수고 평균은 9.9m로 최대값은 20.0m, 최소값은
4.0m로 측정되었다. 다른 표준지에 비해 표준지 4번의 수목 수고평균은 12.6m로서 상대적으
로 높다. 이러한 큰 수목들이 도로변의 소음과 먼지 차단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차단효과를 높여주기 위해 하층식생을 보완 식재할 필요가 있다. 흉고직경의 평균값은
19.3cm, 최대값은 48cm(상수리나무), 최소값은 8cm(소나무, 신갈나무)로 측정되었다.
[표 5-16] 개롱근린공원의 표준지별 수고 및 흉고직경 평균

구분

수목수(본)

표준지 1

10

수고 평균(m)
9.3

흉고직경 평균(cm)
14.8

표준지 2

10

10.1

22.8

표준지 3

14

9.4

18.7

표준지 4

8

12.6

27.5

표준지 5

10

9.6

17.9

표준지 6

8

8.8

15.3

전 체

60

9.9

19.3

[표 5-17]에 따른 경급분석 결과 소경목(53.3%), 중경목(31.7%), 대경목(15.0%) 순으로 나타
났는데, 조성연도에 비해서 중경목과 대경목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형질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전체 조사 수목 중 58.3%에 해당하는 35본의 수목이 1등급의 형질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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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개롱근린공원의 수목의 경급 및 형질등급

구분

본수
대경목
중경목
소경목

경급
합계

1급
2급
3급

형질
합계

비율(%)
9
19
32
60
35
8
17
60

15.0
31.7
53.3
100.0
58.3
13.3
28.3
100.0

수목의 21.7%에 해당하는 13본에서 부패가 발견되었다([그림 5-20] 참조).

[그림 5-20] 부패된 수목과 형질등급 3등급 소나무
촬영일자: 2017년 9월 5일

층위의 경우, 15m를 초과하는 수목은 4본(6.7%), 10m 초과 ~ 15m 이하의 수목은 22본
(36.7%), 5m 초과 ~ 10m 이하의 수목은 26본(43.3%)이 분포하고 있다. 5m 이하 수목도 8본
(13.3%)이 있다. 층위에 따른 종별 분포는 15m 초과 범위에 2종(10.0%),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6종(30.0%), 5m 초과 ~ 10m 이하 범위에 7종(35.0%), 5m 이하 범위에 5종
(25.0%)이 분포하고 있다.
② 수목기능 조사
가지낙하의 경우 [그림 5-21]과 같이 부러진 가지가 수목에 결쳐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
다. 상해 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림 5-22]와 같이 상층목에 나무들끼리의 경쟁으로 향
후 수목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상수리나무와 소나무의 꽃가루는 알러
지 유발성 꽃가루를 내는 수목이지만, 공원에서 다수 발견된다28).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
28) 상수리나무는 다량의 꽃가루를 공기 중에 산포하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식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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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봄철에 주입하였다.
교육 및 경관적 기능을 살펴보면, 공원 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 조성되
어 있다. 구역 내에 식재된 수목과 조류와 곤충을 관찰하고 수생 연못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이 있다. 일부 수종별로 안내팻말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관적 측면에서도 철쭉, 살구나무, 조팝나무, 개나리, 산수유 등과 같이 사계절의 변화
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다. 병충해 방재, 나무 열매 채취 금지에 관한 안내
시설의 설치가 없으므로, 홍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5-21] 느티나무에 걸려 있는 부러진 가지
촬영일자: 2017년 9월 5일

[그림 5-22] 피압으로 인한 고사 가능성
촬영일자: 2017년 9월 5일

③ 수목관계 조사
중경목 이상 수목의 수관 넓이를 측정하였으며 이에 산출된 평균 울폐도는 49.9%였다. 이는
도시림의 울폐도 30 ~ 70%의 기준에서 다소 낮은 수치이다. 표준지 1번과 6번은 울폐도가
낮은데, 대부분의 수목이 소경목이다. 그러나 [표 5-18]에서와 같이 일부지역인 표준지 3번과
표준지 4번의 경우, 80~100%로 매우 높은 밀도의 울폐율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간벌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18] 개롱근린공원의 울폐율

구분

울폐도(%)

밀도(본/100㎡)

표준지 1

13.7

10

표준지 2

51.4

10

표준지 3

78.4

14

표준지 4

100.0

8

표준지 5

28.7

10

표준지 6

13.9

8

평균

47.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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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목기반환경 조사
토양 습도는 [표 5-19]에서와 같이 구역별로 편차가 컸으며, 24.0 ~ 62.3%로 나타났다. 토양
산도는 pH6.5 ~ 6.9의 분포로 수목의 생장에 적합한 중성 토양이다. 토양 경도도 15.3 ~ 23.7
㎜로 식물 생육에 적합하다. 입구 주변인 표준지 3번은 이동이 많은 지역이므로, 단단한 23.7㎜
의 경도값이 측정되었다. 물고임 흔적 등의 수문환경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⑤ 소결
개롱근린공원의 수목상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소나무, 갈참나무, 잣나무 순으로 식재
되어 있고, 다양한 수종과 하층식생이 식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소경목이 대부분이며, 활력도
는 비교적 우수하다. 또한 경사지에 식재된 높은 수고의 수목들이 도로 발생 소음 및 먼지 차단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하층식생이 다소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식이 필요하다. 형질등급의
경우 부패된 수목이 1/4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상지 내에는 낙하된 가지들과 부러진 가지들이 다른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
험성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수목들 간의 경쟁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종종 발견되어서 말라죽
을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개롱근린공원의 울폐율은 대체적으로 낮지만 80%~100.0%의 높은 울폐율을 가진 곳은 밀도관
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수목의 생태적 생육과 건강성을 높여줄 수 있
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병해충 관리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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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개롱근린공원의 토양환경 조사 결과

표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측정횟수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습도(%)

산도(pH)
60
70
20
50.0
20
52
25
32.3
30
48
41
39.7
50
62
75
62.3
55
39
40
44.7
20
30
38
29.3

경도(㎜)
6.8
6
7
6.6
7
6.8
7
6.9
6.8
6.6
6.8
6.7
6.9
6.5
6
6.5
6.7
6.8
6.6
6.7
6.9
6.7
6.7
6.8

19
20
22
22
23
27
22.2
18
12
21
11
19
11
15.3
19
9
21
22
25
23
19.8
22
23
24
24
19
23
22.5
12
26
21
20
20
19
19.7
23
24
24
26
21
2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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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수근린공원 수목현황 조사
온수근린공원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86번지에 위치한다. 1989년에 조성되어 30년 된 산지
형 공원이며, 면적은 17,946㎡이다. 조성시기가 오래된 만큼 대형목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인근에 주택, 아파트 단지, 중학교가 인접해 있다. 공원 초입에 운동장이 있어 체육활동에 활용
되며, 약수터와 도서관이 인접해 있어서 인근 학교와 도서관 이용객들의 쉼터로도 이용된다.
① 수목특성 조사
공원 면적(17,946㎡ )의 3%에 해당하는 10m x 10m 규격의 표준지 5곳을 선정하여 수목이
많이 식재된 공원 주변부와 활동량이 많은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였다([그림 5-23], [그림 5-24]
참조).

[그림 5-23] 온수근린공원의 항공사진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그림 5-24] 온수근린공원의 표준지 위치
자료: 다음 지도(http://map.daum.net)

표준지 5곳의 수목은 [표 5-20]과 같이 총 58본으로 Wp1 - 9본, Wp2 - 12본, Wp3 - 10본,
Wp4 - 14본, Wp5 - 13본이 조사되었다. 수종은 총 12종이 존재하고 있으며, 상수리나무
(43.1%)와 중국단풍나무(24.1%)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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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온수근린공원의 표준지 내부 수종 본수와 비율

구분

본수

비율(%)

밤나무

1

1.7

벚나무

1

1.7

아까시나무

1

1.7

잣나무

1

1.7

단풍나무

2

3.4

물박달나무

2

3.4

살구나무

2

3.4

느티나무

3

5.2

소나무

3

5.2

팥배나무

3

5.2

중국단풍

14

24.2

상수리

25

43.2

합계

58

100.0

[표 5-21]과 같이 조사된 전체 수목에 대한 수고 평균은 10.8m로 최대값은 18.0m, 최소값은
4.0m로 측정되었다. 다른 표준지에 비해 아파트단지 부근인 표준지 4번이 수고평균 9.1m로
상대적으로 낮다. 흉고직경 평균은 23.5cm로 최대값은 50cm(상수리나무), 최소값은 8cm(단
풍나무)로 측정되었다.
[표 5-21] 온수근린공원의 표준지별 수고 및 흉고직경 평균

구분

수목수(본)

수고 평균(m)

흉고직경 평균(cm)

표준지 1

9

11.6

31.7

표준지 2

12

9.5

21.8

표준지 3

10

12.0

21.2

표준지 4

14

9.1

22.6

표준지 5

13

12.5

22.2

전 체

58

10.8

23.5

경급은 [표 5-22]와 같이 소경목, 중경목과 대경목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형질기준으로 확인했
을 때 전체 조사 수목 중 56.9%에 해당하는 33본의 수목이 1등급의 형질을 갖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37.9%에 해당하는 22본이 3등급의 형질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그
림 5-25] 참조). 병해 조사는 58본 중 31.0%에 해당하는 18본의 수목에서 부패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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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온수근린공원의 수목의 경급 및 형질등급

구분
경급

본수
대경목

16

27.6

중경목

20

34.5

소경목

22

37.9

58

100.0

1급

33

56.9

2급

3

5.2

3급

22

37.9

58

100.0

합계

형질

비율(%)

합계

[그림 5-25] 부패된 수목과 형질 등급 3등급의 상수리나무
촬영일자: 2017년 9월 30일

층위의 경우 15m를 초과하는 수목은 3본(5.2%), 10m 초과 ~ 15m 이하 수목은 28본(48.3%),
5m 초과 ~ 10m 이하 수목은 22본(37.9%)이 분포하고 있다. 하층식생은 산책로 인근에 철쭉
과 조릿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조릿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로를 따라 가파른
경사 이후의 정상 부근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과 이용으로 인하여 하층식생이 거의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층위에 따른 종별 분포는 15m 초과 범위에 1종(5.0%),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5종(25.0%), 5m 초과 ~ 10m 이하 범위에 10종(50.0%)이 분포하고 있어, 80.0%가
5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② 수목기능 조사
첫째, 여러 근린공원에서와 비슷하게 [그림 5-26]과 [그림 5-27]과 같은 가지낙하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산책로변의 스트로브잣나무가 고사되어 있어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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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느티나무 가지낙하
촬영일자: 2017년 9월 30일

[그림 5-27] 스트로브잣나무 고사
촬영일자: 2017년 9월 30일

둘째, 공원 내 수목 안내판과 나무의 수종을 알 수 있는 나무 팻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별도의
생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인근 도서관 이용객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된다.
기존 산지를 이용하여 조성된 산지형 공원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식재되지는 않았지만
철쭉류와 꽃사과, 살구나무가 일부 구역에 식재되어 있고, 단풍나무가 공원 전체에 분포한다.
③ 수목관계 조사
공원 내 수목관계 조사를 위해 중경목 이상 수목의 수관 넓이를 측정하였는데, [표 5-23]과
같이 울폐도 대부분이 100%로 빽빽한 수림이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도서관 옆에 위치
한 표준지 3번에서의 울폐도도 92.1%에 이른다. 간벌과 이식 등 밀도관리가 가장 필요한 공원
이라고 판단된다.
[표 5-23] 온수근린공원의 울폐율

구

분

울폐도(%)

밀도(본/100㎡)

표준지 1

100.0

9

표준지 2

100.0

12

표준지 3

92.1

10

표준지 4

100.0

14

표준지 5

100.0

13

98.4

12

평

균

④ 수목기반환경 조사
토양 습도는 구역별로 편차가 컸으며 5.0 ~ 28.0%로 나타났다. 토양 경도는 27.2 ~ 31.5㎜의
분포로 식물의 뿌리 침투가 불가능한 정도이다. 공원 이용자들의 답압으로 인하여 [그림 5-28]과
같이 토양 경도가 높아서 수분이 지면 위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용도가 높아서 답압이 심한데,
수목의 생장을 위해서는 구역별로 이용자 제한, 산책로와 수목보호지의 구분과 같은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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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 토양 산도는 모든 측정지에서 pH6.7 ~ 7.0의 분포로 식물 생장에 적합한 중성 토양
이다.

[그림 5-28] 답압으로 인한 피해 모습

⑤ 소결
온수근린공원은 주로 상수리나무가 우점 식재되어 있어서 단조로운 경관이다. 경관 향상을 위
해서는 다양한 수종의 보급이 필요하다.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형질
등급이 낮은 수목들과 부패된 수목들이 다수 발견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또 낙하된 가지들과 부러진 가지들로 인해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산책로
주변에 열식된 스트로브잣나무가 고사되어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특히 공원 입구부에 식재된 오동나무는 가지 고사 현상으로 인해 가지낙하 위험성이 높은
수종이므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온수근린공원은 아파트로부터 접근이 잘 되어있고 공원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다. 그런데 울폐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고 매우 조밀한 간격의 수목 식재
가 되어 있으므로 가지 떨어짐의 가능성이 크다. 높은 울폐율로 인해 하층 식생들의 생육 장애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대상지 전반에 대한 수목관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곳이다. 또한
토양관리도 매우 필요한데, 산책로를 따라서 다니기보다는 수목에 근접하여 통행하는 이용이
많아서 답압의 수준이 매우 심하다. 이에 따라 토양 불량 상태가 많고, 물이 토양 내부로 스며
들지 않고 지표면 유출이 되고 있다.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이용의 통제와 토양 개량 및
공극 형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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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온수근린공원 토양환경 조사 결과

표준지

1번

측정횟수

7

30

2

8

7

29

3

2

7

28

4

-

-

24

5

-

-

33

6

-

-

34

5.0

7.0

29.7

1

5

7

26

2

17

7

34

3

10

7

24

4

-

-

29

5

-

-

22

6

-

-

28

10.7

7.0

27.2

1

28

7

28

2

20

7

28

3

36

6

30

4

-

-

31

5

-

-

24

6

-

-

31

28.0

6.7

28.7

1

0

7

31

2

15

7

32

3

5

7

28

4

-

-

34

5

-

-

35

6

-

-

29

평균

6.7

7.0

31.5

1

30

7

28

2

20

7

29

3

15

7

36

4

-

-

24

5

-

-

24

6

-

-

26

21.7

7.0

27.8

평균

4번

5번

경도(㎜)

5

평균

3번

산도(pH)

1

평균

2번

습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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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계근린공원 수목현황 조사
중계근린공원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29번지에 위치한다. 1990년에 조성되어 29년 된 공원
이며 면적은 22,727㎡이다. 오래된 만큼 대형목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노원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노원구민회관, 노원평생학습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시민천문대, 서울영어과
학교육센터 등 많은 공공시설이 공원 내에 위치하며, 공원 중앙에는 큰 공터와 노원실버카페가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방문과 다양한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① 수목특성 조사
조사한 공원 중에서는 가장 큰 공원이다. 면적(22,727㎡)의 3%에 해당하는 표준지 6곳을 선정
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지 5곳은 수목이 많이 식재된 공원 주변부에 설치하였다([그림 5-29],
[그림 5-30] 참조).

[그림 5-29] 중계근린공원의 항공사진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그림 5-30] 중계근린공원의 표준지 위치
자료: 다음 지도(http://map.daum.net)

표준지 5곳의 수목은 [표 5-25]와 같이 총 74본으로 Wp1 - 9본, Wp2 - 20본, Wp3 - 11본,
Wp4 - 10본, Wp5 - 11본, Wp6 - 13본이 조사되었다. 수종은 총 13종이며, 메타세콰이어
(17.6%), 살구나무(16.1%), 스트로브잣나무(14.6%) 순으로 식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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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중계근린공원의 표준지 내부 수종 본수와 비율

구분

본수

감나무

비율(%)
2

2.7

꽃사과

5

6.8

단풍나무

5

6.8

메타세콰이어

13

17.6

모과나무

3

4.1

벚나무

1

1.4

살구나무

12

16.1

소나무

7

9.5

스트로브 잣나무

11

14.6

왕벚나무

9

12.2

전나무

1

1.4

중국단풍

1

1.4

회화나무

4

5.4

합계

74

100.0

[표 5-26]과 같이 조사된 전체 수목에 대한 수고 평균은 10.7m, 최대값은 22.0m, 최소값은
4.0m로 측정되었다. 다른 표준지에 비해 공원 내 광장 부근인 표준지 4번이 수고평균 7.6m로
상대적으로 수고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흉고직경 평균은 21.1cm로 최대값은 44.0cm(메타
세콰이어), 최소값은 8cm(꽃사과)로 측정되었다.
[표 5-26] 중계근린공원의 표준지별 수고 및 흉고직경 평균

구분

수목수(본)

수고 평균(m)

흉고직경 평균(cm)

표준지 1

9

11.0

23.1

표준지 2

20

8.6

13.8

표준지 3

11

9.5

18.0

표준지 4

10

7.6

19.6

표준지 5

11

13.4

26.5

표준지 6

13

15.1

30.2

전 체

74

10.7

21.1

경급을 구분하면, [표 5-27]과 같이 소경목, 중경목과 대경목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형질기준
으로 확인했을 때 전체 조사 수목 중 56.8%에 해당하는 42본의 수목이 1등급의 형질을 갖지
만, 이와 비슷하게 32.4%에 해당하는 24본이 3등급의 형질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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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중계근린공원의 수목의 경급 및 형질등급

구분

경급

본수

비율(%)

대경목

16

21.6

중경목

30

40.5

소경목

28

37.8

74

100.0

1급

42

56.8

2급

8

10.8

3급

24

32.4

74

100.0

합계

형질

합계

74본 중 24.3%에 해당하는 18본의 수목에서 부패가 발견되었다([그림 5-31] 참조).

[그림 5-31] 부패된 수목과 형질 등급 3등급의 살구나무
촬영일자: 2017년 9월 30일

층위의 경우, 5m를 초과하는 수목은 11본(14.8%)이 분포하고 있고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19본(25.7%), 5m 초과 ~ 10m 이하 범위에 40본(54.1%)이 분포하고 있어 79.8%가
5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하층식생은 산책로에 근접하여 철쭉과 조릿대가
분포하고 있다. 층위에 따른 종별 분포는 15m 초과 범위에 2종(10.0%), 10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7종(35.0%), 5m 초과~10m 이하 범위에 10종(50.0%)이 분포하고 있어 85.0%가
5m 초과 ~ 15m 이하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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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목기능 조사

[그림 5-32] 느티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촬영일자: 2017년 9월 30일

[그림 5-33] 쓰러질 대왕참나무 위험성 : 고사목 방치
촬영일자: 2017년 9월 30일

앞의 여러 공원 내 수목에서처럼 [그림 5-32]와 같이 부러진 가지가 수목에 걸쳐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림 5-33]과 같이 고사 수목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줄기 휘어짐으
로 인해 향후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대왕참나무도 볼 수 있었다.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삼나무,
소나무류 꽃가루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생태교육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장소로 이용하며 주변 시설을 활용한다. 공원 내 수목 안내판
과 나무 팻말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수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관적으로는 철쭉류, 꽃사과,
수수꽃다리, 등나무가 일부 구역에 식재되어 있고, 가을철에 노랗고 빨갛게 물드는 메타세콰이
어, 단풍나무가 공원 전체에 분포한다. 감나무와 모과나무와 같은 과실수도 일부 구역에 식재
되어 있고 대나무숲의 특색 있는 구역도 있다.
③ 수목관계 조사
울폐율은 [표 5-28]과 같이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간벌 및 이식 등의 수목 밀도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공원 입구 쪽에 위치한 표준지 2번이 31.3%로 울폐도가 낮을 뿐이다.
[표 5-28] 중계근린공원의 울폐율

구

분

울폐도(%)

밀도(본/100㎡)

표준지 1

54.2

9

표준지 2

31.3

20

표준지 3

80.4

11

표준지 4

62.7

10

표준지 5

100.0

11

표준지 6

100.0

13

평균

7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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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목기반환경 조사
토양 습도는 [표 5-29]와 같이 구역별로 편차가 크다. 0.0 ~ 37.3%로 나타나는데, 공원 이용
자의 답압으로 인하여 토양 경도가 높아짐에 따라 물이 지표면으로 유출된다. 토양 경도도
17.2 ~ 28.2㎜의 분포로 식물의 뿌리 침입이 불가능한 경도값이 측정된 구역도 있었다. 공원
주변부보다 이용객의 이동이 잦은 입구 주변 표준지 2번의 경우 가장 단단한 28.2㎜의 경도값
이 측정되었다. 잦은 출입은 수목의 생장에 좋지 않은 답압을 유발해 구역별로 출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토양 산도는 모든 측정지에서 pH6.7 ~ 7.0의 분포로 수목의 생장에 적합한 중성
토양이다. 공원 내 물고임 흔적 등의 수문환경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⑤ 소결
중계근린공원에는 다양한 수종들이 고루 식재되어 있다. 또한 경급도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들
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형질등급이 낮은 수목들과 부패된 수목들이 다수 발견되어 관
리가 매우 필요하다. 바닥에 부러진 가지들이 떨어져 있거나 다른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진다. 특히 주변에 노인시설이 있고 어르신들의 방문과 체류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속한 방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울폐율은 극단적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낮은 곳은 31.3%인 반면에 100.0%의 지역들도 있다.
울폐율이 낮은 곳에는 상대적으로 소형목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낮게 측정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대상지 전체가 높은 울폐율을 가지고 있다. 수목들이 매우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으면서 개별
수목은 넓은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적정한 울폐율을 갖도록 수목 관리가 필요하다. 이용객의
통행이 잦은 곳의 수목은 답압으로 토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간의 경우 이용자의
진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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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중계근린공원의 토양환경 조사 결과

표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측정횟수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1
2
3
4
5
6
평균

습도(%)
27
29
18
24.7
0
0
0
0.0
5
5
0
3.3
50
10
52
37.3
0
5
5
3.3
5
5
0
3.3

산도(pH)

경도(㎜)
6.9
7
7
7.0
7
7
7
7.0
7
7
7
7.0
6.6
7
7
6.9
7
7
7
7.0
7
7
7
7.0

22
16
13
15
16
21
17.2
32
26
24
27
27
33
28.2
18
26
25
18
24
17
21.3
24
20
14
23
19
18
19.7
18
24
28
21
16
18
20.8
22
22
23
20
14
2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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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수목관리 현황조사 종합 및 시사점
① 수목특성 조사
[그림 5-34]와 같이 공원별 수종은 대체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늘벗근린공원은 느티나무
가 우점종이며 거여근린공원은 중국단풍, 개롱근린공원은 소나무, 온수근린공원은 상수리나무,
중계근린공원은 메타세콰이어가 우점종이다. 거여근린공원은 수종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데,
경관 향상을 위해서는 수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4] 5개 근린공원별 수종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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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급은 [그림 5-35]와 같이 대부분의 공원 내에서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이 고루 분포하고 있
다. 단, 거여근린공원은 중경목의 비율이 높고 활력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형질 등급
은 2등급 형질이 매우 적고 1등급 형질이 가장 많다. 층위는 생태적으로 건강하여 완만한 항아
리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5m 이하의 하층식생이 거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하층식
생의 보식이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35] 5개 근린공원의 수목특성조사 종합

② 수목식재기능 조사
모든 공원에서 가지 떨어짐의 현상이 있다. 가지가 부러져서 다른 가지에 걸려있든지 바닥에
있다. 또 가지가 죽어 있어서 떨어질 위험이 높은 경우도 많았다. 뿌리가 노출된 수목, 쓰러질
수목, 고사(枯死)로 인한 쓰러질 위험목, 피압목29)(被壓木)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경쟁
에서 뒤처져 피압으로 인해 고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목들도 다수 발견된다. 향후 이에
대한 관리 사업이 필요하다.
③ 수목관계 조사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이므로 공원마다 높은 울폐율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 다수 존재한다. 울

29) 수관이 하층에 속하고 이웃한 상층목의 압박을 받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나무

80 / 서울시 근린공원의 수목관리 개선방안

폐율로 인하여 하층 식생들이 생육장애를 받고 있다. [표 5-30]과 같이 온수근린공원은 100%
에 가까운 울폐율을 보여서 우선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5-30] 5개 근린공원의 수목관계 조사 종합

늘벗
거여
개롱
온수
중계
표준지 울폐율
밀도
울폐율
밀도
울폐율
밀도
울폐율
밀도
울폐율
밀도
(%) (본/100㎡) (%) (본/100㎡) (%) (본/100㎡) (%) (본/100㎡) (%) (본/100㎡)
1

39.0

7

36.7

9

13.7

10

100.0

9

54.2

9

2

95.8

8

59.1

7

51.4

10

100.0

12

31.3

20

3

94.0

10

72.9

11

78.4

14

92.1

10

80.4

11

4

91.6

9

42.6

7

100.0

8

100.0

14

62.7

10

5

82.5

10

94.6

11

28.7

10

100.0

13

100.0

11

6

-

-

-

-

13.9

8

-

-

100.0

13

④ 수목기반환경 조사
토양은 전반적으로 [표 5-31]과 같이 pH6.5 ~ 7.0 사이의 중성으로서 수목의 생장에 적합하다.
경도 또한 평균적으로 경도 23㎜ 미만으로 수목의 생장에 적합하지만, 구역별 편차가 커서 경
도 23㎜를 초과하는 표준지도 있다. 특히 온수근린공원은 다른 공원에 비해서 토양 경도값이
매우 크게 측정되었다. 일부 구역은 잦은 통행으로 답압의 수준이 매우 심해서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유출되고 있다.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표 5-31] 5개 근린공원의 기반환경조사 종합

구분

습도(%)

산도(pH)

경도(㎜)

늘벗

43.3 ~ 56.7

6.8 ~ 6.9

16.3 ~ 21.3

거여

32.3 ~ 62.3

6.5 ~ 6.9

15.3 ~ 22.5

개롱

24.0 ~ 62.3

6.5 ~ 6.9

15.3 ~ 23.7

온수

5.0 ~ 28.0

6.7 ~ 7.0

27.2 ~ 31.5

중계

0.0 ~ 37.3

6.7 ~ 7.0

17.2 ~ 28.2

종합해보면, 수목특성에 따라 근린공원 내의 수종의 다양화를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소경
목․중경목․대경목 식재의 고른 분포 및 하층식생 보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목식재 기능적 측
면에서 부러진 가지 및 고사된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수목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대부분의 근린공원의 을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을폐율의 적정 기준에 따른 간벌 및
수목관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하층생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반환경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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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산도(pH)는 생육에는 적합하나 잦은 통행으로 답압의 수준이 매우 심해서 물이 토양으
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유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목생육을 위한 이용자 이용 제한 등 검토
가 필요하다. 근린공원 환경에 따른 수목의 생육상태와 수목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
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인식을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이
대부분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수목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시사점 도출
현장조사와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서 근린공원 내 수목에 대한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강남구의 늘벗근린공원, 노원구의 온수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송파구의 개롱근린공원, 거여근
린공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대체로 다양한 수종이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 공원의 경
우는 식재 수종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 좀 더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한 보식이 필요하다.
나무 줄기 부분의 부패가 있는 수목, 가지낙하의 위험이 큰 수목,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고사 수목이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뿌리노출이 심한 지역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사업이 시급하다.
오래된 공원 내 수목으로 수림을 이루기 때문에 높은 울폐율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압
목30)도 있다. 울폐율 조절을 위한 간벌 및 이식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기반환경은 대부분
양호한 토양상태지만, 일부지역은 많은 이용도로 인한 답압이 원인이 되어 경도가 지나치게 높
다. 결과적으로 수목이 수분 흡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장 장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 수목관리상에서 발
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수목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 책임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나치게 민원 중심적으로 대처함
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수목 간벌이나 위험수목 제거도 필요하지만, 수목 제거 시에 민원발생
이 일어나서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수목관리 작업이 늘 예산 사용에서 후순위에 있다
는 점이다. 당해 예산이 남았을 때 시행하고 있어 예산이 남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한다.
근린공원의 수목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관리인력 등과 같은 행정적인 측면과 관리기준 및 관리
지침, 관리시기, 관리 대상 등 수목의 전문적 관리 내용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업무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마련해주고 수목의 생육을 고려한 수목, 병충해, 토양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 관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30) 수관이 하층에 속하고 이웃한 상층목의 압박을 받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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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서울시 공원의 수목관리 개선방안
1_공원 수목관리 시스템 정비
1) 수목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운영
현재 근린공원 내 수목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리적인 측면
에서는 ① 근린공원의 환경에 따른 수목의 생육상태에 대한 파악 미흡과 관리 부재, ② 전문성
있는 관리의 부족, ③ 관리면적에 비한 관리 인력의 부족이 문제이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는 ① 수목관리 비용 예산 사용 시 미계획적 지출, ② 근린공원 수목관리에 필요한 기준 부재,
③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상세한 지침 미흡 등이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로 인하여 시민은 근린
공원 이용 시 수목관리 미흡에 따른 다양한 안전 및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관리자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리부재로 인한 혼돈만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린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 불가결하다.
공원은 조성된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관리가 부족하여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와 수목의 생육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목 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린공원 내 수목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GIS 도면화 및 개별 수목들의 성장 상태, 질병 상태
파악이 되어야 한다. 항공사진과 CAD 도면을 중첩하고 개별 수목의 입력이 어려운 경우는 일정
관리구역별로 구분짓고 식재된 수목을 조사 입력한다. 시비 시기, 전정 시기, 병충해 방제 시기
등 처리 여부를 입력하고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서울숲에서는 공원관리프로그램인 PIMS(Park Integrated management system)라는
웹-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하니소
프트가 함께 공원버전으로 공동 개발한 것이다. 수목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 물품 관리 등의
메뉴를 통해 관리한다. 우선적으로 근린공원 관리 시 수목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료를 입력하
고 관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수목관리 접근의 이원화
공원을 구역별 통합적 관리와 개별 수목별 관리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구역별 통합적
관리는 인접한 수목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수목의 군집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역별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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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림 단위로 관리한다. 수목의 울폐율과 밀도 조절을 통해서 건전한 생육환경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수림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개별 수목별 관리는 토양환경의 개선, 친환경
적인 관수, 올바른 전정을 통한 생육관리, 경관 관리, 위험수목 감별을 통한 관리 등으로 접근
한다.
(1) 구역별 통합적 수림관리
근린공원 내 수림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근린공원 규모 등급화와 형태적 분류이다. 근린공원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
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근린공원을 규모별로 범위를 산정하여 소·
중·대로 나눌 수 있으며, 규모산정 후 형태 및 환경별로 분류하여 산지형과 평지형으로 나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공원 조성 및 관리 시 수목의 생육과 생장속도에 따른 일부 개방 및 관리 형태를 채택할
수 있다. 수목의 생장속도와 생육방식이 다르니 향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성 후 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규모산정을 통해 ‘대’ 이상의 규모를 평가받은 공원은
조닝을 통해 일부 개방 형식의 관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셋째, 울폐율 및 밀도조절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 및 보식을 통한 건강한 수림 조성이다. 각
근린공원의 수립 목적과 형태에 따라 울폐율과 밀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울폐율의 경우에는 그늘막이 형성되어 이용자에게 좋을 수 있으나 너무 높을
시 생육적 측면에서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장기적 공원관리를 위해 적절한 밀도조
절과 수관부피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근린공원에는 울폐율이 높은 공원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위험수목 진단 및 수목 보전 적합성 평가에 따른 권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수목으로 진단된 수목이 존재하는 구역을 나눠 시민의 이용이 잦고 산책로와 맞닿은 곳을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진단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개별적 수목관리
수목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개별 수목의 종과 개체목에 따라서 생육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시킨 방식의 관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앞에서 수행한 고찰과 실증데이터 분
석을 통해 나타난 수목 생육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4가지의 방안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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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식물에게 있어서 토양은 햇볕과 양분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공원은 산지가 아니라 인공 지반에 인위적으로 식재되기
때문에 이곳에 서식하는 수목들은 환경 상태가 취약하다. 그러므로 건강한 수목상태를 위해서
는 일정 기간의 스케줄에 따라 토양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토양의 상태를 평가하고, 토양 유형별로 개선하는 기술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가
뭄이 심해지고 있고 장기간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빗물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수목이 식재된 토양
의 보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수목의 가지치기(전정)의 생육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공원
내 수목 형태의 미적인 아름다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정기준을 수립하고 체계적 전정
계획과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넷째,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 수목을 점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파악하여
선별 처리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수목 예찰 활동과 수목 선별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필요
한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될 위험을 제거하고 강풍이나 강우로 인한 수목의 쓰러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필수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처리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2_수목관리 기본인프라 구축
1) 수목관리 인력 양성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에는 전문성을 증진하고 전문기관에 수목관리 사업을 맡기고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공원돌보미 사업의 지역주민 참여
서울시 공원돌보미 사업은 공원을 그 지역 단체와 주민에게 입양하여 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답
게 하기 위해서 청소, 꽃·나무심기활동, 잡초뽑기, 낙엽청소 등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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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공원관리와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 단체가 참여한다([그림 6-1] 참조).
공원돌보미 역할이 청소, 잡초제거의 수준에서만 되고 있는데, 전문교육 지도를 통해서 일부
회원의 식재 전문가로 양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수목관리 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위험수
목 선별에 대한 기준을 전달한다면 공원돌보미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공
무원과의 협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그림 6-1] 공원 녹화 및 시설 정비 활동을 하는 서울숲 공원돌보미
사진제공: 스타벅스코리아

(2) 시민전문가 육성과정 활용
서울시 지원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조경아카데미’와 ‘시민정원
사 양성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서울대학교, 서울시
립대학교와 함께 운영한다. 현재까지 약 2천 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았으며, 매번 200명을
모집한다. 조경학과 교수, 조경설계가, 정원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강의한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이론·실습과정)’은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주 1회 총 14주간 운영한다. 총
75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하며,
정원사로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강의가 일방적 강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조경관리의 실습 교육과정으로서 중급, 상급 과정도 만들어 운영된다면 이러한 교
육을 이수한 자들이 공원 내의 일정구역에서 수목 관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시민정원
사 교육과정과 내용을 지역 내 구청의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진행한다거나, SNS,
YouTube 매체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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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관리 예산 확보
서울시의 자치구 수목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개별 공원에 대한 수목관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책정되더라도 10%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지출이 매우 유동적이고, 다른
분야로의 예산으로 전용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수목관리의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
획적인 수목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차 수령이 늘어가는 수목
의 비율이 늘어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개선을 위주로 한 예산 배분에서
수목 관리를 고려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상 공원의 분류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가로수 등으로 항목을
구분 짓고, 계획적이면서 고정적인 예산 계획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에서의 교부금
지급 시 자치구의 예산과 지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는 약 25% 이상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도시별로 공원녹지과(Park and Recreation)에서 수목 관리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되는데, 몇몇
도시는 사용 예산(Open budget)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사용
된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대비 수목 관리 비용의 비율을 파악하였는데, [그림 6-2]와 같다. 미
국 21개 도시는 전체 예산 대비 도시공원의 수목 관리 비용의 평균 비율은 30.94%로서 매우
많은 예산이 배당되고 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수목 관리 비용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잡힌
도시는 볼티모어이며 69.8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샌디에고는 13.76%로 가장 적게 예산이
집행되었다. 뉴욕의 경우는 22%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림 6-2] 전체 예산 대비 수목 관리 비용 비율
자료: The Nauture Conservancy, 「Funding Trees for Health」, p.16

독일 뮌헨시의 예산 보고(City of Munich: Annual Report 2015/2016) 자료를 살펴보면, 뮌
헨시 전체 예산은 5,595백만 유로(약 7조 1,270억 원)이다. 공원을 관리하는 원예녹지과는 건
축부서(Baureferat) 산하에 있는데, 건축부서의 연간 예산은 349백만 유로(약 4,445억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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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전체 예산의 8%이다. [그림 6-3]과 같이 원예녹지과 예산은 건축부서 예산의 26%이다.
이는 산하 여러 과들 중에서 3번째로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원예녹지과 예산만 보면, 전
체 93백만 유로(약 1,184억 원) 중에서 공원녹지 조성비는 74백만 유로(약 942억 원), 공원녹지
관리비는 17백만 유로(약 216억 원), 인건비는 2백만 유로(약 25억 원)를 집행하며, 식재작업비와
기계작업비까지 포함하면 원예녹지과 전체 예산의 25.25%가 관리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31)

[그림 6-3] 독일의 수목 관리 비용 비율

이와 같이 예산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인건비, 녹지관리비, 식재작업비,
기계작업비 등의 세부항목별 지침을 마련하여 수목관리 예산 확보 및 투명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3) 수목관리 계획 수립
(1) 수목관리의 월별, 연차별 계획 추진
① 단기: 월별 또는 계절별 계획
수목 관리 시 단기적 계획은 월별 또는 계절별 계획을 뜻한다. [그림 6-4]에 따르면 항목은 위험
수목관리, 병충해방제, 시비, 제초, 월동 작업, 모니터링 등이다. 위험수목관리는 전정관리 계획
과 함께 수립할 수 있으며, 도복목과 떨어지는 가지를 중심으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 병충해
방제와 시비, 제초의 경우는 필요시기에 따라 실시하며, 모니터링은 수시로 해야 한다.

31) 자료: https://www.ris-muenchen.de/RII/RII/DOK/SITZUNGSVORLAGE/1119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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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수목관리 월별 계획표
자료: 수원시, 2010, 아파트 등 공동주택 조경 및 수목 관리 방법 및 한국조경학회, 2013, 조경설계 기준 등 참조하여
재작성

② 중기: 1년~3년 단위 계획
중기적 관리계획은 1~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다. 외래침입종 관리, 토양 개선, 생육 상태 및
환경 진단을 수행한다. 외래침입종의 경우는 단기적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침입이 어렵다. 토양
의 개선은 토양 경도와 토사 유실로 인하여 수목에 적절한 영양이 되지 못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생육 상태와 환경 진단은 큰 나무로 되어 활착할 때까지 매년 시행하고, 이후에는 3년
에 1번씩이라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장기: 10년 단위 장기 계획
장기적 계획에는 공원재조성 계획, 수목의 장기생육 계획, 수림대 밀도 관리, 울폐율 조절 등이
있다. 공원재조성 계획의 경우,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필요사항을 반영
하고 미래 공간수요를 반영한다. 이때 수목의 장기 생육 계획을 포함하고, 수목의 형태를 다듬
는 방안 등도 포함한다. 밀도 관리나 울폐율 조절은 근린공원의 전체적인 형태와 환경을 고려
하여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적정 밀도로 간벌과 이식, 전정 등의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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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공원 수목관리의 제도 보완
1) 「공원관리계획」의 수립 의무화
공원을 조성할 때나 재조성할 때에 「공원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시행되면 공원 조성 이후의 관리 행정
에서 관리 조치가 명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린공원 내 수목관리의 문제는 다양하겠지만, 수
목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지자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과 함께 공원관리계획을 필히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서는 공원시설의 안전성 확보
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치 안전기준에서는 유희시설에 대한 안전과 범죄 예방
항목만을 기술하고 있다. 오래 된 나무의 가지 늘어짐으로 인한 위험성 방지 항목도 추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도 보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목 분포조사, 쇠퇴 원인조사, 장단기 보전관리
사업 등의 사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
준)에서도 포함되도록 하여 근린공원의 수목 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근린공원은 수목 진료, 예찰, 방제의 기술적인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서 제시하
고 있는 나무의사, 수목치료 기술자, 나무병원 제도의 적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정비 측면에서 보완을 한다면, 여기에
제시된 조경시설의 관리 항목이 근린공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경시설의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②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③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④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⑤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⑥
수목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여부를 판단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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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공원 수목관리 기술 관련 지침서 제작
해외에는 국가별·도시별 공원의 수목관리 기술지침서들이 있다. 서울시도 올바른 수목관리를 위
하여 지침서 제작이 필요하다. 수목 전정 방법, 시비 및 농약 사용량 기준, 위험수목 대처법,
병충해 및 손상수목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분류, 뿌리 관리, 이식 및 보식 방법, 계절별 관리
방안, 연차별 관리 항목 등에 관한 지침서 내용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전정의 경우는 생육의 목적도 있지만 수목의 형태적 관리 방법이 수립되어야 하며, 농약
및 시비량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줄 때 친환경 약제의 권고, 농약의 오남용 방지 등을 제시한다.
또한 병충해 및 물리적 외압에 의한 훼손에 따른 특징을 분류해 준다면 수목관리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계절별 관리와 연차별 관리 계획은 장기적인 근린공원의
유지관리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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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목조사 현장 사진

1) 늘벗근린공원의 수목조사 현장

표준지 설치(10 x 10m)

수고 20m, 흉고직경 60cm 느티나무

[활력도] 윗부분에만 수관이 존재하는 느티나무

[형질등급]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형질 3등급 소나무

형질 3등급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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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기능조사] 느티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 가지 찢김

느티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 가지 고사

벚나무 가지낙하

스트로브 잣나무 고사

늘벗근린공원의 느티나무

늘벗근린공원의 벚나무와 철쭉

늘벗근린공원의 단풍나무

[토양환경] 답압으로 인한 피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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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여근린공원의 수목조사 현장

[수목특성] 표준지 설치(10m X 10m)

거여근린공원의 수고 14m 흉고직경 52cm 은행나무

[활력도] 윗부분에만 수관이 존재하는 은행나무

[형질등급]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형질등급 3등급 느티나무

형질등급 3등급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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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 은행나무 가지낙하

은행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 가지 고사

은행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 가지 고사

소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느티나무 가지 낙하

느티나무 가지 낙하

느티나무 가지 낙하

느티나무 가지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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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가지 낙하

은행나무 가지 고사

[경관] 거여근린공원의 은행나무

거여근린공원의 은행나무

거여근린공원의 단풍나무

거여근린공원의 철쭉

[수목관계] 표준지 5번 전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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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롱근린공원의 수목조사 현장

[수목특성] 표준지 설치

[식재 본수] 표준지 3번의 모습

[수고] 표준지 4번의 모습

[형질등급]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굽어진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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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어진 수목

굽어진 수목

형질등급 3등급 소나무

[안전기능] 가지 낙하

가지 낙하 가능성

가지 낙하 가능성 : 가지 고사

피압으로 인한 고사 가능성

피압으로 인한 고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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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주입표식

[교육] 생태체험 프로그램

잣나무 식재

[수목관계] 소경목 위주의 표준지 1번 모습

나무 팻말

[경관] 철쭉 식재

살구나무 식재

조팝나무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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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수근린공원의 수목조사 현장

[흉고직경] 온수근린공원의 칠엽수

[활력도] 윗부분에만 수관이 존재하는 상수리나무

[형질등급]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형질등급 3등급의 밤나무

형질등급 3등급의 상수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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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낙하] 아까시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아까시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스트로브 잣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스트로브 잣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스트로브 잣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오동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 죽은 가지

소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가지낙하 가능성 : 죽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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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리나무 가지낙하

스트로브 잣나무

[도복목] 스트로브잣나무 고사로 인한 도복 가능성

소나무 도복 가능성

아까시나무 도복목

아까시나무 도복목

아까시나무 도복 위험성

[토양환경] 답압으로 인한 피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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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계근린공원의 수목조사 현장

수고 13m 흉고직경 38cm 중국단풍

[활력도] 위에만 수관이 존재하는 스트로브잣나무

[형질등급] 굽은 정도가 심한 잣나무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부패된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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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된 수목

형질 등급 3등급의 살구나무

형질 등급 3등급의 단풍나무

[가지낙하] 스트로브잣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회화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왕벚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왕벚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오동나무 가지낙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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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Forest Management in Neighborhood Park
Won-Ju KimㆍJee-Ah KangㆍJae-Hyeong KimㆍWoo-Chan KimㆍJin-Hae Chae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growth and habitat conditions of
trees in the neighborhood parks. There is a risk of safety accidents from
untreated trees. Among the 250 neighborhood parks built by the city of
Seoul, the number of parks that have been in existence for more than 20
years has exceeded half, and aging has progressed very much. Many of the
trees in this park are made up of old trees.
The quality of the greenery is very poor. The park is managed mainly for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for users. On the other hand,
durability of trees is weakened due to the fall of the trees into the decline,
and there is a risk of accident due to falling of the branch and collapse of
the tree.
In the absence of a direct legal system, even if there are related similar laws,
the management department will have less account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xecute and check. In addition, even when the park is
established, the park is planned, but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for the park
management plan, most of it is not planned.
Four aged parks adjacent to the residential area were selected for the
aging, and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ree characteristics, tree planting
function, tree relation, and foundation environment were investigated. The
target park is Sulbot neighborhood park in Gangnam-gu, Hot-water
neighborhood park in Nowon-gu, Intermediate neighborhood park, Garon
neighborhood park in Songpa-gu.
We interviewed the public officials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detailed
problems about the trees in the neighborhood park. Most of them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ree management, but they have been working on
measures to deal with complaints and have not been able to carry out
planned management. It manages in the form of a maneuvering group, and
manages it by circulating various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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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way, the management problems in the neighborhood park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From a tree management
aspect ① Incomplete or absence of management considerations on the
growth of tree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neighboring parks, ② lack
of professional management, ③ insufficient manpower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area. Second, From the parks related legislative system aspect
① unplanned expenditure in the tree management budget, ② Absence of
standards for tree management, ③ Inadequate detailed guidelines and
systems applicable on-site for the management of neighborhood parks.
In order to improve tree management, the following three methods should
be pursued.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anagement system for neighborhood park
trees. we should make detailed GIS for the trees in the neighborhood park,

and identify the growth and disease state of the individual trees. And the
park is divided into management by zones and by individual forest.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n infrastructure for tree managemen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tree management
manpower. It suggests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nurturing
experts, and cooperation with lo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lso,
sufficient budget should be secured for tree management. Lastly, prepare
guidelines for tree management and distribute them to establishments and
municipalities that manage neighborhood parks.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put forward the monthly and annual roadmap of tree management, and
to set the management direction of short, medium and long term trees.
Third,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neighborhood parks should be
improved. For this it proposes an obligation for the park tree
management plan, supplement of ordinance on Urban Greening etc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making a detailed manual for tre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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