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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1. 서론

국토의 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도로건설 단지건설 댐건설 등 각종 대규모 개발65% , , 

로 인한 건설공사로 전국적으로 인공적인 비탈면이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훼손지의 생, 

태적 복구를 위한 비탈면의 녹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탈면 녹화는 년대까지는 황폐한 산지의 복구 녹화가 주축이 되어 주로 사방구조물을 설1960

치하거나 비탈면의 안정성 유지에 큰 비중을 두어왔으나 년대부터 비탈면에 식생을 도입하기 1970

시작했으며 점차 비탈면 자체에 인공적으로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녹화기술 , 

공법으로 발전하여 오고 있다.

국내 비탈면에 식생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조기녹화에 치중하여 외래초종 양잔디 위주로 시공하( ) 

여 왔으며 공법 적용에 있어서도 훼손지 비탈의 환경에 대한 식생기반환경으로서의 분석이 부족한 , 

채 무분별하게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입코자 했던 식생이 조기에 쇠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1992 <

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이 채택되었다 그 이후로 (UNCE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비탈면 녹화에 있어서도 훼손된 비탈면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상실된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조

기에 회복시키기 위한 생태복원녹화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종래의 외래초종 양잔디 위주의 , ( ) 

녹화공법에서 자생종을 많이 사용하며 대상지역의 식생 기후 해발고도를 비롯한 해당지역의 특, , , 

성을 고려한 녹화식물의 배합방법이 새로운 녹화방안으로 제안되어 훼손된 비탈면을 생태복원하, 

기 위한 녹화용 식생의 개발과 식생기반재의 조성 및 시공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정부 차원에서도 훼손된 비탈면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탈면의 설계와 시공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설계기준 지침 시방서를 마련, ,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조경공사 설계기준 도로비탈면녹화, , 『 』 『 』 『

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비탈면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 , 』 『 』 『 』

다 우리공사에서도 년에 조경설계기준 을 제정하면서 비탈면녹화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 1997 『 』

련하여 비탈면의 생태적인 복원을 통한 친환경적 녹화를 도모하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 

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비탈면 녹화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전문성이 부

족하여 설계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탈면 녹화에 , . 

대한 이론적 기초와 설계 시공 녹화식물 자재 녹화공법의 개요와 특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 , , , , 

녹화공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최적의 공법으로 생태적인 국토의 녹화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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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탈면 녹화의 목적 및 기능

가가가가.... 비탈면 녹화의 목적비탈면 녹화의 목적비탈면 녹화의 목적비탈면 녹화의 목적

댐 수도시설 도로 단지 등 각종 건설사업 수행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발생하는 비탈면은 사업, , , 

장내 수직적 경관 요소로써 경관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 또한 식물생육기반인 토양층이 유망실되어 . 

기존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이 단절되며 이렇게 훼손된 비탈면은 식물생육기반인 토양층이 유, 

망실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회복력만으로 자연 복구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훼손된 비. 

탈면을 조기에 안정 녹화시켜 우수 등에 의한 침식 유실 풍화 및 붕락을 예방하여 물리적 안정을 , , ,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경관을 주위환경에 조화되게 생태적으로 녹화복원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나나나.... 비탈면 녹화의 기능비탈면 녹화의 기능비탈면 녹화의 기능비탈면 녹화의 기능

(1)(1)(1)(1) 침식과 토사유실방지침식과 토사유실방지침식과 토사유실방지침식과 토사유실방지

비탈면은 비탈면 형성인자와 환경인자 식생형 식생밀도 지하수분의 동태 등 많은 인자들이 상, , , 

호 작용하여 토사의 이동이나 침식 붕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여러 요인들과 침식과의 관련성 , . 

연구들에 의하면 토사유실량은 식생형 보다는 토양경도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자연 강우시 토

양침식은 사면피복의 영향이 가장 크고 다음이 토성 경사요인으로 나타났다, .

침식방지효과는 지표면 피복율이 증가할수록 수관부의 피도가 증가할수록 증대된다 또한 수관, . 

부의 높이가 커질수록 침식방지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높은 수고의 산림

식생이 낮은 높이의 지표면 식생의 생육을 방해한 경우에 나타난다 지피식물과 더불어 관목과 낮. 

은 소교목류는 낮은 높이의 지표면식생을 형성하여 침식방지효과를 나타낸다. 

식물에 의한 침식방지는 식물이 강우를 차단하여 토양입자의 유실을 억제하는 기능과 높은 밀도

의 뿌리에 의한 뿌리섬유들이 토양을 고정시켜 제자리에 얽어매는 기능을 하여 침식방지역할을 수

행한다. 

초본류에 의한 녹화는 지표면 피복과 뿌리역할로 인해 토양침식과 강우유출억제 효과가 탁월하

고 깊게 뿌리를 내린 목본식물은 비탈면의 파괴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 따라, . 

서 비탈면의 복원계획 수립시 키가 큰 목본류와 더불어 낮은 높이의 초본 식생군락을 같이 조성하

는 것이 침식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본류로는 외래 초본류 보다는 자생초본류를 . ,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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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

각종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식물에 의한 복원은 다양한 동물의 유입을 조장하는 것

과 같다 종다양성과 더불어 초본군락 관목 덩굴식물 다양한 높이와 크기의 목본군락이 있는 식. , , , 

물군락을 조성하면 더욱 다양한 야생동물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복원하는 식물군락이 주변 산림. 

과 유사하다면 주변지역도 서식처로 활용되므로 더 많은 야생동물이 유입될 수 있다.

(3)(3)(3)(3) 경관의 향상경관의 향상경관의 향상경관의 향상

경관 훼손지는 주변 자연지역과 부조화되므로 황량하고 경관미가 파괴된 지역으로 느껴진다 녹. 

화를 통해 각 환경조건에 가장 적합한 식물군락이 다양하게 출현되면 식물에 의한 크기와 질감 색, 

채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경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3. 비탈면 녹화의 계획

가가가가.... 기본적인 고려사항기본적인 고려사항기본적인 고려사항기본적인 고려사항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경관을 주위 환경에 조화되는 형태로 비탈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

획 시공 관리에 걸친 일관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계획단계에서의 복원경관에 대한 검토가 가장 , , , 

중요하다 따라서 토공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 조형과 녹화계획에 대. 

하여 토질 및 조경 생태복원 전문가가 상호 협의하여 비탈면 녹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 , 

비탈면 녹화 계획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나타내면 그림 < 1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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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비탈면 녹화공 실행의 전제조건비탈면 녹화공 실행의 전제조건비탈면 녹화공 실행의 전제조건비탈면 녹화공 실행의 전제조건

비탈면 녹화공은 그 자체로서는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인 파괴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

할 수 없다 또한 도입한 식물이 쇠퇴하거나 그 지역에 부적합한 종류인 경우에도 침식방지나 환경보. 

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탈면녹화공의 실시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1)(1)(1) 기초의 안정성 확보기초의 안정성 확보기초의 안정성 확보기초의 안정성 확보

가) 비탈면의 흙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식물의 정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탈면 녹화

공을 실시하는 곳의 기반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 , , , ,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두

어야 한다.

(2)(2)(2)(2)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 확인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 확인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 확인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 확인, , , , , , , , 

가) 원칙적으로 식물을 도입하는 부분의 비탈면 경사는 이하여야만 수목류의 정상적인 생육이 30°

가능하다 를 넘어 급한 경사가 될수록 이상에서는 식생의 영속적인 생육에는 문제가 . 35° 45°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나) 식생의 도입이 부적합한 토질조건이나 표면이 불안정하여 녹화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고 필요시 녹화보조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

으며 식생의 도입이 부적합한 토질조건과 환경은 다음과 같다, . 

1) 산성토양으로서 식생의 생육이 적합하지 않은 토양

2) 비탈면 표층부가 불안정하여 유실이 쉬운 토질조건

3) 비탈면 표층부의 경도가 높아 식물이 생육하지 못하는 토양

4) 연 경암 조건의 암반

5) 기상 기온 강우 일조량 동결심도 등 이 취약한 곳( , , , )

다) 깎기 비탈면이 장기적으로 안정하고 풍화 내구성이 강한 연암 또는 경암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녹화공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탈면의 경사와 토양경도를 고려한 기반의 생육적합도 판정기준은 표 < 1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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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토양개선대책의 수립토양개선대책의 수립토양개선대책의 수립토양개선대책의 수립

식생의 양호한 생장 및 정착을 위하여 표 < 2 와 같은 토양개량목표치를 중심으로 토양의 개선대>

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 토양경도는 경도계에 의한 경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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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적절한 시공법의 선정적절한 시공법의 선정적절한 시공법의 선정적절한 시공법의 선정

가) 도입된 식물이 정착하여 충분히 생육하기까지는 표층토나 생육기반재 등이 침식을 받지 않아

야 한다. 

나) 외래 초본류는 일반적으로 발아와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비옥한 생육기반에서는 식물종자를 , 

비탈면에 주 정도만 접착시킬 수 있는 간단한 공법으로도 충분하지만 양분이 적고 경사가 1~2 , 

급한 비탈면에서는 비료분이 많고 침식에 강한 생육기반을 조성하는 공법이 필요하다. 

다) 목본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발아 생육이 완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최저 개월간은 침식되, 2~3

지 않는 공법을 필요로 한다.

라) 뿌리의 신장이 곤란한 점토나 틈새가 적은 암석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뻗을 수 있는 영역을 가

진 두꺼우면서도 수 년 이상 침식되지 않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5)(5)(5)(5) 적절한 시공시기의 선택적절한 시공시기의 선택적절한 시공시기의 선택적절한 시공시기의 선택

가) 식물이 침식을 받지 않을 정도까지 생장하는 데에는 온도 수분 광선 등을 충분히 확보할 기, , 

간이 필요하다.

나) 생장이 빠른 외래 초본류에서는 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도 충분하지만 목본류1~2 , 

는 발아와 생육이 완만하므로 월동하기에 충분한 개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개월이 확보4~6

되어야 한다.

(6)(6)(6)(6) 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 강구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 강구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 강구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 강구

가) 식물이 어릴 때에는 개체가 연약하고 뿌리의 활착이 불충분하므로 건조 고온 저온의 영향을 , , 

받기 쉽고 서릿발 동결 병충해 등에 저항하는 힘이 미약하다, , , . 

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시공시기 소독 방충 등의 대응조, , 

치를 세워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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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탈면 녹화 기초공

가가가가.... 기초공의 유형분류 기초공의 유형분류 기초공의 유형분류 기초공의 유형분류 

식생도입을 위해서는 생육기반의 안정과 불량한 생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녹화기초공이 필요하며 

목적에 따른 기초공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 3 과 같다> .

나나나나.... 배수공배수공배수공배수공

비탈면에 용수가 발생되는 지역의 녹화 설계시에는 배수시설을 함께 설계하여야 한다 비탈면 배. 

수는 비탈면의 물리적 안정 및 생태복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기존 배수형태의 분석 정확한 , 

유량계산 향후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완전한 배수설비를 하지 않을 경우 식생공과 , . 

토목 구조물공을 하여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붕괴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된다 토공사와 동시에 완, . 

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한 후 비탈면 처리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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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산마루 배수구 및 비탈어깨 배수구산마루 배수구 및 비탈어깨 배수구산마루 배수구 및 비탈어깨 배수구산마루 배수구 및 비탈어깨 배수구

절토비탈면의 상부자연비탈에 콘크리트 형수로 등의 배수구를 설치함으로써 강우나 강설에 의U , 

해 지표수가 절토사면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절토비탈면내 간극수압의 상승을 차단하거나 

지표수의 흐름을 차단시켜 절토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이다 산마루 배수구 및 비탈어깨 .  

배수구 시공시 측구와 지표가 밀착되지 않는 경우 측구와 지표 틈새로 강우가 침투하여 배수효과, 

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토층이 유실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구와 지표를 반

드시 밀착시켜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산마루배수구는 비탈면 끝과 최소한 정도 이격하여 기존의 배수형태에 연결되게 . 2m 

설치하는데 규격은 유량계산 결과로 한다.

(2)(2)(2)(2) 소단 배수구소단 배수구소단 배수구소단 배수구

소단 배수구는 절토비탈면에 흐르는 빗물이나 용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이 이3m 

상인 넓은 소단에 설치한다 종단경사에 따라 배수처리를 실시하며 이상 절토구간이 끝나는 곳. 20m

에서는 산마루 배수구와 연결 또는 방류하여 절토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단 비탈면 . , 

침식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수로의 설치간격은 소단 개소당 개 . 2 1

정도 설치하며 규격은 유량계산 결과로 한다.

(3)(3)(3)(3) 종배수구종배수구종배수구종배수구

산마루 배수구와 소단 배수구에서 집수된 물을 비탈면 아래로 유도하는 수로로 접속부위에는 집

수정을 설치하고 수로 내에 유속을 감속하는 유속 감속턱을 설치한다 수로의 설치간격과 규격은 . 

유량계산 결과로 하며 횡배수로의 침전을 감안하여 수로의 설치간격을 좁게 할 수 있다, .

(4)(4)(4)(4) 비탈끝 배수구비탈끝 배수구비탈끝 배수구비탈끝 배수구

쌓기 비탈면에는 비탈끝 배수구를 설치하여 비탈면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인근지역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자연배수가 되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깎기 비탈면의 비탈끝 배수구는 별. . 

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비탈면 용출수가 많은 장소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특수조건의 

비탈면과 소단 배수시설이 없는 대규모 비탈면은 비탈끝 배수구를 검토한다 비탈끝 배수구와 종배. 

수구가 만나는 지점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며 비탈끝 배수구와 집수시설의 규격은 유량계산 결과

로 한다. 

(5)(5)(5)(5) 배수구 유형별 사용종류 및 적용성배수구 유형별 사용종류 및 적용성배수구 유형별 사용종류 및 적용성배수구 유형별 사용종류 및 적용성

배수구의 유형별 사용 종류 및 적용성은 표 < 4 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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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탈면 녹화설계

비탈면 녹화설계는 비탈면의 안정성 유지 토양 유실 방지 경관복원 자연식생 천이 유도 이산, , , , 

화탄소 저감에 유리한 식생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환경 토양환경 지질 및 토질 암질 특성 식, , ( ) , 

생기반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선행조사. , 

분석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비탈면의 복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녹화공법을 설계, 

한다. 

녹화공법이 선정된 다음에는 복원목표 달성을 위한 종자배합을 설계하고 시험시공계획 및 모니, 

터링계획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수량을 산출한다 절리 풍화가 없고 붕락의 위험이 없는 , . 

양호한 암반 비탈면은 녹화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전하거나 덩굴식물 식재를 적용한

다 다만 암질이 양호한 지역이더라도 자연경관 복원이 중요시되거나 도심지 미관이 요구되는 지역. 

에서는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가가가.... 업무흐름도업무흐름도업무흐름도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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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

비탈면의 식물군락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식물군락과 유사한 군락으로 조성하는 것이 경관 생태·

적으로나 비탈면의 안정강화 유지관리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생육조건이 열악한 비탈면을 목, . 

표로 하는 식물군락으로 유도하고 유지시켜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유지관, 

리의 필요성이 적고 영속적으로 안정된 녹화가 가능한 식물군락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기후 토, , 

질 암질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식물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연생태환( ) 

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

(1)(1)(1)(1) 지역별 복원 목표 지역별 복원 목표 지역별 복원 목표 지역별 복원 목표 

가) 일반산림지역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산림으로 천이될 수 있는 식물군락을 조성한다.

나) 농지 및 구릉지역 

생태환경을 고려한 관목이나 초본형 위주의 환경녹화를 한다. 

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환경보전지구 및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 

자연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주요 녹지축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녹지, 

와의 연계성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라)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지역

경관을 고려하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식물군락을 조성한다.

(2)(2)(2)(2) 녹화복원 목표의 유형녹화복원 목표의 유형녹화복원 목표의 유형녹화복원 목표의 유형

비탈면의 녹화복원 목표는 식물군락을 주체로 한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 6 과 같이 초본이 주체>

인 군락 관목 및 초본의 혼합군락 자연경관 및 생태계에 가까운 군락 등 크게 가지 유형으로 나, , 3

누어 볼 수 있다.

개의 녹화복원  표 중 가장 우수한 유형은 자연경관 및 생태계에 가까운 군락을 복원목표로 하3 , 

는 수림화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등이 유기적. , , , 

으로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 식물환경을 목표로 한다 관목림형은 관목 및 초본의 혼합군락으로써 . 

도시 및 근교 또는 경관중시지역 등에서 초본과 관목이 어우러진 자연생태 복원을 목표로 한다 초. 

본형은 초본이 주체인 군락으로써 재래종과 외래종의 파종공법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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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는 일반적인 흙깎기 비탈면의 녹화모형도를 나타낸 것이며 크게 초본위주형과 목본군>

락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목본군락형은 하부는 관목림형과 상부는 수림화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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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비탈면 녹화공법의 선정비탈면 녹화공법의 선정비탈면 녹화공법의 선정비탈면 녹화공법의 선정

비탈면에 식물군락을 조성하는 녹화공법은 녹화의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어

야 한다 즉 녹화목표에 따라 선정한 식물종자의 발아 및 생육이 가능한 공법이어야 하므로 사용. , 

하는 식물종자의 특성과 녹화대상 비탈면의 기상 토질상태를 고려하고 현존하는 공법의 종류와 특, 

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시공면적과 시공공정 시공시기 재료의 입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 , 

한 공법을 선정한다. 

산성배수2)를 유발하는 암이나 점토광물을 함유하여 swelling3), slaking4) 현상을 유발하고 급속 

히 풍화가 진행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암질 이암 셰일 등 인 경우에( , )

는 유사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적정한 녹화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시공을 통하여 선, 

정하도록 한다.

(1)(1)(1)(1) 비탈면의 토질상태와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에 따른 기본공법비탈면의 토질상태와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에 따른 기본공법비탈면의 토질상태와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에 따른 기본공법비탈면의 토질상태와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에 따른 기본공법

가) 경사가 이하이고 식물뿌리의 뻗음이 용이한 비옥한 비탈면에서의 목본류 도입은 두께 45° 1~3

의 기반층으로 개월간 유 망실되지 않는 공법이라야 한다1~2 · .㎝

나) 외래 초본류의 도입시에는 두께 이하의 기반층으로 주 동안 유 망실되지 않는 공법이1 1~2 ·㎝ 

어야 한다.

다) 경사가 이상의 비료분이 적은 비탈면에서는 사용종자가 유 망실되지 않고 비료분이 풍부한 45° ·

식생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에 뿌리가 뻗을 여지가 없는 점성토나 절리가 적은 경암에서는 뿌리의 신장영역을 완전

하게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마) 지질 비탈면의 경사 토양의 비옥도 토양경도 등 비탈면의 조건에 따른 식생공법의 종류는 , , 

표 < 7 에 준한다> .

2) 암석이나 토양에서 나오는 이하의 물을 말하며 암석이나 토양의 황화광물이 대기에 노출되어 산소와 박테리아에  pH5.6 , 

의한 황화광물의 산화작용으로 황산이 생성되고 이러한 황산이 지표수 및 지하수에 유입되어 발생한다, .  

3) 몬모릴로나이트 가수할로이사이트 같은 일부의 점토광물을 함유한 암석이 광물의 결정 구조 속에서 물과 용매 결합함으 , 

로써 암석의 실질 부분인 결정이 다량의 물을 흡수하여 체적이 크게 팽창하면서 수중에서 분산되는 현상

4) 천연상태의 암석을 건조한 후 침수하면 체적이 팽창하면서 입자간의 결합력이 저하되어 차츰 부스러져 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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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의 조건 식생공법

지질
비탈면
경사

토양의 
비옥도

토양경도
초본에 의한 녹화
외래초종 재래초종

목본 초본의 혼파에 의한 녹화
목본 외래초종 재래초종

토사

미만
초과

높음 미만점성토
종자뿜어붙이기 잔디식재공
식생매트공 등

종자뿜어붙이기성토에 사용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두께

낮음 미만사질토

잔디식재공 식생매트공 식생자루공
이상 추비 필요 기능성화이버뿜어
붙이기두께 이상 유기질토뿜

어붙이기두께 이상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기능성화이버뿜어붙이기 두께 이상
유기질토뿜어붙이기두께 이상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두께

이상 
미만

이상점성토
이상사질토

식생혈공추비 필요 기능성화이버
뿜어붙이기두께 유기질토
뿜어붙이기두께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식생혈공 기능성화이버뿜어붙이기두께
유기질토뿜어붙이기두께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두께 이상

암반사면 부분녹화공녹화율 이상

절리가 많은 

연암 경암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두께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두께 이상

암반사면 부분녹화공녹화율 이상

절리가 적은 
연암 경암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두께 이상
암반사면 부분녹화공녹화율 이상

(2)(2)(2)(2) 녹화공법의 선정녹화공법의 선정녹화공법의 선정녹화공법의 선정

녹화기초공과 비탈면 조건에 따른 식생공법 종류를 기초로 한 녹화공법의 선정은 그림 < 3 에 준>

하여 선정한다.

상기공법은 토질특성과 경사도에 따라 일반적인 공법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이외에도 식생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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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네트 자생종 포트묘 식재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표층토 활용공법 식물발생재 활용공법 친, + , , , 

환경소재 활용공법 조경수 식재공법 등 다양한 녹화공법이 있으며 리핑암 풍화암구간의 거적덮기와 , ·

종자뿜어붙이기는 암 풍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법이다 식재는 초본류 식재 초본 관. , ·

목류 식재 목본류 식재 등이 있다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도 일반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며 현, . 

장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한다. 

가) 는 높이가 일 때 수평거리가 인 비탈면이며 이상은 수평거리가 이상을 말1:1.5 1 1.5 1:1.5 1.5 

한다.

나) 깎기 비탈면의 토사 견질토사 풍화토 구간에 거적덮기 종자뿜어붙이기는 녹화가 불량할 가, , , 

능성이 많으므로 되도록 지양하고 기능성화이버뿜어붙이기 두께 이상 유기질토뿜어붙, ( 0.5cm ), 

이기 두께 이상 얇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 0.5cm ), ( 1~2cm) 

직하며 특히 향에 따른 식물의 생육경향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남향일 경우 식생기반, 

토양을 더욱 두텁게 반영하고 파종량도 할증하여 적용한다.

라라라라.... 종자배합설계종자배합설계종자배합설계종자배합설계

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 토질 암질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혼합한 후 종자가 골고루 살포되도, ( ), 

록 하며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자연생태환경 및 보전을 위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된 식물종을 선, 

정하여야 하며 재래종과 외래도입초종 양잔디류 의 배합시에는 재래종의 비율을 높게 하여 외래도, ( )

입초종에 의하여 피압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래도입초종을 사용할 경우는 초장이 짧은 종, 

을 사용한다 종자배합시 한 종류의 발생기대본수는 총 발생기대본수의 이상이 되지 않도록 . 40% 

한다. 

(1)(1)(1)(1) 수림화 키가 큰 수림 형의 발생기대본수수림화 키가 큰 수림 형의 발생기대본수수림화 키가 큰 수림 형의 발생기대본수수림화 키가 큰 수림 형의 발생기대본수( )( )( )( )

가) 발아율 발아세가 낮고 식생기반이 깊은 곳에서는 발아하기 어려운 교목류의 종자는 , , 종류의 1~2

총발생기대본수를 본 으로 하고 관목류의 종자는 종류 본 초본류100~200 / , 1~2 100~300 / , ㎡ ㎡

종자는 종류 본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의 발생기대본수2~3 300~500 / . ㎡ 

는 파종직후에 발아하는 개체수를 의미한다. 

나) 목본류의 발생이 너무 많으면 각 개체가 도장하여 빈약해지고 초본류가 쇠퇴하기 쉽기 때문에 

초본류에는 내음성이 있는 종류를 가지 이상 배합하는 것이 좋다5 .

(2)(2)(2)(2) 관목림 키가 낮은 수림 형의 파종량관목림 키가 낮은 수림 형의 파종량관목림 키가 낮은 수림 형의 파종량관목림 키가 낮은 수림 형의 파종량( )( )( )( )

키가 낮은 수림형의 파종량도 위와 같은 이유로 초본류의 파종량을 낮추어 관목 종류의 총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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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대본수를 본 초본종자를 본 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500 / , 200~500 / . ㎡ ㎡

(3)(3)(3)(3) 초본 위주 형의 파종량초본 위주 형의 파종량초본 위주 형의 파종량초본 위주 형의 파종량( )( )( )( )

가) 초본군락은 개체의 성립본수가 너무 많으면 비탈면의 토질이 비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비

료분이 많은 식생기반으로 조성되는 경우에도 서로 경합하여 쇠퇴 또는 왜성화한다.

나) 초본류의 밀도는 최종적으로는 본 정도로 정착하므로 하지만 토질이 척박한 경우에1,000 / , ㎡ 

는 본 의 발생기대본수로 파종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0 / .㎡

(4)(4)(4)(4) 파종량의 계산파종량의 계산파종량의 계산파종량의 계산

가) 파종량5)은 일반적으로는 단위면적당의 발생기대본수로부터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식에서 도입종마다의 파종량
발생기대본수본
평균립수립
순도
발아율
보정율

나) 여기에서 는 각 식물마다의 표준적인 수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종자의 채집년도에 따S, P, B

라서 다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공직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다) 보정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1) 비탈면경사 이상은 이내는 45° 0.9, 45° 1.0：

2) 토질 경암은 그 외는 0.9, 1.0：

3) 비탈면의 방위 남서향 그 외는 0.9, 1.0：

4) 건조지 년 이하는 년 이상은 1,000 / 0.8, 1,000 / 1.0： ㎜ ㎜

5) 공법 특히 유망실되기 쉽거나 발아가 어려운 공법은 0.5~0.9：

6) 산도 은 그 외 강산 알카리 : pH 5.5~7.0 1.0, , 0.9

7) 시공시기별 보정율

5) 실제 파종량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에 따른 마 항목의 종자배합량 설계 참고자 ‘ ’( , 2009) )

료에 따라 식물종자배합기준량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파종량의 계산식은 시공지의 녹화품질이 나쁠 경우 그 원인을 , 

파악하는데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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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종자별 보정율

라) 종자의 입수 순도 및 발아율은 표 , < 8 을 참고로 하여 적용하며 채집년도에 따라 다소의 변화>

가 있기 때문에 시공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래 도입초종 양잔디 들은 대부분 이상. ( ) 80% 

의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며 종자의 순도도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비탈면 녹화공사에 이, 90% 

용하면 시공시기의 온도가 적당할 경우 조기녹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래초. 

종과 목본들은 평균 발아율이 대부분 미만이어서 발아율이 낮고 종자의 순도도 떨어진5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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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자배합량 설계 참고자료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에서는 기후환경 지역환경 산( , 2009) , , 「 」

림환경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림 , < 4 와 같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

역 해안일대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으로 녹화지역을 구분한다 생, , . 

태자연도의 등급과 녹지자연도 등급에 따른 주변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복원목표를 

자연경관복원형과 일반 복원형으로 구분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표 < 9 표 >, < 10 과 같이 비>

탈면 복원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자배합비율과 종자배합량

을 참고로 제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는 생태자연도 등급 등급 등급 별도관리지역1 , 2 , 3 , 6) 및 등급 외 지역 7)으로 구분되

는데 생태자연도 등급지역과 별도관리지역에서는 지역 고유 초종을 사용하는 등 생물종다양성 보1

존과 자연경관의 조기회복에 기여토록하기 위해 자연경관복원형의 목표를 설정한다. 

6) 별도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본다 1 . 

7) 자연도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기타 등급 외 지역은 생태자연도 등급의 기준을 적용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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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배합비율

선정된 비탈면녹화공법에 적용할 종자배합은 표 < 11 에 따라 설계한다 다만 자연경관복원형은 > . ,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화공법의 특성에 맞추어 종자배합설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8) 자연경관복원형은 현지에 적합한 식물 위주로 설계한다 

9) 생태자연도 등급기준은 녹지자연도 등급기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녹지자연도 등급이라도 생태자연도가 등급인 경 . 7 1

우에는 자연경관복원형의 목표를 정한다.

10) 해안생태계지역은 해안생태계의 식물상을 반영한 식물배합을 하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녹화에 주력한다. 

11) 녹화용 식물은 현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주로 활용하고 중국산인 경우 산지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기후 및 풍토와 유사 , 

한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비탈면 녹화 설계 시공 / Guide Book

20

2) 종자배합량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의 일반적인 도로 비탈면에 적용하는 종자뿜어붙이기 얇은 식, 

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및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에서의 종자배합은 표 < 12 표 >,  < 13 의 >

예시를 참조하고 종자 파종량은 표 , < 14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종자파종량 조견표의 기준을 따른> 

다. 

12) 숫자는 중량배합비율을 의미한다 . 

13) 종자배합 시 외래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초본 야생화류 관목류 등 전체 종자 배합량의 합이 이 되 , , 100

도록 정한다.

14) 목본군락형의 경우 교목류와 아교목류는 비탈면 상부의 토심이 깊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비탈면 안정에 영향이 없으며  

시거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성장 후 키가 낮은 식물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15) 자연경관복원을 위해 새류 쑥류 억새류 도라지 구절초 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붉나무 소나무 산초나무 등의 재 , , , , , , , 

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 

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 흑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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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 양잔디류 이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 ) . 

17)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 패랭이꽃 끈끈이대나물 붓꽃류 봄 수레국화 도라지 여름 구절초 산국 벌노 , , , ( ), , ( ), , , 

랑이 쑥부쟁이류 벌개미취 등 가을 을 혼합 파종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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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 산정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 산정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 산정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 산정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을 위한 시험시공과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식단가 단가 로 설(PS )

계에 반영한다. 

18) 식생기반재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식생기반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단 층뿜어붙이기 식생기반층을 우선 조성하고 그  . , 2 ( . 

위에 종자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공법 인 경우 종자뿜어붙이기층의 두께에 맞게 파종량을 정한다) .

19) 종자파종량은 조견표를 따르되 표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아율이 우수 , < 18> 

한 녹화식물 종자를 사용하고 특정종이 전체를 우점하지 않도록 종자배합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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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탈면 녹화 시공

가가가가.... 시험시공시험시공시험시공시험시공

녹화공법의 녹화품질 및 시공성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해당 비탈면의 자연환경여건에 부합하, 

고 지속성이 있는 최적 녹화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1)(1)(1)(1) 시험시공계획 수립 시험시공계획 수립 시험시공계획 수립 시험시공계획 수립 

시험시공 계획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가) 지반조사는 토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나) 주변식생 환경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현지 조사결과를 참고한다. 

다) 기후환경은 대상지역과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년간의 강우량10 ,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 

라) 시공시기와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시험시공지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2)(2)(2) 공법의 선정공법의 선정공법의 선정공법의 선정

시험시공에 적용하는 공법은 시험시공 개월 전에 감독원 자연생태복원전문가3~4 , 20) 토질전문, 

가21)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지반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 

하며 설계에 반영된 녹화공법을 우선 적용하되 깎기 및 쌓기 구간의 토질 및 암질별로 개 공법 , 3

이내로 한다.

 

20) 자연생태복원전문가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의 용어의 정의에 따라 아래 ( , 2009) 1.5 「 」

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학위취득 후 소정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아래 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생태복원전문기관을 

말한다. 

조경학 임학 원예학 생물학 등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비탈면 녹화계획 설계 및 시공관련 분야 년 이상 종, , , , 3① 

사한 경력이 있는 자

조경학 임학 원예학 생물학 등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비탈면 녹화계획 설계 및 시공 관련된 분야 년이상 , , , , 5②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탈면 녹화 계획 설계 및 시공 경험이 년 이상인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및 조경기술사, 3③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조경기사 자격이 있으면서 비탈면 녹화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관련된 분야 년 이상 종사한 자, 10④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또는 조경기사 자격이 있으면서 비탈면 녹화계획 설계 및 시공 등 관련된 분야 년 이상 종사, 13⑤ 

한 자 

21) 토질전문가는 해당분야에서 자연생태복원전문가에 준하는 기술자격이나 학위 취득 후 소정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토질  

및 암반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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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시험시공시험시공시험시공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월 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독원과 자연3 ~6 , 

생태복원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나) 시험시공의 면적은 공법당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100~200 .㎡ 

다) 시험시공은 공사현장별로 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근 현장과의 거리가 1 , 10km 

내외이고 현장여건이 유사하여 인근 현장의 시험시공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시험시공을 , 

생략하거나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고려한다.

라) 녹화지역 구분과 비탈면의 지질 암질 토질상태 자연환경에 따른 식생기반재 기준 등을 고려, , , 

하여 녹화공법에 맞게 뿜어붙이기 두께를 결정한다. 

마) 시험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시험시공 전에 종자 발아실험 결과와 식생기반재의 유해성 여부 

및 기타 성분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시험시공 일 전까지 , 15

감독원에게 종자발아시험 성적서와 공인된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 식생기반재의 토양분석결

과를 제출한다. 

바) 식생기반재는 식생기반재 기준에 개 항목 이상 적합지 않을 때는 시험시공대상에서 제외한1

다. 

(4)(4)(4)(4) 모니터링모니터링모니터링모니터링

가) 시험시공 후 식생조사는 임의로 정한 방형구 개소 이상에서 조사하고 조사 위치에 (1m×1m) 3 , 

대한 근거를 조사시기별로 모니터링 보고서에 자세하게 사진으로 제시한다, .

나) 생육조사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고정조사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해서 발아

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 생육량 등을 표 , , , , , < 15 의 야장에 따라 개월 > 1

주기로 측정하고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

다) 시험시공 후에는 자연 상태에서 관리하여 평가하며 시공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타 업체의 시험, 

시공구간의 품질훼손 제초제살포 및 식생제거 등 을 시킬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발( ) . 

아에서 식물생육이 활착할 때까지는 시험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 후 감독원 입

회하에 시비 관수 등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

라) 시험시공 후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시공지가 훼손되어 시험시공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 모니터링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시행한다 시공자는 회사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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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생태복원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기관 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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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시험시공 결과 평가시험시공 결과 평가시험시공 결과 평가시험시공 결과 평가

가) 녹화공법 평가 일정은 표 < 16 과 같으며 공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평가목적을 달성 할 >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긴급이 요구되는 . , 

상황에서는 평가횟수를 줄일 수 있다.

나) 녹화공법에 대한 시험시공의 결과는 표 < 17 의 녹화공법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로 주기적 조>

사 계절별 조사 평가 일정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한다, , .

다) 식생 생육조사는 식생조사구 방형구 내에서 목본 및 초본의 출현종 각 식물별 생육 개체수( ) , , 

식생 생육량 우점종 식생피복율 병충해유무 하고현상 포함 등을 조사 분석하고 표 , , , ( ) , < 18 의 >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에 따라 판정한다 식생 생육조사구는 평균적인 생육. 

을 보이는 곳에 임의로 선정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조사 시 설치한 방형구는 사진촬영하, 

고 전경사진에 위치를 표시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라)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의 식생기반재 두께는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최소 회 이상 측정하여 10

산술 평균한 값으로 사용한다.

마) 시험시공 직후 식생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 , 

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 이화학성 및 중금속 함량분석 등을 공인된 시험, , ,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다.

바)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 토양습도 등을 측정하고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 유무와 병충해 , , 

피해를 관찰한다.

사) 식생피복율 조사시 한지형초종 등 외래초종 양잔디류 의 점유율이 높으면 감점하며 생태계 교( ) , 

란종 및 위해종에 의한 피해가 심하면 상대 비교하여 감점한다.

아) 파종용 식물종자의 검정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수행한 파종할 

종자의 순량율 발아율 등의 시험 결과를 시험시공 결과보고서에 수록하며 시험시공 결과보고, , 

서에 수록할 내용은 표 < 19 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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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격은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 개의 항목이라도 미달할 경우 보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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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시험시공 결과 승인시험시공 결과 승인시험시공 결과 승인시험시공 결과 승인

가) 녹화공법의 품질 및 경제성을 합쳐서 녹화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녹화공법에 대하여 선정하75

고 품질 및 경제성이 적합하면서 복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법은 모두 승인한, 

다. 

나) 필요한 경우 녹화공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녹화공법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종자 및 식물전문가 감독원 및 관계자로 구성한다, , . 

나나나나.... 시공시공시공시공

(1)(1)(1)(1) 시공계획의 수립시공계획의 수립시공계획의 수립시공계획의 수립

비탈면 복원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비탈면 녹화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건 확인, , 

선정된 녹화공법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시험시공을 시행했을 경우 시험시. 

공 결과 선정된 공법을 적용한다 시공계획으로 공사의 순서와 녹화공법 적용계획 공정계획 주요 . , , 

노무계획 장비 및 재료반입계획 운송계획 등을 정한다, , . 

(2)(2)(2)(2) 재료재료재료재료

가)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품질 기준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시료

를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후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비탈면 녹화에 사용할 종자에 대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발아율 및 순량율 

시험을 의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종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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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시공시공시공시공

비탈면 식생녹화는 시공시기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공시기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적

기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녹화공법 적용시 종자의 발아율을 고려하여 파종량을 할증하고 복원, , 

복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일반적인 시공시기의 설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 

가) 일반적으로 식물의 발아에는 적당한 수분과 이상 되는 날이 주 동안 계속되는 것5~15 1~2℃ 

이 필요하며 발아된 식물이 어느 정도의 기상변화에 견딜 수 있는 개체로까지 성장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조건이 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2~3 .

나) 따라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파종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목본류는 여름철을 . 

지나서 파종하게 되면 전혀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 후 어느 정도까지는 생장한다 하여도 월동, 

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 등 인위적으로 다양한 종을 혼합하. 

여 시공할 경우 월 이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훈 등5 ( , 1999).

다) 목본류를 주 구성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월 하순 월 하순 일평균기온 사이에 3 ~6 ( 10 ~25 ) ℃ ℃

시공하고 초본류 위주의 시공은 월 하순 월 하순 일평균기온 또는 월 초, 3 ~6 ( 10 ~25 ) 9℃ ℃

순 월 초순 일평균기온 사이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10 ( 25 ~15 ) . ℃ ℃

라) 이 기간 내에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온이 발아온도보다 낮아지는 늦가을 이후에 시공하

여 이듬해에 발아할 수 있도록 한다.

(4)(4)(4)(4) 녹화식생의 평가녹화식생의 평가녹화식생의 평가녹화식생의 평가

가) 시공 완료 후에는 시기별로 녹화식물 생육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나) 혼파한 식물의 상호 경쟁에 의한 피압이 복원목표달성에 부합여부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 

적절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식생기반재의 침식 이탈 녹화식물의 쇠퇴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 

라) 시험시공결과와의 일치여부는 표 < 17 의 녹화공법 평가표의 품질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 시험시공결과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시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적, 

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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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관리

가가가가.... 녹화공의 목적과 유지관리작업녹화공의 목적과 유지관리작업녹화공의 목적과 유지관리작업녹화공의 목적과 유지관리작업

녹화공법은 침식방지 등의 비탈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의 환경 보전, 

창조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녹화공은 녹화 목표 장래의 목표로 하는 녹화 를 기본으로 시. ( )

공된다 유지관리 작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 

나나나나.... 점검 항목과 착안점점검 항목과 착안점점검 항목과 착안점점검 항목과 착안점

녹화에 의한 비탈면 유지관리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입 식물의 활력 번성 병충, , 

해 손상 침입 식물의 상황과 같은 식물에 대한 점검과 지반 배수 붕괴 녹화 기초공과 같은 생, , , , ,  

육기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표 . < 20 에 주요 점검항목과 착안점을 제시하였다 시공 후 초기> . 

단계에서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의 성장속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점검결과의 판단에 있어 다음과 .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일반적으로 목본 식물은 파종 후 년 동안 성장이 느린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초본식물1~2 . 

과 목본 식물을 섞어 심은 사면에 시공후 년 이내에 점검을 하는 경우 사면에 부분적으로 토1

사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사면 전체의 생육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다. 

나) 외래 초본만으로 시공된 사면의 생육상태 판정결과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하여도 그 후 거름주

기를 게을리 하게 되면 년째에는 쇠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2~3 . 

다) 전면 피복 완성 후의 유지관리

1) 식생이 쇠퇴하거나 황색을 보이면 비료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밑거름을 준다 단. , 

천이 촉진을 기대할 경우에는 생육기반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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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침입을 용이하게 하므로 현장 상황에 맞게 검토한다. 

2) 초본식물만이 생육하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년에 회 이상의 벌초를 행하는 것이 바1 1

람직하며 쇠퇴가 보이는 경우 거름을 주도록 한다, . 

3) 목본 군락의 어린 풀의 제초는 목본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행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

하다. 

4) 식재목 등이 말라 죽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 검토한 후 생육조건에 맞는 식재목으로 보충, 

한다. 

5) 칡이나 아까시나무 등의 특정 식물만이 번성하여 다른 식물의 번성을 크게 쇠퇴시킬 경우에

는 벌채한다. 

라) 생육기반의 유지관리

생육기반의 손상으로 사면 식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인은 이상강우와 강설로 . 

인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유수 소단 배수로 불량 눈사태 제설작업으로 인한 손상이 많다 생육기, , , , . 

반 손상을 장기간 방치해 두면 확대되어 사면 안정성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조. 

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1) 뿜어붙이기에 의해 조성된 식생기반이나 식생자루 등이 강우 동해 용수에 의해 손상 또는 , , 

유실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수한다. 

2) 철망이 뜨는 경우에는 앵커핀으로 철망을 고정한다 단 시공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식물이 . , , 

충분히 생육되어 전면적으로 비탈면이 피복되고 뿌리가 고정되어 앵커핀의 필요성이 없을 경

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 

3) 비탈면에 균열 함몰 탈락 붕괴 같은 이상이 보일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조속히 침식방, , , 

지대책이나 붕괴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 함몰 같은 이상 변형이 보일 경우에는 그 원인 조사를 하여 신속, 

히 콘크리트 틀의 부분 보수나 붕괴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5) 비탈면 종배수구 및 소단 배수구에 퇴적된 토사나 낙엽 마른 나뭇가지가 보일 경우에는 흘, 

러넘친 물에 의해 비탈면 침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구 청소를 하여 제거한다 배, . 

수구를 덮을 듯이 무성해진 초본과 관목류도 배수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시 , 

깎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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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태복원녹화 경관대책 및 식물의 생장특성, 

가가가가.... 생태복원녹화생태복원녹화생태복원녹화생태복원녹화

(1)(1)(1)(1) 생태복원녹화의 개념생태복원녹화의 개념생태복원녹화의 개념생태복원녹화의 개념

생태복원녹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목적 및 대상지가 다양하게 변모하여 왔

으며 그에 대한 사고도 조기에 확실하게 식물에 의해 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식물군락을 조성하는 , 「

것으로부터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는 것 으로 변화하여 왔다 또한 개발행위와 관련, . 」

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 조사나 검토함에 있어서 환경보존 자연 보호 등을 위한 , , 「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 로써 환경보존 및 자연 보호 등과 관련된 기술로 인식되어 그 개념이 확대 」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토양의 침식이나 풍화를 방지하는 기술 이라는 인식에서부. , 「 」

터 개발이나 재해 등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 및 생태계의 회복에 대해 바람직한 자연환경을 재생하「

며 창조하는 기술 이라 정의 내려질 수 있다. 」

생태복원녹화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토의 보전이다 즉 재해의 원인이 되는 비탈면 침식의 방지. , 

토사생산의 제어 수질 수량 등의 보전 등 국토보전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생태환경, , . 

복원을 위한 녹화라고 하는 것은 풀이나 나무를 심고 종자를 뿌리는 것이지만 생태복원 녹화기술

은 복원녹화가 어려운 장소 강산성토양 암석 나지 급경사지 댐 채석장 경석장 폐석장 등 및 곤( , , , , , , ) 

란한 시기 홍수기 건조기 한랭기 등 다양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조기에 바람직한 식물군락을 확실( , , ) 

하게 복원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원하는 식물군락을 복원하는 기본 작업으로서 식물이 발아. 

생육하는데 적합한 생육환경 생육기반의 안정화 등 을 경제성 지속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 ) , , 

하게 조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식물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회복. 

력을 기대하고 생태적 천이와 부합되는 자연 회복을 위해 인위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로 생각되어, , 

져야 한다.

(2)(2)(2)(2) 생태복원녹화의 기본방향생태복원녹화의 기본방향생태복원녹화의 기본방향생태복원녹화의 기본방향

생태복원녹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물군락이 갖는 환경복원 잠재력을 살리는 기술이 



비탈면 녹화 설계 시공 / Guide Book

34

기본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술방향이 중요하다, .  

가) 자연회복을 유도한다.

식물군락의 재생은 자연 스스로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연 회복력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 이다 표토가 이동하고 남은 나지를 방치하면 식물의 침입이나 정착은 . 「 」

진행되지 않으며 표토 이동이 완화되거나 정지하고 난 다음에야 식물 군락이 서서히 성립되기 시

작한다 이러한 경우 식물이 생육하기 쉬운 상태로 나지를 정비하여 주고 이것을 기초로 한 군락의 . 

재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 종자로부터 자연의 군락을 재생창조한다. 

식물의 침입이나 정착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적극적인 도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 

경우에 종자로부터 성장한 식물은 그 장소에서 적합한 생육을 하기 때문에 자연에 보다 가까운 상

태의 회복이 도모되고 보전 기능면에서 유효한 군락이 조성되기 쉽다, . 

다)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군락을 재생한다. 

천이란 비교적 광범위한 공간을 개발함에 따라 교란이 발생된 후 생태적 식물군락에서 발견되는 

시간에 따른 군집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황무지의 식생천이 과정은 그림 < 6 과 같이 >

일년생초본류 이년생초본류 다년생초본류 관목류 개척양수 중성양수 극성상음수로 나타난→ → → → → →

다. 

는 한 시점에서의 생물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른 생물상으로 변화하여 Kimmins(1997)

궁극적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물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안정상태로 유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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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을 생태천이라 하였다 송호경 등 표 ( , 2004). < 21 은 강원도 화강암질 임도사면에서 시공>

경과년수에 따라 나타나는 생태천이과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은 비탈면에서의 생태천이를 정상천이와 편향천이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초기 침(2002) , 龜  

입종으로 망초 개망초 쑥 참억새 등이 침입하고 이후 싸리류와 소나무 등 차 식생이 침입하여 , , , 2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나무와 진달래 참나무류 등 목본식물이 우점하여 비탈면이 안정되는 정, 

상천이와 초기 침입종으로 생육이 왕성하여 다른 종들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아까시나무나 칡이 

우점할 경우 다른 종으로의 천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들 종이 우점하는 형태의 편향, 

천이가 있다고 하였다 송호경 등( , 2004).

생태복원 녹화기술은 식물 천이의 촉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는 자연의 흐름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지에 식생을 도입하는 경우 천이의 흐름을 무시하. 

고 한꺼번에 극상군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 식생을 도입해도 극상군락은 성립되지 않으. 

며 외관상으로 극상군락으로 보여 지더라도 기능 면에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연의 

힘에 의해 변화된다 따라서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락을 재생. ,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한 종을 사용한다.

생태복원 녹화기술에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한 종을 사용한다 토질적 요인 입지적 요인 환. , , 

경적 요인 토양 수분의 분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종의 종자를 도, 

입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식물로 나지가 복원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다른 식물. 

의 생육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우점 하는 식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3)(3)(3) 생태복원녹화의 외국 사례생태복원녹화의 외국 사례생태복원녹화의 외국 사례생태복원녹화의 외국 사례

일본에서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비탈의 생태복원 녹화기술의 새로운 적용으로서 수림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목본은 초본보다 비탈면의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비탈면 수림화는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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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을 얻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비탈 등을 대상으로 개발된 새로운 생태복원 녹화기술들은 자연의 산림인접지역뿐만 아니라 도

시에서 그동안 방치하였던 작은 공간들을 푸르게 하는데 적용되어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

여하고 있다 도시 내에는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 을 실시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넓은 면적보다. 「 」

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작은 공간들을 대상으로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을 ,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으로 콘크리트나 시멘트에서 식물. 

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매우 강력한 부착력을 갖는 식생기반재를 울퉁불퉁한 불안정한 비탈에 뿜어 붙이고 생태복원녹화

를 유도하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건설 공사시 수반되는 수목과 간벌재 등을 분쇄하여 재활용하는 . 

기술로써 망을 치지 않으며 불안정한 토사를 고정하여 주고 집중호우에도 식생기반토양이 유실되, 

지 않는 내침식성이 매우 강한 식생기반재를 비탈에 뿜어 붙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댐 등 수위변. 

동구간과 하천 수로 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흘러내리는 경질 토사면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일본에서의 비탈복원녹화기술은 단순히 자연 생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토질공학 암반공학 지, , 

반공학 등 다양한 공학적인 접근을 병행하고 있으며 개발 전에 환경복원계획과 설계가 수립되어 , 

있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공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녹화사업을 단계별로 ,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환형 사회와 녹화기술의 관련성이 밀접하게 발달하여 시민 참여형 . 

녹화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 발생재의 재활용 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발생재의 퇴비화 , ( ) , 

연구뿐 아니라 발생재의 녹화토로의 활용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역의 자연과 유전자 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채취 가능한 매토종자집단

을 이용한 방법이 년대 이래 일본에서 시행되어 왔다 선구적인 사례로 자연(soil seed bank) 1960 . 

공원구역내에 건설된 오사카의 미노오가와댐에 산림의 표토를 미리 채취 보관한 후 공사 후에 나, 

지 사면에 부설하여 예덕나무를 비롯한 매토 종자에서 발아된 선구수종이 성장하여 조기에 관목림

을 형성한 사례가 유명하다 한편 산림표토를 이용한 시공방법으로 주변의 산림에서 채취한 산림표. 

토를 부설하는 전통적인 방법 표토를 식생기반재취부공의 재료로서 사용하여 접합제 등을 배합하, 

여 사면에 취부하는 방법 표토를 흙 자루에 채워서 이용하는 방법 산림표토를 가능한 한 교란시, , 

키지 않고 조성지에 이식하는 표토 이식공법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표토이식 공법은 표토매트

의 상태로 사면에 붙이는 표토매트공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정현 등( , 2006). 

또한 에코로드의 조성이 활발하여 동물의 이동 경로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로의 동물 진입을 방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식물이식기술로써 근주이식기술이 발달하고 기계화의 발달로 식물과 토양을 통째로 옮기는 기술, 

표토 식물 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토양개량효과가 있어 활착율이 대경목 이식보다 높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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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비탈면의 경관 대책비탈면의 경관 대책비탈면의 경관 대책비탈면의 경관 대책23)23)23)23)

(1)(1)(1)(1)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건설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비탈면은 흔히 콘크리트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이나 암반의 노

출로 인하여 주변 자연 지형이나 기존 식생과는 이질적인 경관으로 변화되어 자연파괴나 경관파괴

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비탈면의 경관상 대책으로 시각적인 위화감을 없애거나 줄여서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대규모 절토 비탈면의 경우 시각 환경의 악화뿐만 아니라 심리. , 

적 압박감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수직 방향의 시각이 이상인 대상물이라면 상당한 압박감을 . 43° 

23) 최신 사면 토류 기술총람편집위원회의 최신사면 토류공법 총기술 의 내용을 인용 ‘ ’(1991)



비탈면 녹화 설계 시공 / Guide Book

38

받고 그 대상물의 세부까지 문제시되며 색채 구성 대비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각 에, , , . 30°

서는 시점으로부터 주체적 시점의 대상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세부도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지만 , 

압박감이 줄어든다 시각 에서는 세부는 거의 무시되며 전 시야의 끝이나 테두리로 작용하게 . 18° , 

된다 시각 에서는 주체적 시각 대상으로는 되지 않고 시야 내의 경관 구성 요소의 하나에 지나. 14°

지 않는다.

예를 들면 높이가 인 절토 비탈면의 경우에 시점 거리가 이하라면 그 시각은 이상, 20m 20m 45°

이 되고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시각이 이하로 되기 위해서는 시점위치가 비탈면에서 이. 14° 60m 

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2)(2)(2) 비탈면의 경관 대책비탈면의 경관 대책비탈면의 경관 대책비탈면의 경관 대책

가) 비탈면의 규모

비탈면의 경관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거대한 절토 비탈면으로서 콘크리

트 뿜어붙이기 등으로 처리된 것이며 어느 연구에서는 자연 경관에 강한 충격을 주는 면적은 높이, 

가 이상 너비가 이상인 비탈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거대한 절토 비탈면이라 하더라20m , 100m . 

도 식생으로 비탈면이 보호되고 또한 수년이 흘러 주위 향토종이 침입하면 시공 당시보다는 훨씬 , 

친숙한 경관이 된다. 

비탈면의 규모가 비탈면을 두드러지게 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탈면의 규모를 가능

한 한 작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 단지에서는 경사지에서 정리된 평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큰 비탈면이 생기지만 계, 

단식으로 토지를 조성하면 토공량도 줄고 비탈면도 분할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림 < 8>. 

    

도로의 경우에도 그림 < 9 의 을 와 같이 분할하여 비탈면을 분리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 (1) (2) , .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특히 훌륭한 곳에서는 그림 < 10 과 같이 고가 등으로 비탈면을 만들지 않는 >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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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탈면의 형태 라운딩, 

비탈면의 라운딩이라는 것은 비탈면 전체 혹은 비탈면의 상부나 

하부를 둥글게 하는 것으로 그림 < 11 과 같이 주변과 그 접속면이 >

굴절하여 생기는 위화감을 없애고 연속시키는 것이다 라운딩은 그 .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효

과가 없으며 그림 , < 12 그림 >, < 13 과 같이 경관상 특히 두드러지>

며 평지에서 구릉지로 들어서는 지점과 같이 먼 곳에서도 전망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완만한 구릉지 내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 또한 라운딩의 효과는 경관적인 것 외에 . 

잘못된 구역 방지 도입 및 침입 식생의 조기 정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성토의 경우 그림 < 14 와 같이 비탈면 상부 하부를 둥글게 만들어 붙여 아름다운 곡선미를 살> , 

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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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식물의 생장특성식물의 생장특성식물의 생장특성식물의 생장특성

(1)(1)(1)(1)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24)24)24)24)

일반적으로 식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상비탈면의 토질이나 풍속 기온과 같은 기후적 요인, 

과 같이 비탈면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개선되기 힘든 요소들과 사면의 각도와 같이 시

공 중에 결정될 요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면 식생의 성패는 이중 이미 결정된 요소들에 의해 .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탈면의 녹화는 식재된 식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 

며 그 생육상태는 비탈면의 주변 환경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식물의 생육을 좌우하는 주된 , . 

환경요인으로서는 태양광선 수분 흙의 양분 기온 등이 있으며 그 각각의 요인에 대한 내용을 요, , , , 

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태양광선 

태양광선의 강도와 식물의 생육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광합성 속도는 빛의 

강도에 비례하지만 빛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 속도는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 

장에 악영향을 받는 식물도 있다 이러한 빛의 강도를 광포화점이라고 하며 광포화점은 식물의 종. 

류에 따라서 다르다 광포화점이 높은 식물은 비교적 강한 광조건을 좋아하며 이를 양성식물이라고 . 

한다 반대로 광포화점이 낮은 식물은 약한 광조건에도 생육이 비교적 활발하며 음성식물이라고 한. 

다 이외에 일장 광주기 광질 파장 이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 ), ( ) .

나) 흙

식물의 종류에 따라 적응도가 좋은 토양이 각기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토

양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식물이나 동물이 썩어서 형성된 유기질의 토양 투수 통기 배수성. 1) , 2) , , 

이 좋을 것 토양 가 가능한 중성에 가까울 것 질소 인산 알칼리 등의 필요성분을 포함, 3) pH , 4) , , 

하고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 수분 

비탈면에 수분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강우는 식물의 생육에 있어서 직 간접적으로 여러 가·

지 영향을 주고 있다 강우는 식물의 생육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 , 

에 따라서는 식물의 생육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강우의 영향은 표 < 22 와 같다> . 

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환경친화적 암사면 녹화공법 개발연구 의 내용을 발췌 인용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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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충분한 강우가 있어 토양의 수분 흡수가 무시된다면 숲이 토양수분에 대해 영향을 못 미

친다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반대로 토양수분 흡수는 일 년 중 건기 동안에 가장 큰 것으로 . , 

나타났다(Gray, 1978).

강우가 잠재적인 증발을 크게 초과하는 기후에서는 이러한 공헌도가 작다 그리고 매 여름마다   . 

중요한 수분의 고갈이 발생되는 좀 더 메마른 기후에서는 여러 다른 종류의 식생으로 물을 차별적

으로 사용하여 비탈면 활동의 발생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수분의 공급은 식물. 

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요인이며 만약 토층에 식물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유효한 일정량의 수분이 없다면 식물의 생육을 활성화시키는 잉여분의 수분흡수와 광합, 

성 증산작용 등의 생리활동도 곤란하게 되며 결국에는 식물의 생존자체까지 어려워진다, . 

라)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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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란 대기의 온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식물의 증산 광합성의 대사활동과 식물의 발아, , 

성장 개화 결실 휴면 등의 현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온도 수분이 일정한 범위를 , , , . 

가져야 식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유사하게 일정온도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여러 가지 문제

를 발생시키며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생육자체가 곤란해진다 이러한 식물의 성장이 최대가 되는 . 

온도영역을 최적온도라고 하며 성장을 시작하는 온도를 최저 한계 온도라고 한다, ( ) .

(2)(2)(2)(2) 식물 종자의 발아조건식물 종자의 발아조건식물 종자의 발아조건식물 종자의 발아조건25)25)25)25)

일반적으로 비탈면 보호공법에서는 사용 식물이 어떠한 악조건에 견딜 수 있는지 또한 그 생육 

한계 등을 확인하고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은 상당히 가혹. 

한 조건에서도 발아나 생육이 가능한 종류를 주로 사용한다.

가) 종자의 수명

종자의 수명은 그 종자가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식물 개체마다 수명의 한계가 있는 것

처럼 종자에도 일정한 수명이 있다 종자의 수명은 종자의 숙성도와 습도 온도 산소의 공급 등 환, . , , 

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종자의 수명은 그 씨앗의 껍질 구조와 관계가 있다 껍질이 . . 

단단하거나 두꺼운 종자는 물과 산소의 대사가 곤란하여 발아가 어렵다 또한 목본류의 종자는 단. 

명인 것이 많다. 

나) 발아의 기본적 요건

종자가 발아하기 위해서는 물 산소 탄산가스 습도가 필요하며 식물이 오랜 기간 정착하기에 생, , , 

육할 수 있는 기반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비탈면 보호공법에서 중요한 발아의 요건은 다

음과 같다. 

1) 표층부의 토양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발아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 

3) 토양 중에 산소가 적당히 공급되어야 한다. 

다) 발아의 기본적 성격

식물의 종자는 채취 후 일정 기간은 외부 조건이 좋다고 해도 발아하지 않는데 이것을 종자의 , 

휴면이라고 한다 휴면에는 생리적 휴면 과 기계적 휴면 수분 흡수 불능 이 있다 재배 . ( ) ( , ) . 硬

식물 등은 휴면기간이 짧고 경실이 적어 단기간에 일제히 발아하도록 선발되고 고정되어 있다. 

비탈면 보호공법에 사용되는 외래 초본 식물은 휴면기간이 짧아 종자의 발아에 적합한 온도와 

수분 빛 산소가 주어지면 용이하게 발아한다 재래식물인 초본류나 목본류 중에는 생리적 기계적, , . , 

인 휴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발아를 곤란하게 하는 종류가 있으며 특히 재래 식물인 목본 식물, 

25) 최신 사면 토류기술 총람편집위원회의 최신사면 토류공법 총기술 의 내용을 인용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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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산지나 채취 시기 등에 의해 발아하기 어려운 종자가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자의 발아 성질에는 종류별로 고유의 발아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발아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파종후 일 내에 발아해야 하는 종자의 대부분이 발아를 완료하는 종류2~3

2) 파종후 주일에서 일 후에 발아를 개시 그 후에 발아가 완료되는 종류1 10 , 

3) 파종후 주일 정도 발아가 평균적으로 계속되고 발아를 완료하는 종류1

4) 파종후 발아의 피크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발아하는 종류

라) 수분과 발아

종자의 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조건이다 종자의 흡수 특성은 파종 직후의 토양 . 

건조에 의해 발아 불량이 되기도 하고 고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흡수와 발아

식물의 종자는 일정한 수분을 주위로부터 흡수한 후에야 발아가 일어나며 흡수의 정도는 종자의 

종류나 형태에 의해 다르다 또한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면 발아가 개시되는지는 종자에 따라 다르. 

다 화본과의 소립 종자는 적은 흡수량이라도 발아하지만 콩과의 종자는 화본과의 종자보다도 많. , 

은 흡수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종자의 흡수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도 다른데 흡수 속도가 빠른 종. , 

류일수록 발아현상이 빠르다 수분 공급시 식물의 종자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 종자가 수분을 공급받으면 세포가 흡수에 의해 팽창하여 기계적인 힘에 의해 씨앗 껍질

을 내부에서부터 밀어내 껍질을 찢고 발아한다.

나( ) 종자는 흡수를 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산소에 활력이 생기며 이 활력은 종자 발아의 가, 

장 현저한 현상의 하나지만 수분이 없으면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 

다( ) 종자 내에 양분으로서 저축되어 있지 않는 물질은 수분에 의해 가수 분해되어 이용에 용

이한 화합물이 된다. 

2) 토양의 함수량과 발아

토양 수분이 포화 함수비보다 낮을 경우에 수분은 토성에 의한 함수비에 대해 일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토양 입자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의 수분 흡수력이 문제가 된다 종자의 흡수 곡선은 . 

식물의 생장 초기일수록 수분 흡인력이 크고 생장이 진행됨에 따라 작아진다 이 때문에 토양의 , . 

건조가 종자의 발아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종자의 발아에 있어서는 토양 함수량의 변동이 . 

그다지 없는 상태가 좋다 위핑러브그라스 퍼레니얼라이그라스 등에서는 토양 함수량이 . , 10~30% 

범위에서 발아가 좋지만 이상이면 발아나 생육에 영향을 준다40% .

3) 종자의 건조와 발아

종자는 상당히 건조를 해도 활력을 잃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종자의 함수량, 

을 와 같은 건조 상태로 보존하면 발아력은 저하하며 발아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종자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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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량은 보통 정도이다 이 이상의 함수량에서 보존된 종자는 온도의 영향이 더해지면 발아10% . 

력을 잃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 온도와 발아

식물 종자의 발아 생명은 일정 온도 범위에서 보존되며 온도에 대한 저항성은 종자의 함수량의 ,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 있는 종자일수록 고온이나 저온에 대한 저항성. 

이 크다. 

1) 정온도와 발아

일반적으로 난지형 식물의 발아 가능한 온도 한계는 전후이다 그러나 한지형 식물은 10 . 5℃ ℃ 

전후라도 발아한다 난지형 식물의 발아 적정온도는 로서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 점차로 최종 . 25 , ℃

발아율은 저하한다. 

시공 적기나 파종 시기의 문제는 종자의 발아에서 생육에 걸친 전 과정을 통해 고려해야 하며, 

종자 발아상의 문제로서는 오히려 발아 불량이 되는 온도의 한계 고온 저온 나 발아 기운이 중요( , )

하다.

2) 변온과 발아

자연 조건하에 있어서 종자의 발아는 항상 온도에 대해 조건이 변하고 있고 저온도하의 발아와, 

는 상당히 다르며 정온도에서 발아가 용이하지 않은 종자는 변온 등의 자극에 의해 발아를 촉진시, 

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종자 발아의 변온 효과는 종자의 생리적 휴면이나 후숙을 타파함으로써 . 

발아율을 높이게 된다 비탈면 보호공법에 사용되는 초본 식물의 종자 대부분은 이러한 온도변화에 . 

대한 문제는 적지만 고산 지역의 식물을 이용할 경우는 그 발아 습성에서 종자의 발아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변온 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3) 고온과 발아

한지형 식물의 발아시험에서는 의 정온에서 발아 장해를 볼 수 있는데 난지형 종자의 경우 35 , ℃

의 고온이라도 단시간이라면 발아가 촉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흡수한 종자의 경우는 40 . 50℃ ℃ 

이상에서는 단시간이라도 치명적인 장해가 된다 건조된 종자는 비교적 고온에 대해 강한 경향이 . 

있다 고온기에 난지형 식물을 사용하면 발아 장해는 적어지지만 발아직후에 건조 피해가 발생하는 .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바) 산소 빛과 발아조건, 

일반적으로 비탈면 녹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본 식물의 종자는 호광성의 경향이 강하다 피복 . 

토양을 바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오처드 그라스 켄터키 훼스큐 크리핑 레드 훼스큐에서는 , 31 , 

의 피복 토양이 있어도 발아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 그러나 위핑 러브그라스는 이상의 3cm . 1cm 

두께가 되면 발아율의 저하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빛이나 산소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소립 종자의 . 

경우 저장 양분이 적고 싹이 지면에 나오기 전에 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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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녹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물의 종자로는 특히 산소나 빛의 요구도가 큰 종류는 없다. 

(3)(3)(3)(3) 경사와 뿌리생장경사와 뿌리생장경사와 뿌리생장경사와 뿌리생장

초본의 뿌리는 경사방향으로 생장하며 표토 가까이 밀집되어 있어 지표면의 풍화토 침식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다 목본의 경우는 뿌리가 경사와 연직방향으로 주근이 발달하며 지반깊이 들어가 . 

얽히고 서로 휘감겨 지반을 강하게 고정 지지하고 있어 슬라이딩이나 표층붕괴를 예방한다 따라, , . 

서 초본과 목본의 적절한 배합을 통한 다층적 식생구조의 삼림화로 표면침식이나 자연재해를 예방

하고 억제할 수 있다.

목본식물의 근계형태 초본식물의 근계형태

(4)(4)(4)(4) 초본 목본의 특징초본 목본의 특징초본 목본의 특징초본 목본의 특징, , , , 

줄기에 목부 가 발달하고 세포벽이 목화한 것을 목본이라 하며 줄기에 목부가 발달하지 않( ) , 

은 것이 초본이다. 

초본은 목본보다 수명이 짧으나 일반적으로 적응성이 높다 또한 초본은 종자가 작은 것이 많고 . 

그 발아도 좋아서 나쁜 환경에 잘 견디고 초기 성장도 빠르다 목본에 비해 뿌리가 얕아서 경사면. 

처럼 토양층이 얕은 곳에서도 성장은 하나 정착성이 낮아 장기적인 지표면 보호 효과는 낮다.

목본은 다년생이고 수명이 길며 초본보다 초기 성장은 나쁘지만 정착하면 뿌리가 깊숙히 발달하, 

여 고착성은 양호하다 그러나 비탈면에서는 얕은 토층으로 인하여 뿌리의 발달이 더딘 경우가 많. 

아 식재시에는 대형목보다는 소형의 저목으로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고 파종의 경우에는 뿌리가 견, 

고하고 지표면 보호 효과가 큰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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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지형 잔디류 및 재래 초본류와 목본류의 종자를 혼파할 경우 목본류는 종피가 두껍고 딱

딱하여 한지형 잔디류 및 초본류에 비해 발아율과 초기 생장력이 낮아 피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므로 한지형 잔디류 및 초본류의 적정 파종량이 요구된다.    

(5)(5)(5)(5) 파종과 묘목식재파종과 묘목식재파종과 묘목식재파종과 묘목식재

인위적으로 식물군락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종자에 의한 방법 파종공 과 식재에 의한 방법 식재( ) (

공 이 있는데 종자에 의한 식물생장은 묘목식재 경우보다 뿌리가 땅속 깊이 침투하여 지반을 강화)

시켜 준다 또한 자연본래의 생육생태와 유사하여 식물간의 건전한 자연도태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 

어져 자연과 친화된 경관을 조성한다 묘목식재는 경관을 조기에 재현하기는 쉬우나 그 후 생육속. 

도가 파종보다 느리고 풍화침식되는 토양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 파종공과 식재공을 비교하여 보. 

면 그림 < 17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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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뿌리에 의한 보강 효과뿌리에 의한 보강 효과뿌리에 의한 보강 효과뿌리에 의한 보강 효과

식생의 설계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나무의 뿌리에 의한 보강 나무의 하중으로부터의 , 

사면 하중 재하 흙 수분의 조절 잎으로부터의 차단과 발산에 의한 간극수압의 감소 동상 깊이의 , , , 

침입도 감소 줄기와 덩굴로 인한 지지와 흙 아치 현상으로 수평 구속에 의한 사면 내 응력의 균형,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흙의 침식성은 사면의 불안정성에 . 

크게 기여하며 이는 설계에 고려해야 할 다른 인자이다 그러한 여러 고려 사항들 중에 뿌리에 의. 

한 보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 24 는 식물의 뿌리가 정착한 깊이에 따라 >

사면의 안정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는 토층이 얕. A

고 뿌리가 기반암을 뚫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반암과 토층사이의 경계면에 전단면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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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러한 경우 얕은 토층 위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식생이 위치하여 오히려 파괴

를 조장할 수 있다 유형 는 뿌리가 기반암을 뚫고 있어 사면파괴가 발생할 때 줄기와 뿌리가 일. B

종의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사면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형 는 얕은 토층아래 , C

밀도와 전단강도가 큰 천이층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뿌리가 천이층에 위치하고 있어 부수적인 사면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유형 는 상당한 깊이의 단일 토층 아래 기반암층이 위치하고 있으. D

나 뿌리가 기반암에 닿지 못하여 안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999)

(7)(7)(7)(7) 비탈면 녹화 이후 식생피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탈면 녹화 이후 식생피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탈면 녹화 이후 식생피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탈면 녹화 이후 식생피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탈면 녹화 이후 식생피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경사도가 높을수록 비탈면 너

비가 넓을수록 비탈면 길이가 길수록 피복도는 낮고 남향비탈의 식생이 태양볕에 의해 건조되어 , , 

습도가 북향비탈보다 낮게 나타나 초종의 생육이 불량하다 또한 우보명 등 의 연구에 따르. (1993)

면 임도 비탈면의 길이가 이하에서 식생피복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기성 의 연구에서는 7m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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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량한 식생피복을 보이고 있다 길승호 등20m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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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탈면 녹화공법의 재료

가가가가.... 녹화식물녹화식물녹화식물녹화식물

(1)(1)(1)(1) 녹화용 주요 식물들의 일반적 특징녹화용 주요 식물들의 일반적 특징녹화용 주요 식물들의 일반적 특징녹화용 주요 식물들의 일반적 특징

비탈면에서 녹화식생들은 사면안정과 침식조절 및 경관미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탈면의 토양은 척박하기 때문에 녹화용 식생은 무엇보다도 척박. 

지에서 견디는 수종이어야 하고 조기녹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 

다.

가) 초장이 너무 길지 않으며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면서 다년생이어야 한다, .

나) 종자의 대량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적당하여야 한다, .

다) 종자파종적기의 폭이 넓어야 하고 종자의 발아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

라) 생육이 왕성하면서 근이 깊게 발달되고 토양과의 고착성이 좋아야 한다.

마) 열악한 토양에 견디는 힘이 강해야 한다 내건성 내한성 내산성 내염성 내침식성 내서성 등( , , , , , ).  

바) 기초식재용 사료용 비료용 장기녹화용 등 사용특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 , .

사) 가급적 향토종이어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2)(2)(2) 녹화식물녹화식물녹화식물녹화식물

가) 떼

떼 는 사방공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녹화재로서 과거에는 주로 자연적으로 산야에 자생한 (Sod)

들떼 또는 나 산떼 를 채취하여 사용하였지만 근래에 와서는 인위적으로 떼밭을 조( ) ( ) 

성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떼는 줄떼붙이기 평떼붙이기 떼수로공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 .

일반적으로 토공에 사용되는 떼를 뜬떼 라 하며 산림 사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떼는 그 ( ) , 

크기에 따라 대형떼 두께 이상 와 소형떼 두께 이상 로 구분하고 (40 ×25 × 3 ) (33 ×20 × 3 )㎝ ㎝ ㎝ ㎝ ㎝ ㎝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보통떼 를 많이 사용하고 용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 (30 ×30 ×3 ) , ㎝ ㎝ ㎝

라지게 된다 대형떼는 매당 을 소형떼는 을 표준으로 한다. 1 4 , 2.7㎏ ㎏ .

떼를 뜬 후에 흙을 털어 버린 떼를 턴떼라 하고 흙이 붙어 있는 떼를 흙떼라 한다 또한 뜬 떼를 , . , 

온떼라 하고 이것을 길이방향으로 잘라 둘로 만든 것을 반떼라고도 한다.

비탈면에 붙이는 떼붙이기공법에 사용될 때에는 붙인 떼 또는 평떼라 하는데 이때에는 물론 온, 

떼를 사용한다 평탄한 정원이나 교정과 같은 순수한 떼로 이루어진 정원을 조성할 때에는 반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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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줄떼심기공법 또는 평떼심기공법을 적용한다.

나) 초본류

비탈면녹화공사에 주로 이용되는 식물들은 외래도입초종과 자생초종 야생화 등이다 이들 중 초종, . 

은 생육적온이 인 한지형잔디 와 생육적온이 인 난지형잔15~25 (Cool-season Turfgrass) 25~35℃ ℃

디 로 구분된다 한지형초종들은 외래도입종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기(Warm-season Turfgrass) . 

후에 대한 적응성이 대체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1) 외래초종

외래 초종은 대부분 이상의 높은 발아율을 가지고 있으며 순도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충80% 90%

실한 종자가 많다 또한 대부분 지상부생장이 우수하고 분얼이 우수하여 재래종과의 경쟁에서 초기 생. 

육에서는 우점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외래 초종은 이러한 특성으로 비탈면 공사에 자주 이용되고 있. 

고 실제로 효과가 양호하다 그러나 외래 초종의 과다사용은 주변 자연식생의 천이를 어렵게 하여 외, . 

래초종만의 단순군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래 초종과 혼파하는 것이 비교적 장기적인 녹화

측면에서는 보다 안정된 식생군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 초종으로는 Tall Fescue, Perennial ryegrass, Italian ryegrass, Kentucky bluegrass, 

Creeping redfescue, Weeping love grass, Bent grass, Redtop, Switch grass, Bermuda grass, 

닭의장풀 메도우 훼스투카 소리쟁Bahia grass, Timothy, Orchard grass, Manhattan ryegrass, , , 

이 자운영 질경이 호장근 등이 있고 외래초화류에는 개양귀비 과꽃 금낭화 기생초 끈끈이대나, , , , , , , 

물 나팔꽃 달맞이꽃 당아욱 도라지 루드베키아 원추천인국 벌노랑이 샤스타데이지 서양메꽃, , , , , ( ), , , , 

서양민들레 서양톱풀 수레국화 수박풀 수염패랭이꽃 잔잎바디 천인국 코스모스 큰금계국 큰, , , , , , , , , 

달맞이꽃 털여뀌 등이 있다, .

가( ) 큰김의털 큰개미털Tall Fescue( , )

외래도입종 중에서 사면녹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다 는 한지Tall Fescue . Tall Fescue

형 잔디이며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양호한 생육을 하는 내구성과 내건조성이 강한 잔디로서 비교적 

피복율은 낮은 편이지만 어느 종류의 토양에서도 잘 견디며 특히 내열성과 내건조성이 한지형잔디 , 

중에서 가장 강하다 그러나 엽폭이 너무 넓어서 거친 느낌을 주어 경관미가 낮다는 단점. (5-10mm) 

이 있으나 여러 종류의 개선된 품종이 현재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나( ) 다년생 호밀풀 가는 호밀풀Perennial ryegrass( , )

보다 초기생육속도가 빠른 도 한지형 잔디로서 사면녹화공사에 Tall Fescue Perennial ryegrass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여름철에 하고현상이 심하여 황변하고 파종당년에 상당수가 도태되는 경우. , 

가 많아서 의도적으로 차 식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1 . 

다( ) 이태리 호밀풀 쥐보리Italian ryegrass( , )

는 한지형 잔디로서 퍼레니얼라이그라스와 같은 용도인 차식생 조성용으로 이Italian ryegra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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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한 초종이나 다년생이 아니다.

라( ) 왕포아풀Kentucky bluegrass( )

는 한지형 잔디로서 초기조성속도가 양잔디류 중에서는 느린 편이다Kentucky bluegrass . 

마( ) 왕김의털 눈 붉은 개미털Creeping red fescue( , )

는 한지형 잔디로 세엽이어서 부드러운 질감을 나타내며 조성 초기에는 위Creeping redfescue , 

핑러브그라스와 유사하게 보인다 초기조성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며 초장이 길면서 많은 분얼을 . , 

하는 톨훼스큐와 퍼레니얼라이그라스와 비교해 볼 때 시각적인 면에서 덜 거부감을 주고 있다 현. 

재 북사면에서는 주 녹화용초종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초종만 단파하면 역시 보기에 좋지 않다.

바( ) 능수참새그령Weeping love grass( )

는 난지형 잔디로서 여름철에 왕성한 생육을 하고 주변식생이 휴면에 들어갈 Weeping love grass

때 같이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래초종 중에서는 계절적인 부조화가 가장 적은 초종이다 그러나 . 

이 초종을 많이 파종하면 겨울철에 은빛색을 띄면서 드문드문 늘어진 모습을 보여 강한 거부감을 주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겨울부터 이듬해 월말 까지 지속되므로 이 초종의 과다 사용은 문제가 되. 4

고 있다 또한 바싹 마른 잎은 높은 화재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종자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 , 

히 하면 과다 파종하기가 쉬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월경에 파종하는 대체로 파종시기가 여름철에 . 6 , 

가까울수록 이 초종의 절제된 사용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초종들을 종합해 볼 때 계통의 식물들은 파종후 주일 이내에 이상의 피 ryegrass 1 95%

복율을 보이는 초기조성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름철 이후에는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 

서 일부가 도태되는 성질이 있어 그 도태된 자리를 초기 조성속도가 느린 우리나라 자생초종과 목

본식물이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배합설계에 이용이 가능하다.

2) 향토초본류

우리나라 향토초본류는 이차식생의 조성 및 경관미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환경에 적응력이 좋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군락의 유지보존상 안정된 식생군락을 조, 

성하며 식생천이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의 발아 생장이 느리고 종자의 구득이 곤란, . , 

하며 겨울철의 지표피복력이 약하고 발아 양묘기술 등 다른 식물과의 조화가 어렵고 파종적기가 , , 

짧고 봄 여름 파종에 주로 이용되고 가을 파종이 어렵고 종자의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 

대체로 발아율이 높고 내건조성이 강한 것으로는 쑥과 새 안고초 비수리 달맞이를 들 수 있다( ), , . 

이들 중에서 뿌리의 생육이 왕성하여 뿌리전단력이 높은 초본은 쑥과 비수리이고 새 안고초 는 암, ( )

석비탈면에 많이 자생하는 토착미가 있고 경관미가 좋은 자생초종이다 특히 새 안고초 는 싸리와 , . ( )

더불어 늦가을부터 이듬해 월까지 비탈면의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매우 효과적인 긍정적인 면이 5

있다 그러나 파종시기의 제약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

비수리는 참싸리의 대용식물로 활용 가능하고 쑥과의 경쟁에서는 긴 초장으로 인해 유리하고 새

안고초 보다 파종시기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달맞이는 일찍 녹색을 유지하며 꽃이 피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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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식물로써 종자파종이 수월한 장점이 있으나 파종시기의 제약을 많이 받으며 가을철에 망초류

처럼 긴 대가 올라옴으로써 보기 싫어질 우려가 있다 목본류와 혼파하면 이런 문제점이 극복될 수 . 

있다.

향토초본류는 재래종의 경우 발아율이 떨어지고 종자의 구입이 어려워 현재 대부분 수입종을 사

용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초종으로는 감국 개미취 구절초 금불초 마타리 민들레 벌개미, , , , , , 

취 범부채 붓꽃 산국 섬기린초 술패랭이꽃 쑥부쟁이 애기기린초 용담 제비꽃 타래붓꽃 층, , , , , , , , , , , 

꽃 털부처꽃 패랭이꽃 참나리와 원추리 등을 들 수 있다, , , . 

 

다) 목본류

비탈면에 목본류를 도입하는 것은 사면안정 자연미의 제공 주위 산림생태계와의 조화를 도모하, , 

기 위해서이다 초본류와 목본류의 뿌리가 서로 엉겨 붙어서 토양을 안정시키며 암석절취사면에서 . , 

자라는 수목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자연생태계로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효, 

과가 있다.

단일 수종으로 사면을 녹화하면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잡초가 번무하게 되어 기존 황폐지의 

절개면에 자라고 있는 수목류 중에서 선발하여 종다양성을 갖춘 식물배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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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면 녹화에 사용되는 수목의 종류와 특성은 표 < 27 과 같다> .

라) 덩굴식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덩굴식물 중에서 중부지역에서 환경녹화용으로 식재할 수 있는 수종에

는 댕댕이덩굴 으름덩굴 송악 덩굴장미 등 칡 청다래넌출 담쟁이덩굴 왕머루 다래나무 인동덩굴, , , , , , , , , , , 

청미래덩굴 등 개 수종이 있으며 개 수종 중에서도 특별히 내환경력이 강하고 대량 증식이 용이하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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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국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대 수종으로는 담쟁이덩굴 등 칡 인동덩굴 청미래덩굴을 들 수 있다5 , , , , . 

이들 수종 중 칡은 왕성한 번식력과 생장력으로 대상지에 발생하기 시작하면 나무의 줄기와 잎을 모두 

덮어 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역용으로 지역의 .  

특수수종으로 고유미를 강조하는 요점식재에 사용하기 좋은 수종으로는 다래나무 으름덩굴 왕머루, , , 

능소화 청미래덩굴을 들 수 있다, .

나나나나.... 녹화자재녹화자재녹화자재녹화자재

(1)(1)(1)(1) 떼 대용 자재떼 대용 자재떼 대용 자재떼 대용 자재

자연생떼의 부족에 대체하고 시공을 단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용떼를 제조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용떼 중에서 주요한 것으로는 식생반 식생자루 식생대, , ( ), ( ), 袋 帶

식생매트 식생포트 등이 있다 이밖에 잔디 등 식생조성용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천연 토목섬유로 , . 

된 등과 합성수지로 된 론생백Geo mesh(Netting, Fencing), Coir net, Jute mesh, Jute net 

론생 각종 녹화 와 가 있다(Lonseng bag), Net, Filter mat, Sheet M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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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식생기반재식생기반재식생기반재식생기반재

식물의 생육기반이 되는 토양공간 즉 녹화기반의 형성에 관여하는 배양토 토양개량자재 등을 , , 

총칭해서 식생기반재라 한다.

토양개량자재는 토양의 이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토. , 

양개량자재는 원료의 차이에 따라서 유기질계 무기질계 합성고분자계의 종류로 나누며 한 종류, , 3

만을 토양에 혼입하여 쓰는 경우와 토양의 개량목적에 따라서 종류 혹은 종류의 토양 개량자재, 2 3

가 조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토양 중에 용적비로서 정도 혼입한다. 10~20% . 

또 유기질계 토양개량자재와 무기질계 토양개량 자재를 적절히 혼입해서 자연토양에 대체하는 초, , 

경량의 인공지반녹화용 배토 혹은 실내녹화용 배토로서 활용하고 있다.

가) 유기질계 토양개량자재

수피 부드러운 가죽 부스러기 이탄 등이 원료가 되는 바크 퇴비 가죽 부스러기 퇴비 피, , (Bark) , , 

트 모스 등이 있으며 토양을 팽연시켜서 단립 구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수(Peat moss) ( )團

성 배수성의 회복에 기여한다 또 부식질의 공급 혹은 비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 , .

나) 무기질계 토양개량자재

진주암 응회암 규석 등을 고온에서 소성 해서 만든 펄라이트 제오라이트 버미큐라이트, , ( ) , , , 

벤토나이트 등이 있으며 모두 다 다공질 경량의 자재로서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의 회복에 기여한, , , 

다.

다) 고분자계 토양개량자재

양이온계 고분자인 등은 토양의 단립화를 촉진하고 통기성 투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팽연EB-a , , 

한 토양상태의 형성이 가능하다 또 최근에 흡수성 폴리머라 부르는 고분자 흡수제가 자중의 수백 . ,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보수제로서 건조지의 녹화 등에 활용된다.

(3)(3)(3)(3) 피복재피복재피복재피복재

피복재는 침식방지안정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자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식물의 착생이 용이, 

하게 되도록 첨가하는 자재를 말하며 피복재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 , , 

효과를 갖추어야 하며 식물 생육 후 유기질비료로 이용될 수 있는 식물성 재료이어야 한다 피복, . 

재는 종자 비료 물 등과 함께 혼합하여 살포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 .

(4)(4)(4)(4) 침식방지안정제 합성접착제침식방지안정제 합성접착제침식방지안정제 합성접착제침식방지안정제 합성접착제( )( )( )( )

액체상태의 침식방지안정제는 피복재를 토양과 결집시켜 토양의 표층부를 고결시킴으로써 피복

을 형성하는 접착제로 종자 비료 및 피복보호재의 유실방지 객토의 유출 및 침식방지 토양수분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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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완화 및 표면건조방지 보온 효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주요한 제품으로는 아스팔트유제 합성수지Encap, Coherex, Soil-guard, Unisol-91, , Curasol, 

계의 토양침식방지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침식방지안정제는 주로 종자뿜어붙이기나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에서 펄프와 같은 유기질재와 섞어서 사용된다.

(5)(5)(5)(5) 비료비료비료비료

비탈면의 토양은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은 하층토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파종식재공사에 녹화

용 식물의 생육상태를 양호하게하기 위해서는 파종식재한 수목이나 초류의 특성에 알맞게 시비를 

하여야 하는데 종자 발아 시 초기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활착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결집을 이룰 , 

때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지효성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6)(6)(6)(6) 색소색소색소색소

색소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유도하고 햇볕 흡수를 통한 온도상승으로 살균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7)(7)(7)(7) 기능성멀칭제기능성멀칭제기능성멀칭제기능성멀칭제

기능성멀칭제는 강우시 토양침식을 방지하면서 지표면을 보호하여 파종종자의 빠른 발아와 생육

을 도와주는 재료이다 이 제품에는 천연재료와 합성재료가 있으며 천연 기능성 화이버제품으로 우. 

드 화이버에 계열의 천연접착제 및 여러 기능성 물질 등이 혼합되어 멀칭제의 기능을 좀 더 Guar

향상시킨 이 있다 초기발아 및 활착이 매우 좋으며 첨가된 접착제는 구아식물에WoodLok BFM . ,  

서 추출한 천연재료로 안전하며 토양 속에서 분해되어 토양을 이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

합성 기능성화이버에는 플레스테라라는 제품이 있으며 자연분해 속도가 늦는 단점이 있으나 토

양 결속 능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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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탈면 녹화공법의 특징 및 개요

가가가가.... 초본류 식재초본류 식재초본류 식재초본류 식재

(1)(1)(1)(1) 줄떼공법줄떼공법줄떼공법줄떼공법(strip-sod works)(strip-sod works)(strip-sod works)(strip-sod works)

가) 줄떼 다지기공법

줄떼 다지기공법 은 주로 흙쌓기 비탈을 일정한 물매로 유지하( , strip-sod tamping works)工

며 비탈을 보호녹화하기 위하여 수직 높이 간격 및 수평 너비 정도의 수평골, 20~30cm, 10~15cm 

을 파고 가급적 흙이 털어지지 않은 반떼 너비 길이 정도 를 한 줄로 수, ( : 10~15cm, 20~30cm ) 

평으로 놓고 흙덮기 복토 한 후 달구판으로 다지는데 비탈 밑에서 비탈 어깨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 )

다 근래에는 쉽게 시공하기 위하여 비탈 어깨 윗부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 

이렇게 하면 다지기 공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높다.

나) 줄떼 붙이기공법

줄떼 붙이기공법 은 흙이 털어지지 않은 떼나 떼를 ( , strip-sod pitching works) 1/2 1/3工

수평 방향으로 줄로 붙여서 활착녹화하는 땅깎기 비탈에 주로 이용되는 녹화공법으로 흙쌓기 비, 

탈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 < 19 와 같이 줄떼 는 땅깎기 비탈의 상부에서부터 > ( )

하부로 향하여 붙여 내려가면서 시공한 후 떼꽂이로 고정한다.

(2)(2)(2)(2) 평떼붙이기공법   평떼붙이기공법   평떼붙이기공법   평떼붙이기공법   

가) 개요

평떼붙이기공법 은 비탈면의 기울기가 이하인 절성토비( , block-sod pitching works) 1:1 工

탈면 지역에 전면적으로 가로 세로 두께 흙 붙은 것 의 떼를 붙여 비탈을 일시에 30cm× 30cm× 3cm( )

녹화하는 공법으로 떼는 흙이 털어지지 않은 온떼를 사용한다.

평지에 평떼를 깔아 붙이는 경우에는 줄눈을 떼어도 좋지만 비탈면에 평떼를 붙일 때에 줄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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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 놓으면 그곳이 세굴되기 쉬우므로 떼의 세로줄눈이 닿도록 전면 깔기 하는 것이 좋다 줄눈이 . 

넓으면 세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동상과 융해에 의한 탈락과 지반의 건조에 의한 고사가 일어나

기 쉽다.        

나) 재료 

일반적으로 떼의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 흙 붙은 것 이상이며 최소한 이30cm× 30cm× 3cm( ) 15cm 

상 가급적 이상의 떼를 사용하고 암반 사면의 안정녹화공사에서는 떼 크기의 대소보다도 , 30cm 

떼에 흙이 많이 붙어 있는 흙떼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공사 시에는 떼붙이기에 앞서 비탈면의 표면을 다듬고 돌 자갈 및 초목 등의 유해물을 제거한 , 

후 가급적 모래나 좋은 흙을 깔고 평떼를 붙여야 하며 붙인 후에 다시 모래나 흙으로 떼붙임 면을 ,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주고 일반적으로 떼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길이 이상의 20cm 

대나무나 철선 떼꽂이로 사용하며 버드나무류 가지와 같이 발근력이 높은 목본류 가지를 

가량 잘라서 떼꽂이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20~25cm . 

흙쌓기 사면에 평떼 붙이기 공사를 할 때에는 붙이기 전에 흙 다지기를 잘해야 하며 뗏장 매를 , 4

마주 붙이는 넷붙이기로 자 줄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통줄눈붙이기 시공은 피해야 한+ , 

다 보통 줄눈의 간격을 정도로 하고 흙으로 채운다 그림 . 2cm . < 20 은 평떼붙이기 공법의 시공도>

이다. 

(3)(3)(3)(3) 네트 잔디공법네트 잔디공법네트 잔디공법네트 잔디공법(Net) (Net) (Net) (Net) 

시공비탈면에 빗물에 의한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지열보온 효과가 있는 부직포와 합성섬유네트

를 고정시키고 의 규격화된 재배한 잔디 제품을 비탈면에 부착시킨 후 철근못으로 고정48cm×48cm

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잔디의 활착에 의해 비탈면을 피복시키며 비탈면 상태나 자연조건 및 잔디, 

종류에 상관없이 시공가능하나 풍화암 경질암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

평떼붙이기공법과 네트잔디공법은 토사구간의 시공에 적합하며 경사도는 이하의 비교적 완45°

만한 곳에 적용할 경우 효과적이며 평떼붙이기공법은 초본식물에 의한 조기식생이 이루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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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풍화토질 비탈면에 격자틀붙이기공법과 병행하여 시공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절 성토면은 잡석∙

과 잡초를 제거하여 가급적 평탄성을 유지해야하며 시공시기는 현장여건과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봄가을 중에 최적기를 선택하여 시공한다 식재 후에는 개월 내에 활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 3

후 활착이 되지 않고 고사된 비탈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식을 하도록 한다.

이 공법은 시공 즉시 녹화효과가 발휘되고 균일하게 피복이 되며 피복률이 높으며 네트잔디공법

은 뗏장붙이기공법에 비해 잔디 및 토사유실 슬라이딩 방지효과가 크지만 활착 이전까지 토양고정, 

력 및 지지력이 거의 없으며 식물의 뿌리가 활착되지 않은 초기상태에서는 남향 서향 비탈면에서 , 

건조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계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인건비. 

가 과다 소요되고 숙련된 시공기술이 필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생이 쇠퇴하고 잔디판이 

노출되어 토사가 유실되어 비탈면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4)(4)(4)(4) 새심기공법새심기공법새심기공법새심기공법

가) 개요

새심기 공사는 새류의 풀포기를 식재하여 비탈을 초류로써 녹화하는 초식공법으로 주로 다른 비

탈면 녹화공사의 보완녹화수단으로 계획한다 새류의 풀포기를 다량 구득하기가 곤란하므로 대면. 

적 계획은 곤란하고 주로 경질토 구간이나 암석이 많은 불규칙한 비탈녹화에 부분녹화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새류의 풀포기는 주변에서 채취한 자연생을 사용하기도하고 재배한 풀포기도 사용한. 

다 새심기 공사는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등이 있으므로 시공지의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 , , 

적용해야 하며 새심기 작업 후에는 시비 또는 관수를 하여 활착을 조장하여 준다.

나) 재료

새심기 공사에 사용되는 새류에는 주로 새 솔새 개솔새 억새 기름새 등이 활용 가능하다, , , , .

다) 시공

1) 봄철에는 지난해의 마른 줄기는 자르고 근계부분만 이식하며 생장기에는 지상부와 지하근계 

모두를 이식한다.

2) 주로 암석이 많아서 잔디를 붙이기가 곤란한 지역에 사용되므로 식재시 시공성을 면밀히 검

토하여야 하며 공사 후에 시비 및 관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3) 선주의 본수는 일반적으로 본을 주로 삼으며 당 주를 기준으로 심는다3~5 1 1 10 . ㎡

4) 점심기 시공시에는 포기간격 정도로 하고 줄심기 시공시에는 줄간격 정도20~30cm , 20~30cm 

로 한다 흩어심기 공사시에는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20~30cm .

5) 일반 임도비탈 또는 채석장 녹화공사에 새집 공법과 함께 사용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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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수목류 식재수목류 식재수목류 식재수목류 식재

(1)(1)(1)(1) 나무심기나무심기나무심기나무심기(Tree planting works)(Tree planting works)(Tree planting works)(Tree planting works)

가) 개요

비탈면에 직접 묘목을 식재하여 식생을 조성하는 식생공법으로서 시공초기의 피복효과는 초본에 

비해 떨어지지만 근계가 깊어 비탈면 붕락방지에 효과적이다.

녹화수종 선정시 뿌리 뻗음이 좋고 토양의 적응력이 우수하고 척박지 건조 한해 충해 등에  , , , , 

대한 적응성 저항성이 커서 성장력이 왕성하여 잘 생장하며 토양개량의 효과가 기대되는 수종을 , 

선정토록 한다.

나) 재료

해송 물 산 오리나무 물갬나무 사방오리나무 남부 아까시나무 자작나무 싸리 참싸리 등이 , ( ) , , ( ), , , , 

주로 사용되며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족제비싸리 보리장나무 남부 등이 식재된다, , , ( ) .

암석산지나 암벽녹화용으로는 병꽃나무 노간주나무 눈향나무 등이 있으며 덩굴식물로는 담쟁, , 

이덩굴 댕댕이덩굴 등수국 등나무 줄사철나무 송악 영국송악 마삭줄 인동덩굴 등이 있다 단, , , , , , , , . , 

아까시나무와 칡은 황폐지 초기 녹화에는 효과적이나 식재를 기피하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다) 시공

1) 식재시기는 남부지방에서는 월 하순에서 월 하순 중부지방에서는 월 중순에서 월 상순2 3 3 4

이 좋다.

2) 나무 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일반조림 요령으로 20cm

심는다.

3) 식재본수는 당 본을 기준으로 식재하나 일반적으로 해송 본 물 산 오리ha 4,000~6,000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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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본 아까시나무 본 상수리나무 본을 식재한다1,500 , 500 , 1,000 .

4) 줄떼공 계단식재시 식재거리는 소나무류는 오리나무류는 로 하며 식재1.0~1.5m, 1.5~2.0m

배열은 소나무 본에 오리나무류 본이 생장에 양호하다 계단간 사면에는 수간거리 정도2 1 . 3m

로 오리나무류를 식재한다.

5) 시비는 식재지의 입지상태 및 식재수종 등에 따라서 그 종류 또는 시비량을 결정해야 하며, 

비료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지효성의 것을 선택한다.

6) 보식은 계속 본 이상 고사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않으며 시공 후 년간 추비를 주고 사2 2~3

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7) 나무심기 당 공정표1㏊

(2)(2)(2)(2) 새집공법새집공법새집공법새집공법((((Nesting gradoni structure work)Nesting gradoni structure work)Nesting gradoni structure work)Nesting gradoni structure work)

새집공법 은 과거 년대 많이 시공하던 전통적인 공법이(nesting gradoni-structure work) 70~80

며 주로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비교적 요철이 많은 연암 절개 비탈면에 점적인 식생녹화로 식생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공법으로 윗길이 중앙부 높이 중앙부 폭 2~3m, 0.8~1.0m, 

의 반달형 제비집 모양의 잡석을 쌓고 그 내부에 객토를 한 후 식생을 도입하는 공법이0.6~1.0m

며 주변 암반노출부와 시공부의 식물생육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종자뿜어붙이기공법과 병행하면 , 

효과적이다.

새집붙이기공법은 급경사지에 시공이 가능하고 양호한 식생기반이 제공되지만 전면녹화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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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주변부의 녹화가 불량한 경우 미관상 좋지 않으며 새집 내에 식생도입시 관목위주로 선정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새집공법의 개소당 공정표는 표 1 < 28 과 같다> .

(3)(3)(3)(3) 식생상공법식생상공법식생상공법식생상공법(Vegetation-box)(Vegetation-box)(Vegetation-box)(Vegetation-box)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비교적 요철이 적은 암

반비탈의 점적 또는 짧은 선적인 식생녹화와 식생

상의 특수한 경관효과를 목적으로 설계한다 식생. 

상의 크기는 시공 장소와 시공 여건에 따라 다르

지만 안쪽길이 안쪽너비 를 0.8~1.0m, 0.5~0.6m

표준으로 하며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식생상은 주로 콘크리트 합성수지 제품 인조 목, , 

재 인조 석재 또는 목재 등으로 제작하나 자연스, 

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며 덩굴식물을 혼합식

재하여 식생상이 피복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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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차폐수벽공법차폐수벽공법차폐수벽공법차폐수벽공법(Screen planting measures)(Screen planting measures)(Screen planting measures)(Screen planting measures)

가) 개요

주로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암비탈면이나 채석장 또는 절개비탈면 등과 같이 훼손지 비탈모습

을 도로 또는 주택 등지에서 직접 보이지 않게 비탈면 하단부 앞쪽에 객토를 실시하고 교목성 나무

를 열로 식재하여 수벽을 조성하는 공법이다2~3 .

차폐수벽공법은 전면녹화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는 비탈면의 하단부에 적용하며 수

종 선정시 지역적 경관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 

나) 재료

차폐수벽 조성용 식재수종으로는 속성수종인 이태리포플러와 은수원사시나무 내건성 수종으로 , 

가중나무 버즘나무와 아까시나무 침엽수로서 해송 곰솔 편백나무 측백나무 화백나무 연필향나, , ( ), , , , 

무 관목류의 하층 보완수종으로 족제비싸리 개나리 사철나무 쥐똥나무 무궁화 노간주나무 그리, , , , , , 

고 남해안 지방에서는 상록인 아왜나무 등이 적당하다.

다) 시공

1) 수벽을 조성할 때에는 대상 비탈의 적당한 앞쪽에 가급적이면 둑을 쌓고 둑에 식재하는 것이 

차폐효과가 커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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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재수종은 가급적 속성수종의 대묘식재가 좋으며 심을 곳에 좋은 흙으로 객토와 시비를 하, 

여 활착과 생육을 촉진해야 한다.

3) 수벽을 열로 식재 조성할 때에는 중앙에 활엽수 교목을 열로 식재하고 그 앞뒤에 침엽수 3 1 , 

또는 관목으로 열식하거나 또는 중앙에 교목을 열로 열식하고 앞뒤에 관목을 열식할 수도 , 2 , 

있다.

4) 차폐수벽공법 당 공정표30m

(5)(5)(5)(5) 소단상 객토식수공법소단상 객토식수공법소단상 객토식수공법소단상 객토식수공법((((Soil-dressed planting measures on berm)Soil-dressed planting measures on berm)Soil-dressed planting measures on berm)Soil-dressed planting measures on berm)

가) 개요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대규모 암반비탈의 소단 위에 객토와 시비를 한 후 녹화용 묘목을 식재, 

하여 수평선상으로 녹화하고자 하는 공법이다. 

나) 재료

소단상 객토식수공법에 적당한 수종은 싸리류 족제비싸리 쥐똥나무 개나리 병꽃나무 조팝나, , , , , 

무 회양목 눈향나무 노간주나무 보리장나무 줄사철나무 리기다소나무 산 물 오리나무 사방오, , , , , , , ( ) , 

리나무 송악 마삭줄 담쟁이덩굴 등이다 암반비탈은 특히 햇볕이 강하게 쏘여서 건조하고 뜨거우, , , . 

므로 내건성 수종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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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1) 소단은 나무를 심고 자랄 수 있는 충분한 폭을 가져야 하므로 소단상 객토부분은 가급적 넓

고 두꺼운 토양층으로 설치한다.

2) 소단상의 객토깊이는 이상 폭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철사돌망태로 0.3m , 1.0m 

소단 앞에 흙막이 둑을 설치하여 그 뒤의 객토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

3) 객토는 시공현장 부근에서 채취한 겉흙이나 표토제거 작업시 적치해둔 표토를 사용한다. 

4) 소단상 객토식수공법 당 공정표100m

(6)(6)(6)(6) 덩굴식물식재공법덩굴식물식재공법덩굴식물식재공법덩굴식물식재공법

가) 개요

일반식생을 도입하여 전면녹화가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하단부 또는 비탈면의 소단상에 덩굴식물

을 이용하여 녹화를 도모하는 공법으로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식재, , 

하여 상향식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시공하고 식물선정시 식물의 생육특성을 잘 조사, 

하여 수종을 선정하여야하며 초기 식생 정착 및 생장 방향을 유도하는 유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덩굴식물식재공법은 경암비탈면의 녹화용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며 비탈면을 보호하기 보다는 녹

화 및 차폐하여 경관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강하다 식재 후 암절토부를 피복하는 기간은 등나무의 . 

경우 식재 후 약 년 담쟁이덩굴의 경우 식재 후 약 년이 소요되어 기계에 의한 시공보다 장기5 , 10

간 소요되지만 경제적이고 시공이 간편해 고속도로 암비탈면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다.

덩굴식물 식재공법은 암반비탈면 녹화에 적용시 조기녹화 효과가 빠르나 사용식물선정에 비교적 

제약을 많이 받으며 주변식생으로 유입되어 기존 식생을 피압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지속

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비탈면의 높이가 낮고 소단이 개 이하인 소규모 비탈면에는 사용을 금. 3

지한다. 

그러나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비탈면 주변과 비탈, 

면에 침입한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서 기존식생을 피압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림 < 27 과 >



비탈면 녹화공법의 특징 및 개요10. 

67

같은 형태로 암반 비탈면 맨 아랫단에 제한적인 범위를 한정하여 식재한다 특히 덩굴식물 뿌리로 , . 

인해 암반의 균열 우려가 있는 곳과 자연경관 복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등나무 등의 덩굴 식물 식재

는 지양한다. 

 

나) 재료

사용식물로는 등나무 담쟁이덩굴 송악 마삭줄 줄사철나무 등이 이용된다, , , , .

다) 시공

등나무는 간격으로 식혈을 파고 부식토를 채운 후 등나무를 주씩 식재하며 담쟁이덩굴은 2m 1 , 

간격으로 식혈 후 부식토를 채운 후 주씩 식재하고 암절토부에 철선을 설치하여 덩굴의 유인2m 3 , 

을 돕는다 식재방법을 요약하면 표 . < 31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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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리싸이클링 에코녹화공법리싸이클링 에코녹화공법리싸이클링 에코녹화공법리싸이클링 에코녹화공법

가) 개요

이 공법은 훼손지의 자생수목을 조기에 재생시킴으로써 주변 산림생태계이 교란을 방지하고 경관

복원을 위한 녹화 시공 방법이다 이 공법은 자원의 재활용과 복원력을 활용해 녹화를 도모하는 공법. 

으로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진다 첫째 각종 산지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림훼손지에서 . , 식

물활착 및 생장이 불량한 토공 기반층에 도입식물의 조기 활착과 왕성한 식물생장이 가능하도록 

산림표토를 재활용하여 식물생육기반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수림의 매토종자에 의한 종다양성을 증

진시키고자 한다 둘째 산림훼손지에서 목재활용 후 버려지는 수목그루터기나 포트에서 재배한 자. , 

생포트수목을 이용하여 산림식생구조를 조기에 복원한다 셋째 우수시 발생하는 비탈면의 침식 및 . , 

세굴방지와 녹화초기에 도입식물이 외부에서 유입된 초본류에 의해 피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로 버려지는 기존 수목을 이용하여 섬유질형태의 우드칩 멀칭재로 사용한다.

나) 재료

문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종 중 맹아력이 강하여 그루터기 녹화에 사용가능한 

수종으로 선정된 수종은 교목 과 종 관목 과 종 총 과 종의 수목이 조사되었고 수15 35 , 20 51 29 86

종은 다음과 같다.

다) 시공

1) 수목그루터기는 굴취시 이식시기에 활착율 및 이동을 고려하여 대형목은 제외하고 근원직경, 

이 를 넘지 않는 소경목을 굴취하며 침엽수나 직근성 수종은 가능한 피하고 낙엽활엽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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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상록활엽수로 맹아력이 우수한 자생수종을 선정하여 굴취한다.

2) 수목그루터기의 수간길이는 지상부에서 이내로 절단하며 수목그루터기의 분 크기 접10-30 (㎝ 

시형 는 교목류의 경우 뿌리 폭은 근원직경의 배 뿌리길이는 근원직경의 배 이상으로 하고) 5 , 3 , 

소경목 및 관목류의 경우 뿌리 폭은 뿌리길이는 내외로 한다30 , 20 .㎝ ㎝ 

3) 채취한 산림표토는 토공기반층에 두께로 포설하고 표토를 정리하면서 폭 25 -30 , 30㎝ ㎝ ㎝ 

높이의 표토유실방지책을 수평으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간격은 로 하며 표토유실방지책이 2m ,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말뚝을 설치한다 표토유실방지책은 가량 땅에 묻고 정도 남. 20 10㎝ ㎝

겨두어 우드칩을 채운다 표토를 포설한 후 식재밀도를 산정하여 작성한 군락식재모식도에 . 

따라 사전에 식재구덩이를 만들고 수목그루터기를 식재한다.

4) 식재시 근부의 가는 뿌리나 근주와 함께 이식된 초목류의 뿌리는 없애지 않도록 한다 수목. 

그루터기 식재시 방치기간이 길 경우 그루터기가 건조되어 쇠약해져 고사 및 피해원인 될 수 

있으므로 작업시간을 줄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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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토유실 및 잡초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재후 멀칭재인 우드칩을 두께로 표토층 위에 포10㎝

설한다 우드칩 멀칭이 너무 얇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두꺼우면 근맹아의 발생을 저해하므로 . 

수목그루터기의 주변은 얇게 멀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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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국

졸

조

졸

갈

산

졸기기 졸

산

갈

굴졸

조

국

조

국

갈

갈

갈

기

국상

상

조

기

조

갈

쥐

국

조 국

기

굴

국

갈

국

상

갈

국

기

갈

기

조

굴

산

졸갈조 국 조 갈

노

산때 때죽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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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산초나무

노린재나무 국

조

국국
3M

3M

1M

1M

조

국

국국 국 국

조

국 조

국

조

국

국

조

조
갈

졸

굴

국

상

조

산

기

쥐

조

국

갈
15M

졸

상

국

조

갈

조록싸리

산초나무

쥐똥나무

기 타 종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국수나무

졸
범   례 사 진 소 기

  덜

소

1.5M

소

1.5M

진

조

국

국

조

소

조조 국

조

소 국

시 소

소

진

진

  덜

기

소

개

진

진

조

소

국

소

국

기

15M

국 소 조 소

범   례
국 국 국

국

조 국

조

10M

조

국

국수나무

조록싸리

국

조

  덜 개 조진 시

소기 국

  덜국

국

소

소

개 진

조 조

소

조

기

조

진

소

기

조

조

진

국

소

진 국

조

소

소

국

국

시

15M

소

조

국

국

진

개

진

조

조 소 국 소조

기 타 종

덜꿩나무

진 달 래

기

진

덜

조록싸리

국수나무

개암나무

소 나 무(포트묘)

소사나무사

국

조

소

개

범   례

(8)(8)(8)(8) 암반사면부분녹화공법암반사면부분녹화공법암반사면부분녹화공법암반사면부분녹화공법

가) 개요

암반사면부분녹화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훼손된 암반사면에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식재 

가능지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 배양토로 식재지를 뒷채움하고 인위적으로 , 

육묘된 강건묘를 식재하고 향토초류를 파종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환경과 생태적 경관적으, 

로 조화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여 주는 공법이다 초기 효과만을 위한 양잔디 및 싸리류 만을 파. 

종하는 공법과는 달리 특수 양묘된 소나무 붉나무 등 강건묘를 식재하여 악조건에서도 신속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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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여 조기녹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재료

1) 묘목

포트에 파종 또는 식재하여 년 이상 재배한 것으로써 수고는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되지 3 50cm 

않은 것으로 세근이 발달하여 이식후 활착이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한 수종은 소

나무 가죽나무 두릅나무 붉나무 곰솔 노간주나무 줄사철나무 담쟁이덩굴 참나무류 모감주나, , , , , , , , , 

무 복분자딸기 오리나무 측백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다, , , , .

2) 초류종자

향토초종이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발아율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

3) 배양토

축산분뇨로 완전 발효된 것이어야 하며 미생물이 살아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시공

1) 식재대상 위치 선정

절개지의 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식재패턴을 결정하고 수종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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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깎기

터파기의 깊이는 를 기준으로 하며 터파기의 표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최소면적50cm

은 개소 이상으로 한다 암사면에 발생된 요철부위 소단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암사면에 0.5 /1 . , ㎡

존치된 기암괴석 등은 노출 시킨다.

3) 배양토 뒷채움

배양토 뒷채움시 답압하여 뒷채움하며 뒷채움시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한다, .

4) 수목식재

수목식재를 당 상록수 주 활엽수 주를 식재하며 초류종자는 초기의 배양토 유실을 방지할 1 2 , 2 , ㎡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인 정도만 파종한다 수목 반입시 바람에 의한 건조 현상이나 물리적 상9g . ,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목식재 및 초류종자 파종 후 충분히 관수하여 수목의 활착 및 종

자의 발아가 유리하도록 활착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9)(9)(9)(9) 천공 및 녹화분을 이용한 암반사면 녹화공법천공 및 녹화분을 이용한 암반사면 녹화공법천공 및 녹화분을 이용한 암반사면 녹화공법천공 및 녹화분을 이용한 암반사면 녹화공법

가) 개요 

채굴이 끝난 채석지 잔벽면이나 암반사면의 표면을 녹화시키는 방법으로 천공기로 깊이 15∼

직경 의 구멍을 뚫은 후 녹화분을 삽입하여 녹화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파종 및 100cm, 10 50cm∼

식재를 통해 암반비탈면을 녹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녹화분에 식생 기반재인 배양토를 만들. 

어 넣어 녹화종자와 미생물을 첨가하며 강우에 의한 녹화분 배양토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황마를 , 

멀칭제로 사용하여 녹화식물 덩굴성 및 자생식물 의 활착에 용이한 조건을 만들어주어 암반비탈면( )

에 빠른 식생을 조성하여 녹화를 유도하게 한다 또한 채굴이 완료된 후 한꺼번에 녹화를 하는 것. 

이 아니라 채굴이 진행 중에도 채굴이 완료된 맨 위 정상부 잔벽 면부터 천공을 하여 단계별로 녹, 

화를 실시할 수 있어 경관보전을 하면서 채굴과 동시에 녹화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재료

1) 배양토

배양토는 산림 부식토 일반 상토(Humus soil of forest) 1500g, (Merchantable general soils) 

혼합토 산림 부식토 일반 상토 산림 표층토 을 혼합600g, (Mixed soil) 1100g( 400g, 200g, 500g ) 

또는 산림 표층토 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종 이상으로 조(Topsoil of forest) 1500g 1

성하며 토양 미생물 제제를 배양토 중량 기준으로 씩 첨가한다, 1~2% .

2) 녹화분

천공된 구멍 속에 들어맞는 직경 크기로서 원형 통형 또는 사각형 형상으로 사용100 5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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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녹화수종

톨훼스큐 퍼레니얼 라이그라스 바랭이 구절초 참싸리 낭아초 담쟁이 등나무 마삭줄 인동덩, , , , , , , , , 

굴 댕댕이덩굴 능소화 등을 사용한다, , .  

다다다다.... 종자뿜어붙이기종자뿜어붙이기종자뿜어붙이기종자뿜어붙이기

(1)(1)(1)(1) 종자뿜어붙이기 개요종자뿜어붙이기 개요종자뿜어붙이기 개요종자뿜어붙이기 개요

가) 개요

종자뿜어붙이기공법 은 비교적 토질조건의 제(Seed spray measures, Hydroseeding measures)

약을 적게 받으며 성절토 비탈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이상 의 급경사비탈면에서는 종60° (1:0.6)

자의 정착 생육공간이 부족하여 적용시 녹화효과가 불량하다, .

이 공법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와 인력이 절감되고 하자보수가 용이하며 다, 

른 녹화공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므로 대단위 면적을 

빠른 시간 내에 시공할 수 있는 반면 종자의 완전 발아 활착 이전에 우수에 의한 세굴 및 유실에 , , 

대한 저항성이 거의 없으며 씨드스프레이 살포작업시 종자가 시공 비탈면 하단부로 많이 떨어지므, 

로 시공 후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잔디가 발아되며 상부로 갈수록 잔디의 생육밀도가 떨어지고 초

기발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차 식생유도에 어려움이 따른다2 또한 암반지역 적용시 시공효과가 . 

떨어진다.

균열과 절리가 많고 요철이 많은 비탈에 종자를 뿜어 붙이면 틈에 종자가 들어가서 발아하여 녹, 

화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녹화공법이다 개량화된 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자뿜어. 

붙이기공법으로는 공법 슈펙스 PEC 1,2,3 , PVA Seed Spray, ECO-FLEX, Seed Spray, CODRA 

녹화공 Spray, S.O-SOIL Guard Spray, GREENPOL Seed Spray, G.S Spray, GL Spray, GESS 

등이 있다Spray . 

나) 재료

종자뿜어붙이기공법의 재료는 식물성 섬유재 토양침식방지제 비료 종자 색소 물 등이 있으며 , , , , , 

이들 재료의 혼합에 따라 시공성이 달라진다 각 재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식물성 섬유재

땅깎기 비탈 및 흙쌓기 비탈은 물론 암절개지나 각종 훼손지의 녹화 공사구역에 사용하며 토양

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고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 화이버 또는 식물성 섬유류가 사용되며 토양, 

층의 피복재 역할도 한다. 

2) 토양침식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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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표층부를 고결시키고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 식물성 섬유재 비료 등이 흘러내리는 것을 , , , 

방지하고 토양침식을 억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주요한 제품으로는 , Encap, Coherex, 

아스팔트 유제 합성수지계의 토양침식방지제 등이 있다Soil-guard, Unisol-91, , . 

3) 비료

속효성 복합비료와 완효성 복합비료를 동시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4) 종자

종자뿜어붙이기공법에 도입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품질보증서 및 종자검정서가 

있어야 하며 외래도입종자들은 최소 년 이내 채취된 종자로 평균발아율 이상 순량률 2 60% , 95% 

이상의 종자를 사용해야하며 향토종자들로 발아율은 최소한 이상이어야 하며 순도가 높게 정, 50%

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색소

시공시 종자 산포지역과 미산포지역을 구분하여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마아카이드 그린 등이 사용된다. 

6) 물

종자뿜어붙이기공법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 

물생육에 불리한 이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시공

1) 비탈면 상부로부터의 유수와 지하수의 분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탈 안정공사의 기초공사로

서 필요한 비탈 흙막이공사 속도랑 내기공사 수로 내기공사 등을 미리 시공해서 강우 등에 , , 

의한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 시에는 먼저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한 다음 건조시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뿜어 붙, 

인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비탈 당 의 물을 미리 살포하고 시공한다 추1 1~3 . ㎡ ℓ

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 건조 시기 등을 피하여 시공한다, . 

3) 수압식 파종기는 탱크에서 재료와 물을 배합한 다음 펌프로 뿜어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데 물 종자 비료 식물성 섬유류 안정제의 순서로 재료를 탱크에 투입하고 분 이상 잘 , , , , , 10

혼합한 다음 골고루 살포한다. 

4) 파종 개월 이내에 발아가 골고루 되지 않을 때에는 재파종하여야 하며 종자의 발아 성립본2 , 

수는 당 본을 표준으로 하며 초본 본 목본 본 한 종류의 발생기대1.0 2,100 ( 2,000 / , 100 / ), ㎡ ㎡ ㎡

본수는 총발생기대본수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10% .

5) 시공 후에 단위면적당 사용 재료의 양을 조사하기는 곤란하므로 시공 전에 시방서를 기초로 , 

해서 시공면적에 대한 사용 재료량을 계산하고 시공 후에는 그 양이 시공 면적에 전부 사용, 

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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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코아 쥬트 네트 종자뿜어붙이기공법코아 쥬트 네트 종자뿜어붙이기공법코아 쥬트 네트 종자뿜어붙이기공법코아 쥬트 네트 종자뿜어붙이기공법( ) (Coir, Jute net) ( ) (Coir, Jute net) ( ) (Coir, Jute net) ( ) (Coir, Jute net) 

가) 개요

네트형태의 침식방지망을 이용하여 절개지를 덮어 침식방지 및 발아촉진 활착을 도모하는 녹화, 

공법으로 배수처리 및 지반정리가 완료된 풍화암 마사토 비탈면에 종자뿜어붙이기, (Seed Spray)

를 실시한 후 코코넛열매껍질 에서 추출한 섬유질과 황마 를 재료로 한 천연섬(Coir net) (Jute net)

유를 재료로 한 네트를 덮어 시공하며 시공비가 저렴하고 수분흡수율 보온 방부 방충 인장강도, , , , 

가 좋으며 코어네트의 경우 년 경과 후 네트가 부식하여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하여 식물발아, 7~8 , 

생장에 도움을 준다 코아 쥬트 네트 공법은 단순 종자뿜어붙이기공법에 비해 수분흡수율이 높으므. ( )

로 다른 공법에 비해 정도의 세굴방지 효과가 높으나 재료의 내구성이 짧으며 시공시 경관이 30% 

좋지 않고 발파암 등 식생기반이 열악한 곳에서는 녹화효과가 없으며 경화토질 화강풍화토 사질, , , 

토 구간에서는 녹화율이 낮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건조 습윤상태에 따라 재료의 수축팽. , 

창이 발생하므로 시공시기 및 기후에 따라 시공효과가 달라진다 재료의 중량이 무거우므로 시공인. 

력이 많이 소요되어 시공성이 떨어지며 굴곡이 있는 비탈구간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비탈면 하단부 

붕괴시 네트의 일체화 연결로 인해 비탈 상단부의 네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나) 재료

코아네트의 규격은 평균중량은 으로 쥬트 네5mm×20mm×20mm, W2m×L20m, 400g/ (jute)φ ㎡

트 보다 경량이며 수분 함유량도 적다 쥬트네트는 부식 기간이 년 정도로 코아네트에 비해 부. 2~3

식이 빠르며 규격은 이다0.5mm×5mm×5mm, W3.81m×L180m .φ

다) 시공

절성토면의 시공부위에 잔돌 및 비탈면을 정리하고 종자혼합 및 투입자재를 설계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 후 종자 살포기로 차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한 후 비탈면 길이에 맞게 1

절단한 네트를 좌우 씩 겹쳐서 고정핀으로 비탈면에 고정한 후 혼합비에 맞춰 혼합한 종10~20cm

자로 차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하며 가뭄으로 인한 발아율 저조시 즉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하2

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여건이 불량하여 시공이 어려울 경우 결속선을 이용하여 시공하. 

며 네트 포설시에 네트가 팽팽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3)(3)(3)(3) 볏짚 종자뿜어붙이기볏짚 종자뿜어붙이기볏짚 종자뿜어붙이기볏짚 종자뿜어붙이기공법 볏짚거적공법 볏짚거적공법 볏짚거적공법 볏짚거적(Straw spray, +seed spray)(Straw spray, +seed spray)(Straw spray, +seed spray)(Straw spray, +seed spray)

가) 개요 

볏짚을 의 규격으로 고르게 펴서 짠 것을 비탈면에 종자뿜어붙이기한 후 그 위를 덮W1.0×L60m

어 단단하게 고정시켜 줌으로써 보온보습효과를 높여 발아를 촉진시켜서 비탈면을 녹화시키는 공

법이다 절성토 토사구간에 모두 사용 가능하나 성토구간에서의 적용성이 더 높다 볏짚은 부식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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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년 정도 소요되며 부식 후 유기질 비료역할을 한다 집중 호우시 세굴에 대한 저항력이 약1 , . 

하며 강풍이 부는 지역에는 적용이 곤란하며 토사지역이라도 견질화강풍화토지역이나 자갈 돌, , , 

암석조각 등이 많고 토질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는 황폐화되는 사례가 많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

다.  

나) 시공

절성토면의 잔돌 및 비탈면을 정리한 후 종자 혼합 및 투입자재를 설계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하고 종자살포기로 차 살포를 실시한다 비탈면 길이에 맞게 절단한 볏짚거적을 좌1 . 

우로 정도 겹쳐지도록 펼친 후 가로 간격으로 띄운 후 마다 개소씩 고정핀으로 10~20cm 3m 4m 1

폴리끈과 거적을 고정하며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4)(4)(4) 그린네트 생태복원공법그린네트 생태복원공법그린네트 생태복원공법그린네트 생태복원공법

가) 개요

절성토비탈면의 일반 토사구간에 종자의 비산 및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의 골파기를 하고 

여기에 소석회와 종자가 섞인 식생기반재를 충전한 후 생태복원형 종자를 포함한 부속자재를 전면 살

포하고 그 위에 자연분해성 섬유와 볏짚을 조합한 네트를 피복해 주는 공법이다.

나) 재료

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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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공법공법공법공법PEC 1,2,3PEC 1,2,3PEC 1,2,3PEC 1,2,3

가) 개요

공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버섯 재배에서 나오는 PEC(Polymer-Ecology-Control)1,2,3 2

차 부산물을 환경 복원 기술로 처리 녹화 토양으로 재활용하는 녹화기술로 천연소재인 바크퇴비와 , 

접착제 등을 식생기반재로 사용하여 인공비탈면이나 자연비탈면 중 식물의 생육조건이 불량한 절

성토 토사 비탈면이나 화강풍화토 비탈면 및 표층 유실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 등에 적용하는 개량

화된 공법이며 시공지역의 토질 상태에 따라 기본적으로 표 Seed Spray < 33 과 같은 기준을 적용>

한다.

이 공법은 식생재료를 분사부착함으로써 척박한 식생기반환경에서도 식생의 생육을 가능하게 

하고 지표면에 식생재료를 분사부착하여 표층의 유실을 억제하고 건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반재 내부에 수분보유능력을 개선하여 급격한 탈수 또는 건조로부터 토양과 식생을 보호하고 발

아 및 생육의 최적조건을 형성하는 하고 서리에 대한 저항력이 대단히 강하며 산성 및 알칼리성 , , 

토양에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나) 재료

이 공법의 재료는 크게 식생기반재 종자 토양안정제 볏짚 코어네트 앙카핀과 철판팩 등으로 , , , , , 

구분할 수 있다.

1) 식생기반재

버섯배지 바크퇴비 등의 천연재료를 주재료로 하여 코코피트 등의 토양개량제와 토양 무기유기, , 

질 비료를 첨가하여 보수보비성이 뛰어나며 입단구조 형성이 가능한 특수인공토양을 제조하여 사

용한다.

2) 종자

사용종자의 배합은 목표하는 식생군락의 유형에 따라서 발아 기대본수를 기준으로 배합하며 시, 

공조건에 따라서 사용종자의 유형과 양을 결정한다 다양한 초본류 및 목본류를 도입하여 계절별로 . 

특색있는 경관연출을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천이를 통하여 자연림으로 복원한다.

26) 취부두께는 볏짚거적 및 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이며 취부두께의 기준은 취부직후임 Coir-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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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안정제 접착제( , Terra-control)

식생기반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들의 구조를 입단구조를 결집시켜 보수보비력을 증강시킴은 물

론 유실을 방지한다, .

4) 볏짚거적

환경에 무해한 천연소재로서 보온보습효과를 갖는다.

5) Coir-net

환경에 무해한 천연소재로서 볏짚거적보다도 우수한 표면침식 억제효과를 갖고 있으며 또한 식

생기반재를 보온보습하는 효과를 갖는다.

6) 앙카핀과 철판팩

앙카핀 과 철판팩 은 절성토 토사 비탈면에 볏짚거적이나 을 고정시(L=300 ) (L=200 ) Coir-net㎜ ㎜

킬 때 또는 화강풍화토풍화토 비탈면에 을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Coir-net .

다) 시공

1) 시공순서

재료혼합    취부공정    설치 정리작업Coir-net (PEC2,3)    →    →    →    

2) 시공방법

가( ) 취부작업

지형 경사도 요철부위 등 현장조건에 따라 정해진 시공기준에 따라 분사부착하며 을 , , , Coir-net

적용하는 공법의 경우 차 취부시에는 전체 종자 사용량의 차 취부시에는 PEC 2, PEC 3 1 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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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자 사용량의 를 혼합하여 시공한다40% .

나( ) 볏짚거적 설치

비탈면 상단에서 아래로 볏짚거적 을 펼쳐 내린 후 볏짚거적이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정roll , 

리한 후 횡으로 비닐끈을 설치하고 철판팩 대못 등 고정핀을 박아서 볏짚거적을 고정시키며 양단, , 

이 겹치는 폭은 이상으로 한다5 .㎝ 

다( ) 설치Coir-net 

비탈면 상단에서 아래로 을 펼쳐 내린 후 이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정Coir-net roll , Coir-net

리한 후 앙카핀과 철판팩을 이용하여 을 고정시키며 양단이 겹치는 폭은 이상으로 Coir-net , 5㎝ 

하고 지반의 상태에 따라 앙카핀과 철판팩의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6)(6)(6)(6) 종비토 플러스 공법종비토 플러스 공법종비토 플러스 공법종비토 플러스 공법PVA SEED SPRAY( )PVA SEED SPRAY( )PVA SEED SPRAY( )PVA SEED SPRAY( )

가) 개요

기존의 녹화조성물에 고흡수성 폴리머 폴리비닐알콜 을 활용 녹화를 위한 식물의 발아 및 (P.V.A) ,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존공법을 보다 안정화 개량화시킨 공법이다 절성, . 

토 구간의 식물이 생육 가능한 토사 및 풍화암 지역 일반토사 내 화강풍화토 경질토 자갈 ( 60% , , , 

내 에 적용가능하며 초본류 및 야생초화류도 혼파가능하며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로 종자의 고40% )

사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7)(7)(7)(7) 에코플렉스 생태복원공법에코플렉스 생태복원공법에코플렉스 생태복원공법에코플렉스 생태복원공법(ECO-FLEX) (ECO-FLEX) (ECO-FLEX) (ECO-FLEX) 

가) 개요

도로건설 및 택지지구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쌓기부 깍기부 일반토사지 , , 

역에 친환경 멀칭제 와 미생물 유기질 토양 초화류 및 목본류 등(ECO-FLEX) (ECO-FLEX SOIL), 

의 혼합종자를 물과 함께 혼합하여 살포하는 녹화공법으로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오

염이 없고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며 특히 양질의 기반재를 혼합하여 녹화품질을 향상시켜 시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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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낮으면서도 시공 효율성이 좋은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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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보습기능성라텍스 녹화공법보습기능성라텍스 녹화공법보습기능성라텍스 녹화공법보습기능성라텍스 녹화공법(GREEN MILK) (GREEN MILK) (GREEN MILK) (GREEN MILK) 

이 공법은 보습기능성라텍스 를 뿜어붙이기한 후 법면에 적용하여 종자의 유실방지(Green Milk) , 

보온보습 효과 향상과 기능성 필름막과 토양입자의 네트워크 구조체 형성을 통한 세굴방지를 목적

으로 하는 성토 비탈면 침식방지 녹화기술이다 기존의 네트 및 거적 블록을 사용한 비탈면 보호. , 

공법들과 달리 성토 비탈면에 종자를 뿜어붙인 후 그린밀크를 살포하여 살포된 그린밀크가 경화하

면서 비탈면에 뿌려진 씨앗의 유실방지와  보온보습효과 향상 토양 표면의 고착 안정화를 추구한, 

다 특히 그린밀크의 필름막 형성은 토양과 일체된 고형표면 형성으로 우수시 토사의 세굴에 대한 . 

저항증진 효과를 가져오며 이 효과는 그린밀크 살포후 약 시간 후면 필름막이 형성되어 그 기능12

을 지속하게 된다 그린밀크의 효과로 인하여 종자뿜어붙이기 공법에서 사용하던 침식안정제를 사. 

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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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1)(1)(1)(1)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개요식생기반재 취부공법 개요식생기반재 취부공법 개요식생기반재 취부공법 개요

식생기반재 취부공법은 주로 암절토부 및 채석장 잔벽의 전면적인 속성녹화를 목표로 시공하는 

암절토부 녹화공종으로 여러 가지 공법들이 개발되어 시공되고 있다.  

비탈면의 녹화자재는 최근에 와서는 표 < 35 에서와 같이 생육기반재는 주로 식생의 발아와 생>

육에 장기적인 양분공급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지역할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자연토양을 쓰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유기물을 첨가해서 기반재로 이용된다 특히 유기물은 최근에는 짚 왕겨 , . , 

등의 전통자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음식물찌꺼기 등도 가공하여 활용되고 있다, .

시공배합의 주요재료는 물 초본목본류 종자 비료 배양토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 토양 섬, , , ( ), 

유류 색소 전착제 양생제 기타 토양미생물제 등으로 구성되며 두꺼운 부착을 위하여 철망 부착망, , , , ( ), 

착지핀 앵커핀 접지핀 고정와이어로프 또는 철근 등이 사용된다 재료는 반드시 제품을 사용하, ( ), ( ) . KS 

고 철망은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나 알루미늄 망으로 하여야 한다, PVC .

우리나라에서 시공되고 있는 식생기반재 취부공법의 종류에는 생태복원공법 원지반CO-MAT , 

식생정착 공법 녹생토 공법 탑소일 암반녹화매트공법 금비토생태복원공법 자연생(CODRA) , (RS) , , , 

태복원공법 생태복원 대생토 공법 식생토 분사녹화공법 텍솔공법 법면녹화배토습식(JSB), (GS ), SF , , 

공법 공법 공법 슈펙스공법 녹화공법 후리졸녹산토공법 연속섬유보강토(ASNA ), PEC4 , , NGR , , 

공법 자연지반녹화 공법 친환경반습식공법 공(Geo-Fiber) , (Supergel System) , (ESM), GNS Slope 

법 공법 습식녹화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유기질토 취부공법 프로피, TR , S.O-SOIL SPRAY( ) , S.O- , 

아 싱싱토 친환경 식생기반재녹화공법 생태복원공법 암절개면생태복( ) , GREENPOL , GREEN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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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 그린토 비탈면 친환경 녹화공법 에스엠플러스, (GM-SOIL), (SM+ 녹화공법 토양균 사면녹화) , 

공법 생태복원 녹화공법 유실사면 안정녹화공법 녹화공법, PNS , GS , GL , GESS(Green Emboss 

취부 녹화공법 친환경 녹화공법 녹화공법Slope System) , (CHK) , DKC SOIL-NET , DKC 

녹화공법 산림토 녹화공 에코텍 생태복원녹화공법 생태복원 녹ECO-SOIL , AGRON SOIL( ) , DS , SS

화공법 암녹토 암절개면 보호 식재공법 녹화공법 공법 등이 있다, , BHS , Lonseng Soil(Soil Fiber)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은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두께에 따라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이상 과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으로 구분하며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T=5cm ) (T=1~4cm) ,  

법에는 종자취부층과 생육기반층이 동일한 공법과 종자취부층과 생육기반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층 식생기반재 취부공법이 있으며 식생기반재의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생육기반층을 합한 것을 2 , 

말한다. 

또한 식생기반재의 취부방식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사용자재에 따라서는 유기재료와 무기재, 

료를 이용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방식에 따른 분류

1)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후층기반취부공법( , thick-layer spraying measures)

암반과 같은 무토양 훼손지를 녹화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 보통 이상의 두께로 식생기5cm 

반재를 뿜어붙인다 처음에는 두꺼운층 객토뿜어붙이기공법 후층객토취부공 이라 불렀으나 토양이. ( )

외의 기재도 뿜어 붙이는 일이 많아 두꺼운층 기재뿜어붙이기공법 후층기재취부공법 이라고도 부( )

르게 되었다 우보명 철망깔기 공사를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1994). .

2) 층종자뿜어붙이기공법 층종자취부공2 (2 , two-storied seed spraying measures)

비탈면에 균열이 있는 암반사면이나 경질토사 절토비탈면 산성토지 등 보호녹화가 곤란한 지역, , 

에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고차단립구조를 지닌 식생기반재를 조성하여 주고 종자층을 식생기반재 , 

위에 추가로 조성하는 방법이며 주재료로 식생기반재 점토유기재비료 등 양생제 식물성 섬유토, ( ), (

양활성제 등 안정제 천연식물성유지 단립제 선상유기고분자 반응제 종자를 사용하고 필요시 ), ( ), ( ), , 

멀칭재 볏짚 구성제 고분자수지 등을 사용하여 종자발아를 촉진하며 식생기반재는 내침식성이 ( ), ( ) 

우수하여야 하고 자연군락으로의 복원을 목적으로 할 때 적용한다 생육기반을 두껍게 조성하기 , . 

위하여 한번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고 물이 빠진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한번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

며 생육기반재를 한번의 공정으로 두껍게 뿜어붙이기를 할 수 없던 시기에 개발된 뿜어붙이기 공, 

법이다 그리고 이후 두껍고 견고한 생육기반재를 일차 뿜어붙인 후 종자발아에 좋은 기재와 종자. 

를 함께 혼합한 후 두께 정도로 층으로 뿜어붙이는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이 공법은 종자1~2cm 2 . 

층만 따로 뿌리기 때문에 종자량이 적게 소요되어 종자값이 비교적 고가인 목본류와 자생종의 파, 

종에 효과적인 시공법이 되고 있다.

3) 얇은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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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완경사지의 요철경암부나 리핑암이하의 암반비탈과 견질마사 등의 녹화가 곤란한 토질지역 

및 토사비탈에 전면적인 속성녹화를 목표로 시공하며 기반재의 시공두께가 이하로 비교적 얇, 4cm 

은 보호녹화공종이다 시공배합의 주요재료는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법과 유사한 재료인 물. , 

식물종자 비료 비토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양 섬유류 색소 전착제 양생제 기타 토양미, , ( ), , , , , 

생물제 등으로 구성되나 부착성과 생육기반을 위해 취부 전에 망 고정핀 등을 부착하기도 하Net , 

며 망 없이 시공하기도 한다, Net .

나) 사용재료에 따른 분류

이 공법에는 식생기반재로서 유기질 비토 피트모스 수피 퇴비 등 를 주체로 쓰는 유기질기재뿜( , , )

어붙이기공법 유기질기재취부공법 과 흙을 주체로 사용하는 무기질기재뿜어붙이기공법 무기질기( ) (

재취부공법 이 있다 유기질기재뿜어붙이기공법은 비료양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양) . 

분요구도가 높은 도입식물과 양분흡수량이 많은 상록활엽수 등에 적합한 공법이며 무기질기재뿜, 

어붙이기공법은 흙이 사용되므로 자연 천이의 촉진에 유리하다. 

다) 취부방식에 따른 분류

1) 건식공법

식생기반재 자연토양 혹은 인공토양 침식방지제 및 종자 등을 혼합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 ), 

압송해서 뿜어 붙이는 공법이다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하여 뿜어 붙이는 공법과 중간층두꺼운 층으. 

로 기재를 뿜어 붙이는 공법이 있다 습식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에 비하여 뿜는 압력이 높고. , 

혼합한 물량이 적으므로 뿜기 작업할 때에 뿜기 재료의 유실이 적다 또한 뿜기 기반재의 밀도가 . 

비교적 높지 않으므로 보수성이 높은 편이다 시멘트 등 강력한 침식방지제를 사용하면 두껍게 뿜. 

어붙이기 암질에 따라 두께 를 할 수 있으나 사용되는 종자의 양이 많이 소요되고 경제( 10~15cm )

적 기술적인 문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종자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 

2) 습식공법

식생기반재 자연토양 인공토양 토양개량제 등 침식방지제 및 종자 등을 압력수를 사용하여 압( , , ), 

송해서 뿜어 붙이는 공법이다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 붙이기 공법에 비하여 뿜기 도달거리가 길어 . 

시공성은 좋으나 식생기반재를 한꺼번에 두껍게 뿜어 붙이기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조성된 식, 

생기반층 위에 다양한 종류의 종자를 상대적으로 소량 사용해도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탈면에 

다양한 식물종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암질에 따라 두께로 시공되며 암비탈면. 5~7cm , 

의 요철이나 형태에 따라 비탈면 안정을 위해 도입된 철망을 완전하게 덮지 못하고 철망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다 최근 노즐의 관에서 물과 토양을 순간적으로 반응시켜 단립구조 상태로 비탈면에 . 

부착되도록 하는 방법과 연속장섬유를 뿜기용 기재 속에 혼입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이상의 10cm 

두께까지 뿜어붙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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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공두께 적용기준

시공두께는 비탈면의 경사 암반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표 , < 37 에 의거하여 적용>

하며 대상지의 환경조건 및 현장조사 결과에 다라 시공두께를 조절하여 시공한다. 

마) 시공두께별 재료 적용기준27)

27)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비탈면녹화 세부지침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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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φ

(2)(2)(2)(2) 원지반식생정착공법 공법원지반식생정착공법 공법원지반식생정착공법 공법원지반식생정착공법 공법(CODRA )(CODRA )(CODRA )(CODRA )

가) 개요

원지반식생정착공법은 특히 도로건설과 대규모 단지개발에 따른 절성토사면에 대해서 인위적인 

시설물이나 재료 망 인공토양 의 도입을 억제하고 자연이 지닌 복원력을 이용하여 지반에 직접 식( , )

물을 정착시키는 방법이다 이 공법은 식물생육의 초기단계인 발아와 초기생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 

생육보조재와 선구식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 이의 접착을 위한 고분자 수지 등을 이용하는 공, 

법으로 자연천이의 초기단계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점과 척박한 훼손지의 환경을 다음세대의 식

물이 유입 생장할 수 있는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해 준다 동일한 식물이라도 생장환경에 따라 , . 

보다 나은 조건을 찾는 식물의 생리적 특성을 이용하고 선구식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을 통해 척

박한 생육 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변으로부터 식물종의 활발한 유입을 유도하여 자연천이를 촉진시

키는 공법이다 외래종자는 선구식물 기능 수행을 위해 시간차를 두고 생장토록 배합 처리하여 다. , 

음 세대를 위한 미기후 토양 등을 개선토록 하며 단일종의 우점에 의한 왜곡된 환경이 형성되지 , , 

않도록 종의 식물종자를 도입하여 주변종의 침입이 원활하도록 하여 다양한 식물상을 형성10~16 , 

하여 단조로운 경관을 피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주변종 침입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 

법으로 이 공법의 특징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암지반의 녹화가능 여부는 발파암 풍화암 경암 연암 등의 암반종류보다는 암표면의 상태에 , , , 

따라 결정되며 절리 균열 요철이 발달한 곳에 효과가 좋으며 취부두께가 이하로 설계, , 2cm 

되므로 요철이 없는 취약 암반사면을 보호하는 기능은 다소 떨어진다. 

2) 철망 식물성 네트 등의 사용 없이 암지반에 직접 취부하여 녹화한다, . 

3) 특수접착제를 사용 암표면에 취부함으로써 낙석이나 슬라이딩을 방지하고 마사토의 경우 코, 

팅처리효과가 있다. 

4)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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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녹화종자

여종 이상 혼합종자 벼과 콩과 초기 자연천이를 고려한 종자를 혼합하고 종자확보 가능한 10 ( / ), , 

자생종을 도입한다 교목류는 적송 오리나무류 산딸기나무 관목류로는 싸리류 초본류는 비수리. , , , , , 

새 안고초 낭아초 쑥 띠 등을 이용한다( ), , , . 

2) 고분자수지(Polymer)

재료를 사면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며 혼합시 강우에 의한 세굴 침식 억제기능을 한다, , . 

3) 생육보조재(CODRA)

단기 생육보조재 및 초기 식물생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 보습제 멀칭재 등의 혼합물을 사용하, , 

며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멀칭재료 생장촉진제 필요시 등이 혼합된다, , , , ( ) .

4) 천연면네트

생물학적으로 모든 재료가 완전분해되는 천연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육 보조재의 유실방지와 

식물 뿌리부가 엉겨붙도록 한다.

다) 시공

1) 강우에 의한 사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사면 상부의 산마루 측구 종 횡배수로 암거 등의 , / ,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사면붕괴와 낙석의 방지를 위해 시공 전에 사면을 정리하여 안. 

전을 도모하며 성토면의 경우 지반침하에 따른 세굴 및 취부재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 

충분히 다짐 후 시공한다. 

2) 비탈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취부하며 시공하되 좌우로 번갈아 취부하여 재료가 , 

사면에 골고루 부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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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부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 천연 면네트 설치 제외(CODRA SPRAY )

나( ) 유기물 등의 영양물질을 포함하는 원지반침투층 의 취부 ' '

다( ) 식물의 뿌리부 지지 및 영양원 기능을 하는 생육보조층 의 취부' '

라( ) 화이버가 포함된 생육보조재와 종자 고분자수지를 혼합한 종자층 의 취부, ' '

마( ) 회 이상 취부할 때는 초벌 취부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 취부하여야 하며 습식공법이므로 2 ,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3)(3)(3)(3) 녹생토 공법녹생토 공법녹생토 공법녹생토 공법(RS)(RS)(RS)(RS)

가) 개요

경암 연암 풍화암 및 건조척박지 견고한 점토질과 사력 비탈면에 보비력 응집력 통기성이 강, , , , , 

한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녹생토를 양잔디와 야생화 향토 초목본류를 현장여건에 맞게 혼합 살포, 

함으로써 비탈면 유실 및 표면 낙석방지를 겸한 식생기반을 조성하여 녹화를 유도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의 장점은 낙석방지효과가 높으며 폭우에 대한 비탈면 유실이 적다 시공 지반 및 기후에 따, . 

라 알맞은 종자 선택으로 자연스런 경관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보습보비성이 뛰어나 가뭄에도 피해가 적

으며 암반위에서 이상적인 영구식생기반 조성이 가능하다 암절개면을 우수한 식생기반으로 조성함과 . 

아울러 초목본류 종자와 혼합 취부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녹화할 수 있다 초기발아 녹화로 피복의 효. 

과가 크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경암 연암 풍화암 및 건조척박지에 보비력 보습력 통기성이 강한 , , , , , 

복합 유기질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하수오니 등의 물질이 있어 토양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 

지나친 외래초종 위주의 시공으로 여름철 하고 현상시 경관이 불량하며 주변 자연식생의 천이가 지연

되는 등 자연식생의 회복이 늦은 단점이 있다. 

나) 재료

녹생토의 주재료는 산업폐기물을 활용하였고 기존의 녹생토 공법의 문제점이던 보습력 및 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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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섬유인 볏짚을 잘게 썰어 혼합하거나 코코넛 껍질 분쇄물을 혼합하여 

성능을 개선함으로서 갈라짐으로 인한 건조방지와 보습력 응집력의 증진 효과가 있다 기존 공법, . 

의 주재료인 연탄재의 대량 수급난으로 연소재 마사토 등으로 대체하여 재, Fly ash, Bottom ash, 

료의 질을 개선하여 식물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녹생토 공법의 재료는 종자 배양토 토양안정제 코팅망 앙카핀 착지핀으로 구성되며 규격과 , , , , , , 

수량은 표 < 40 과 같다> . 

φ

φ

(4)(4)(4)(4) 금비토 생태복원공법금비토 생태복원공법금비토 생태복원공법금비토 생태복원공법

가) 개요

식생기반이 열악한 암절개지나 건조 척박한 법면에 부착망을 설치한 후 금비토 조성물과 생태복

원형 혼합종자를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배합하여 취부하는 생태복원공법이다 적용 가능 사면은 . 

구배 내외의 리핑암 및 연암지역 및 구배 내외의 보통암 및 경암지역1:0.7 (T=10cm) 1:0.5 

이다(T=15cm) .

본 공법은 식물천이에 의한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경관을 창출하고 점토자재에 의한 생화학작용

으로 입단구조를 형성한다 우수한 보습 보비력으로 식물발아력을 증대하고 부숙퇴비 사용으로 초. , 

기 인장강도 상승 및 표면 균열이 적다 역구배 직구배 구간은 자연스런 암반노출이 유리하다. , .

나) 재료

주재료는 금비토조성물 부착망 철선 앙카핀 착지핀 생태복원형 혼합종자이며 규격과 수량은 , , , ( ), 

표 < 41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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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5)(5)(5)(5) 생태복원 대생토공법생태복원 대생토공법생태복원 대생토공법생태복원 대생토공법

가) 개요

절성토 비탈면의 식물생육이 곤란한 토사지 암절개지 급경사지 척박지 등 자연식생 녹화가 불, , , 

가능한 지역에 식생기반재 생태복원대생토 식생토 를 취부하여 자연친화적인 녹( : GS , SSAF-SOIL)

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된 공법으로 식생기반재를 다양한 식물종자와 혼합하여 비탈면에 고정된 , 

부착망 사이에 두께로 취부하여 훼손된 비탈면을 안정화시키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T=0.5~15cm

이루어지도록 녹화하는 친환경적인 녹화공법이다.

기존 녹화공법의 문제점인 생물종다양성 결여 한지형잔디위주의 급속녹화 주변과의 경관생태, , 

적 이질성 경제성 녹화품질 대비 공사비의 비효율 등을 보완하고 공법을 다양화하여 공사 효율성 , ( ) 

및 공사비 절감효과 를 높일 수 있으며 산성토양의 개량효과 및 환경오염 방지를 증대시(20~50%) , 

켜 영구적인 식생을 조성하므로 지속적인 녹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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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식물종자는 건조지에 강하고 발아력이 우수한 선구수종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적인 식생천이 조

성 및 식생군락 조성으로 자연생태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변 식물 조사 후 유사형. 

태의 다양한 재래 초목본 수종 종 을 기본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합설(13~17 )

계되었으며 대상지의 여건이나 발주처의 요구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생태복원대생토 혼합재료는 정수슬러지 하수슬러지 마사토 등 부식질 기본제 (SSAF-SOILL) , , 

에 각종 토양개량제와 지효성 유기질비료 및 섬유질이 긴 양생제를 첨가하여 산성토양의 중화 및 , 

중금속용탈을 방지하고 보수 보비성을 극대화 하며 토양의 단립구조 형성이 가능하도록 특수 조제, 

된 인공토양으로 식물발아 후 뿌리 활착시기에 뿌리의 지지 기반이 되는 요소로 토양과 비슷한 물

리적 성질과 이화학적 성질을 보유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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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텍솔 녹화토공법텍솔 녹화토공법텍솔 녹화토공법텍솔 녹화토공법

가) 개요

텍솔 녹화토공법은 프랑스 국립도로 및 교량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을 국내 실정에 맞게 (Texsol) 

응용한 기술이다 모래를 압축공기로 타설하면서 동시에 폴리에스터 화학섬유를 고압수로 뿌린 후 . 

잘 다지면 모래와 실이 뒤엉켜 텍솔 구조물을 형성하여 모래 입자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점착강도

를 발휘하면서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이다 텍솔공법 은 표면녹화가 곤란한 연암비탈. (Texsol)

면 사질지반 산성토지의 녹화에 적용이 가능하며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우수하여 급경사지 및 옹, , 

벽표면과 특수시설물 위장녹화에 사용되며 녹화효과가 빠르다 그러나 텍솔공법 은 앵커박. (Texsol)

기공법과 같은 안정공법과 같이 사용해야 하며 자연식생천이에 불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 

요하다 텍솔의 강도는 모래의 입도와 실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 

나) 재료

일반적으로 텍솔 녹화토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초본 및 목본류 종자 특수녹화토 코팅망 및 , , PVC

앵커핀 착지핀 연속장섬유 등이 있으며 텍솔 당 의 연속장섬유가 소요된다, , 1 2~4kg .㎥

1) 녹화토

유기질과 점토를 포함한 부식토에 각종 토양개량제인 안정제 점착제 보습재 비료를 첨가하여 , , , 

보수 및 보비성을 향상시키고 식물생육에 적합하도록 특수 제조된 인공토양이다.

2) 연속장섬유 

텍솔 녹화토에 사용되는 장섬유는 특수가공된 폴리에스터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3) 부착망

부착망은 직경이 이상의 코팅된 철선을 사용한 망으로써 부식의 우려가 없어야 한3.2mm PVC

다.

4) 종자

초기 씨앗은 최소 년 이내 채취된 종자이되 전년도 채취종자를 원칙으로 하며 동해와 한해에 2 , 

잘 견디는 종자를 선택해야 한다. 

다) 시공

비탈면의 불순물 나무뿌리 등 부착에 장해가 되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사면의 요철부위를 , 

정리하고 용수 등이 있을 경우 시공 전에 적절한 조치를 위하고 녹화토를 취부하기 전에 장섬유와 

물을 사면에 충분히 살포한 후 녹화토의 두께가 균일하도록 골고루 취부하고 텍솔 녹화토면이 직

사광선을 받거나 한여름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차광망을 설치하여 씨앗의 발아에 필요한 일정한 수

분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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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생태복원공법생태복원공법생태복원공법생태복원공법CO-MAT CO-MAT CO-MAT CO-MAT 

가) 개요

생태복원공법은 마사토 경질토사 보강토사 풍화암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이루어진 비탈면에 CO-MAT , , , ( ), 

자연분해성 코매트 장섬유 수지 와 식생기반재 코매트 조성물 및 종자를 동시에 뿜어 붙여 비탈면의 (EnPol ) ( ) 

토양 경도를 증가시켜 침식이나 세굴을 방지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며 온실 효과를 발생시켜 발아 온도를 상

승 유지시킴으로써 조기 발아 및 조기 녹화를 도모하는 녹화공법이며 구체적으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내, , 5 

지 중량 시멘트 내지 중량 코탄 내지 중량 톱밥 제지용 슬러지 내지 중량 복합 10 %, 1 10 %, 10 70 %, ( ) 10 40 %, 

비료 내지 중량 및 임의로 색소 내지 중량 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및 이를 1 5 % , , 1 5 % CO-MAT 

잔디 종자와 혼합하여 비탈면에 파종하여 건조척박지에 식생기반을 부여하며 지면 나지에 유기질 매트를 조

성하여 조기 녹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법을 제공한다 장섬유에 의한 비탈면 안정성이 증진되고 식생. 

기반층 형성에 의한 식물생육 환경개선으로 식물의 부착력과 착근력이 높아진다 이하의 급경사에서는 . 1:0.7

망을 설치한 후 시공한다.

 

나) 재료

두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연분해성 장섬유 코매트 조성물 식생기반재 생태5cm ( ) 65g, 0.06 , ㎥

복원형종자 이 필요하다60g .

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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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탑소일 암반녹화매트공법탑소일 암반녹화매트공법탑소일 암반녹화매트공법탑소일 암반녹화매트공법(Topsoil) (Topsoil) (Topsoil) (Topsoil) 

가) 개요

탑소일 암반녹화매트공법은 주재료인 황토 이외에 가지 천연섬유질과 유기물(Topsoil) 6

볏짚 제지화이바 을 혼합하여 토양구조를 떼알구조와 엉킴(peatmoss, cocopeat, , coconut, sisal, )

현상과 결속력을 증가시켜 취부한 후 다시 비탈안정화 보조재인 매트를 보강시공하여 일반네트류, 

매트공법 볏짚공법으로 녹화가 어려운 경질토 강마사토 리핑암 풍화암 연암 경암이나 발파암 , , , , , , 

지역에 환경친화적으로 녹화하는 공법이다 자연섬유질 중에서 분해속도가 느리고 인장강도 및 인. 

장신도가 뛰어난 화이바 볏짚을 혼합하여 수분증발로 인해 나타나는 균열 발생과 sisal , coconut, 

이완 탈각현상과 잔디고사와 슬럼화에 이르는 원인들을 완화 시킬 수 있고 취부 후에 비탈안정화 , 

보조재인 매트를 시공함으로써 토양모재료의 수분공급 조절 효과는 물론 매트 위로 표면배수가 이

루어져 시공 후 슬라이딩이나 탈각현상을 방지하여 사면을 중으로 보호하며 적정한 보온 보습 효2 , ∙

과로 인해 황토와 유기물속에 들어있는 토양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peatmoss, 

볏짚 부식토 등을 분해시켜 식물체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cocopeat, sisal, coconut, , (humus) 

급하여 주는 특징이 있다.  

나) 재료

주재료로 황토와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사용하며 보조재료로 비료 토양침식안정제 사이살화이, , 

바 코이어펠트 코코피트 피트모스 볏짚 제지화이바 등이 사용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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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9)(9)(9)(9) 슈펙스 공법 자연생태복원녹화공법슈펙스 공법 자연생태복원녹화공법슈펙스 공법 자연생태복원녹화공법슈펙스 공법 자연생태복원녹화공법( )( )( )( )

가) 개요

슈펙스 공법은 표층 식양토를 사용하여 훼손된 비탈면을 주변토양과 조화된 자연상태의 산림토

양을 복원시키는 녹화공법으로 자연토양 주재료와 무기물 부재료를 물과 직접 혼합 분사하는 습, , 

식 공법이며 이 혼합물은 화학반응을 하여 취부후 떨어짐이나 세굴을 미리 방지하고 토양경도를 

개선하여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절개면 조기녹화와 주변, 

식생 천이가 가능한 토양경도를 유지 초본류 뿐만 아니라 목본류를 파종하여 절개면을 복원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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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법이다 자재부착력이 우수하며 공극률 이상으로 투수성이 좋고 보수성 보비성이 우. 70% , 

수하다. 

나) 재료

1) 슈펙스 녹화기반재

자연토양을 주재료로 하고 식물과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기 위해 토

탄과 유기재료를 혼합 발효한 완숙퇴비와 공극률 극대화를 위한 질석 또는 펄라이트 등을 혼합하

여 토양의 제반 성질을 안정시킨 생육기반재이다. 

2) 슈펙스 양생제

미생물의 서식지인 식물성 섬유와 식물과 미생물의 초기성장과 생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량의 화

학비료 액체비료 및 고체비료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조한 재료로서 비료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속, 

시키는 역학과 토양입자간의 결합을 연결하는 효과가 우수한 섬유소 재료이다.

3) 슈펙스 안정제

일정하게 배합되어 물과 혼합하여 녹화분사시 기계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재료로서 시공 후에는 

강우에 의한 비탈변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화합물이다. 

4) 슈펙스 단립제

식물과 미생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림 표층과 유사한 단립구조를 가진 토양을 만들고, 

비탈면에 녹화기반재를 부착시키며 다량의 수분을 저장하는 구조를 형성시킴으로 수조역할을 이루

는 무기계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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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10)(10)(10)(10) 슈펙스 플러스 공법 자연숲 복원 녹화공법슈펙스 플러스 공법 자연숲 복원 녹화공법슈펙스 플러스 공법 자연숲 복원 녹화공법슈펙스 플러스 공법 자연숲 복원 녹화공법( )( )( )( )

가) 개요

자연상태의 산림토양을 복원시키는 녹화공법으로 훼손된 법면을 주변토양과 조화된 자연상태로 , 

복구하는 친환경적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녹화공법이다 굴곡이 , , . 

있는 경암 연암 풍화암 등의 암법면이나 강마사 리핑암 특수토양 폐광지 석회암지 등 녹화가 , , , , ( , ) 

어려운 지역을 미생물을 투여하여 작은 두께로도 식생에 필요한 지속적인 영양공급을 통해 식물의 

생육에 가장 알맞은 자연생태를 복원시켜 다양한 자연식물군락을 가능케 하는 녹화기술이다.

나) 재료

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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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육조건이 나쁜 곳에서는 두텁게 또 양호한 곳은 얇게 분사한다, .

2) 종자의 원활한 발아생장을 위하여 종자가 없는 층과 종자를 혼합한 층으로 구분하여 시공한

다. 

3) 시공횟수 회당 두께 시공을 기본으로 하며 설계두께가 이하 일때는 종자층 기반1 3cm 3cm , 

층 구분없이 시공하고 이상은 기반층과 종자층으로 구분하여 분사 시공한다, 3cm . 

4) 회 이상 분사 시공할 때에는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최소 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시공하2 2

여야 한다.

(11)(11)(11)(11) 자연생태복원공법자연생태복원공법자연생태복원공법자연생태복원공법(JSB)(JSB)(JSB)(JSB)

가) 개요

습식공법으로 자연상태의 산림토양을 복원시키는 녹화공법이며 훼손된 법면을 주변토양과 조화, 

된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친환경적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녹화공, , 

법이다 굴곡이 있는 경암 연암 풍화암 등의 암반 비탈면이나 강마사 리핑암 특수토양 폐광지. , , , , ( , 

석회암지 등 녹화가 어려운 지역을 미생물을 투여하여 작은 두께로도 식생에 필요한 지속적인 영) 

양공급을 통해 식물의 생육에 가장 알맞은 자연생태를 복원시켜 다양한 자연식물군락을 가능케 하

는 녹화기술이다 균열이 없는 암반부는 적용이 곤란하고 다층 취부시 양생기간이 필요한 단점이 . 

있다. 

나) 재료

재료는 녹화기반재 양생제 안정제 단립제 배합종자로 구성된다, , , , .

1) 녹화기반재

자연산림토양 또는 현지토에 식물과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바탕을 목표로 토탄과 

유기재료를 혼합 발효한 완숙퇴비를 섞고 토양 공극률의 극대화를 위해 질석과 제오라이트 등을 

혼합하여 토양의 제반 성질을 안정화시켜 생육기반재로 사용함으로써 식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만

든 인공토양이다.

2) 양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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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서식지인 식물성 섬유와 식물과 미생물의 초기성장과 생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량의 화

학비료 액체비료 및 고체비료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조한 재료로서 비료 효과를 장기적으로 지, 

속시키는 역할과 토양입자간의 결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섬유소 재료이다.

3) 안정제

일정하게 배합된 재료의 분사시 기계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재료로서 시공 후에는 강우에 의한 

법면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계 화합물이다.

4) 단립제

식물과 미생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림 표층과 유사한 단립구조를 가진 토양을 만들고 

법면에 녹화기반재를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무기계 화합물이다.

다) 시공

1) 생육조건이 나쁜 곳에서는 두껍게 양호한 곳은 얇게 하여 녹화한다, 100% .

2) 종자의 원활한 발아생장을 위하여 종자가 없는 층과 종자를 혼합한 층으로 구분하여 시공한

다.

3) 시공횟수 회당 두께 시공을 기본으로 하며 설계두께가 이하일 때는 종자층 기반1 3cm 3cm , 

층 구분 없이 시공하고 이상은 기반층과 종자층으로 구분하여 분사 시공한다, 3cm .

4) 회 이상 분사 시공할 때에는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최소 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시공한2 2

다.

5) 시공 회당 이상 부착하거나 충분한 시간차 없이 시공하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1 5cm 

한다.

(12)(12)(12)(12) 자연표토복원공법 공법자연표토복원공법 공법자연표토복원공법 공법자연표토복원공법 공법(SF )(SF )(SF )(SF )

가) 개요

산림토양의 토양단면을 층별로 재현함으로써 훼손된 지역을 자연지역의 주변식생과 생태적 경, 

관적으로 조화되게 복구하는 공법이다 약간의 굴곡이 있는 암반이나 리핑풍화암 경질토사 산성. , , 

토사 등 녹화가 곤란한 지역에 점성의 토양입자와 다기능성 초고분자 유기재료 식물 섬유소 등을 , , 

특수하게 혼합하여 재료간의 다양한 결합으로 서로 뒤엉키게 반응시킴으로써 강한 고차입단구조, 

를 형성시켜 만든 녹화기반토양을 비탈면에 부착하여 토양의 환경을 식물이나 미생물의 생육에 적

합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안정된 식생기반을 조성한다 주로 목본류의 식생정착을 위해 종자를 이용. 

하여 조성하는 공법이며 침식되지 않도록 뿜어붙인 식생기반재의 토양 경도가 식생침입이 용이한 

이하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채석지 주연부에 시공하면 목본의 자연침입이 용이한 장점이 25mm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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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자연토양을 주재료로 하여 보조재료로 유기퇴비 피트모스 식물성 섬유를 고분자제로서 입단, , 

구조 형성제를 사용한다.

2) 사용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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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1) 단위로 종자층과 기반층을 분리하여 시공함으로써 시공두께에 의한 미발아 종자를 최소1cm 

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표면의 풍화가 심하여 토사가 심하게 흘러내릴 때나 침식세굴이 심하여 침식 및 유실방지, 

가 최우선일 경우 시공두께가 이상이어야 한다3cm .

3) 토양조건 토양산도 영양분등 이 매우 열악하여 장기적인 생육에 의한 복원을 계획할 때는 토( , )

질별 기준보다 이상의 두께를 증가시켜 시공한다1cm .

4) 토양경도가 이하 점성토 혹은 이하 사질토 인 경우라도 초기에 목본류를 도입하23mm ( ) 25mm ( )

여 조기수림화를 계획한 경우에는 시공두께를 이상으로 한다3cm .

5) 특히 마사토가 심하게 풍화되어 퇴적된 상태의 절토면일 때에는 비탈면 다짐을 반드시 시행

하여야하고 시공두께는 이상으로 한다2cm .

6) 큰 비탈에서 토질별로 단계적인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공두께 시공횟수 를 적정하게 변( )

화를 주면서 시공한다. 

7) 시공조건에 따른 시공두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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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3)(13) 공법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공법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공법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공법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ASNA ( )ASNA ( )ASNA ( )ASNA ( )

가) 개요

는 의 약칭으로 암반에 식생매트를 접착시켜 지속적인 ASNA Artificial Soil Net Agglutination

식생대가 형성되도록 특수 개발된 인공토양 에 식물성 접착제를 첨가하여 부착력을 (Artificial Soil)

도모하고 기존 지반의 침식 붕괴에 장기간 견뎌낼 수 있도록 철망 과 앵커로 지반을 안정시킨(Net)

다 일반토양과 같은 기능을 부과하여 식물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공된 과 셀루로. C.B.D.-1

이스 비료분 침식방지제를 섞어 식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기반재를 조성하는 공법이다 요철 균, , . , 

열이 심한 암절취면 세굴이 발생하는 절토면에 시공하며 토질과 시공시기에 따라 시공두께를 달, , 

리하여 적용하는 습식공법이다 시공지역은 주로 연암 및 풍화암 비탈에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일. , 

부 요철이 많은 발파암에도 양호한 효과를 낸다 종자가 발아 착생할 수 있는 기반재가 약하므로 . , 

경암비탈이나 화강풍화암 이암 및 사암 비탈의 녹화시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경, . 

사면은 도까지 가능하며 발파로 인한 경사면인 경우에는 도 도까지도 시공이 가능하다 기80 60 ~80 . 

온 에 시공할 경우 일 정도 경과하면 발아가 시작되는데 기온 변화와 기타 부적합한 여건일 18 10℃

경우 일 정도 경과되어야 발아가 시작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지반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15~25 . 

다르게 배토조성물의 두께를 결정하므로 발아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종자의 발아는 월. 3

초 월말까지 이며 이외의 시기에는 씨앗의 휴면기 이므로 발아가 어려우며 월 월까지도 ~10 11 ~12

시공이 가능하나 발아는 다음해 월말 월이라야 가능하다3 ~4 .

아스나 공법은 암 절리가 많은 곳은 락볼트로 까지 안정화시킴으로 동결 및 세(ASNA) 0.3~1.5m

굴을 방지하며 액상형태의 분무이기 때문에 균열부에 종자 침투 효과가 우수하지만 회에 정1 1cm 

도 두께까지 분무하므로 분무시간이 길어 시공속도가 늦고 토양두께가 얇아 건조피해가 발생할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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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

시공시 까지는 배토조성물을 회 마다 분무하여 식생대를 만들며 매회 분무마다 1~3cm 1 1cm , 4

시간 경과후 재분무 한다 위험이 뒤따르는 암절토구역에서는 망을 펴고 앵커 길이 를 박. 0.2~0.4m

은 후 와이어로프를 평균 로 가로 세로로 잡아주면서 주앵커 깊이로 고정시5cm 5cm 0.6~0.8m 

킨 후 배토조성물을 회에 걸쳐 분무하여 두께가 되게 하고 작업을 종료한다5 5cm . 

공법의 시공두께 기준은 표 ASNA < 51 과 같다> .

(14)(14)(14)(14) 녹화공법녹화공법녹화공법녹화공법NGR NGR NGR NGR 

가) 개요

공법 은 자생식물을 이용하여 훼손된 환경을 단기간에 NGR (Native Groundcovers Restoration)

본래의 환경으로 복원하는 공법이며 폐자재를 배제한 조성물 시공을 이용한 공법이다 다양한 식, . 

생형태 를 이용하여 대상지에 첨단 식생조성기술을 활용하여 시공함(seed, sprigs, plug, pot, mat)

으로써 식생의 조기정착기반을 확보하는 순수 국내 개발 녹화공법이다.

일반 토사비탈면 및 균열이 발달한 암사면과 휴게소 골프장 콘도 주택단지 등과 같은 경관을 , , , 

요하는 지역에 적합한 공법이다 계절적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주며 자생식물 및 . 

종자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공법이고 다양한 유기물 재료의 혼합으로 조기 식생조성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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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자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녹화식물을 돌나물 좀씀바귀 등을 삽수형태로 종자와 함께 취, 

부하여 시공기술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재료는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흡수성 수지와 침식 및 토사유출의 방지를 위한 식물용 접

착제 및 멀칭제 완효성 복합비료가 첨가되어 식물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

단점은 자생식물을 이용하여 시공하므로 공기에 제한을 받고 시공단가가 높으며 암반과 같은 , , 

무토양척박지의 경우 관수 및 차광망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적

용기준은 표 < 52 와 같다> .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녹화효과는 높으나 생육기반재가 얇고(1999) , 

보조재료가 부족해 식물의 초기 생육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름철의 고온 건조시에 하고

현상이나 식물의 쇠퇴현상이 관찰되어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기반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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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NGR Seed 

녹화공법에 주로 사용되는 녹화용 배합종자로 경관용 자생초화류의 종자를 기본 소재로 하NGR 

고 녹화대상지의 환경분석과 녹화목표에 의해서 선구식물종과 산림형 목본식물종의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이 공법에 사용시 발아율과 발아세 향상을 위한 발아 촉진 처리를 한 후 사용한다, . 

2) NGR sprig

녹화공법에 이용하는 지상경이나 지하경 등의 영양체를 의미하며 돌나물과 좀씀바귀 등의 NGR 

영양체를 주로 사용하여 발근촉진처리와 병충해 저항처리 등의 특수처리를 한 후 사용하고 녹화대

상지 중 우수한 경관조성이 필요하거나 여름철에 건조가 심한 곳 또는 대면적을 들잔디 대신 자생

식물을 사용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 사용한다.

3) NGR pot & mat

녹화공법에 이용하는 자생식물 로 토양조성물은 척박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인NGR pot & mat

공토양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녹화공법의 자생초화류는 발근촉진처리와 척박지 적응처리를 NGR 

한 후 사용한다.

4) NGR soil

은 인공토양 질석과 제지화이바가 주재료 유기질비료 섬유소 복합비료 등으로 구성된 NGR soil ( ), , , 

식생기반재로서 자생종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고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경도를 , 

유지하도록 조합되어 종자의 발아 및 발근을 촉진시키고 활착을 향상시키는 특수식생토양이다.

5) NGR soilplus

이 공법에 사용되는 식생보조재료로서 특수개발된 고흡수성 고분자 화합물과 생분해성 접착제 

등으로 구성되어 종자의 발아와 활착에 필요한 수분의 보유력을 높여 주고 강우나 강풍 등으로 인, 

한 토양침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식물의 지속적인 생장을 도와준다. 

다) 시공

1) 녹화대상지의 식생환경 및 시공여건 토양조건 경사도 기후조건 주변식생 주변환경 을 분석( , , , ,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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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식물소재 식물종 영양체 포트묘 매트 및 시공조건 시공두께 등 을 선정한다( , , , ) ( ) .

3) 식물소재를 시공전 전처리 발아촉진처리 발근촉진처리 병충해 예방처리 한다( , , ) . 

4)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료 식물재료 식생기반재 식생보조재 를 혼합한다( , , ) . 

5) 분사 시공 전에 식생 를 부착 시공한다NET .

6) 취부기를 이용하여 분사 시공한다.

(15)(15)(15)(15) 후리졸녹산토녹화공법후리졸녹산토녹화공법후리졸녹산토녹화공법후리졸녹산토녹화공법

가) 개요

후리졸녹산토녹화공법 은 독일 사의 특허기술인 후리(Method of producing green ground) G.F.G

졸녹화공법을 활용한 공법으로 후리졸 와 녹산토 및 초목종자를 소정의 비율로 물과 A, F, S, EF

함께 교반탱크에서 혼합한 재료 후리졸녹산토 를 후리졸 취부기로 리핑암 풍화암 비탈면에 ( ) ( ) 

두께로 취부하는 녹화공법과 발파암 연암 및 경암 절취비탈면에 망목의 능1~5cm ( ) 75cm×75cm 

형철망을 포설하여 고정시킨 후 종자를 혼합하지 않은 식생기반재를 소정의 두께로 취부하고 일 10

정도 후 기반재의 고결 수축으로 틈이 갈라진 후 종자환을 적당량 흩어 뿌리고 그 위에 후리졸녹산

토와 식물종자를 혼합하여 두께로 덧씌우기하는 녹화공법이다10mm .

나) 재료

녹화혼합재료는 녹산토와 후리졸 후리졸 후리졸 후리졸 및 초목종자를 사용한다A. F, S, EF .

1) 바이오 녹산토(bio green producing soil)

녹산토는 토탄 또는 초탄 용량 종이부스러기 또는 펄프(peat) (Grass peat) 15~40 %, (paper chip) 

분쇄물 용량 톱밥 또는 나무껍질분쇄물 용량 발효축(Pulp chip) 20~43 %, (saw dust) (bark) 5~30 %, 

분 또는 건조축분 용량 미생물활성제(fermented animal waist) (dryed animal waist) 7~30 %, 

인 후리졸 용량 의 혼합물의 부숙물에 진흙 또는 극세(microbe activator) F(frisol F) 2~10 % , (clay) 

사 또는 마사토 용량 를 혼합한 인공토양 식생기반재이다(silt) (granular soil) 2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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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리졸 심근촉진제A( )

후리졸 는 액체영양소로서 인 유기질소와 당분으로 구성되어 인과 질소를 오랫동안 천천히 A (P), 

뿌리에 녹아내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당분은 토양아래 깊은 곳까지 미생물이 발달할 수 있도

록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영양분을 균형있게 증진시켜 줌으로서 식물의 

뿌리가 토양 깊숙이 뻗어 내릴 수 있게 한다.

3) 후리졸 미생물활성제F( )

후리졸 는 미생물활성제로서 토양진균과 토양내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물의 미생물F , 

분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영양분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하고 복합적인 미생물 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4) 후리졸 표토안정제S( )

후리졸 는 생분해성 고분자 탄화수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유기질 토양안정제로서 토양입자와 생S , 

장촉진제 침식방지제 그리고 기타 성분과 종자를 결속시키며 고착성 막을 형성하여 물에 의한 침, , , 

식과 풍화침식으로부터 보호한다.

5) 후리졸 침식방지제EF( )

식물성섬유로 구성된 침식방지제이며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후리졸 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S

다 후리졸 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침식방지효과가 증대되어 특별히 매끄럽거나 급한 . S

경사면에 사용한다 후리졸 의 섬유질 구조는 토양의 수분저장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EF .

6) 종자

종자는 초본류 관목류 목본류를 혼합하여 시공한다, , .

다) 시공

당 녹산토 뿌리심근촉진제 후리졸 미생물활성제 후리졸 비1 5~10 , A 50~200g, F 100~400g, ㎡ ℓ

탈면의 결속 및 증산억제제 후리졸 침식방지섬유 후리졸 이 혼합된 후리졸S 10~75g, EF 50~140g

과 종자를 혼합한 후 슬러지펌프와 교반기가 장착된 후리졸 살포기 탱크에 물 용량비 와 40~60%

녹화혼합재료 를 투입하고 이를 분 이상 교반한 다음 대상지역에 두께로 살포40~60% 20 5~10mm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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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6)(16) 공법공법공법공법PEC 4PEC 4PEC 4PEC 4

가) 개요

공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버섯 재배에서 나오는 차 부PEC(Polymer-Ecology-Control)4 2

산물을 환경 복원 기술로 처리 녹화 토양으로 재활용하는 녹화기술로 천연소재인 바크퇴비와 접착, 

제 등을 식생기반재로 사용하여 경암 풍화암 리핑암 등 암반비탈면을 녹화하고 미생물의 증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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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여 식생정착에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연식생의 천이를 유도하여 비탈면을 녹화 

복원하는 공법이다. 

능형망을 설치하여 낙석 방지효과를 도모하고 식생의 생육기반이 없는 암반지역의 녹화도 가능

하다 염기 치환용량이 높아 질소 칼륨 등의 비료성분을 전기적으로 결합하여 토양구조를 개선시. , 

키며 토양중 유해물질 또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편중되어 있는 경우 식물의 생리장해를 완화하는 ,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법은 식생기반재를 분사호스 종단부에서 물과 토양안정제가 분사되는 호스와 연결되어 PEC4

혼합되어 뿜어지는 건식녹화공법으로 분류되며 유기물을 중심으로 한 기반재의 사용으로 녹화토양

의 경량화를 달성하고 기존 공법에서 가진 토양경화 및 탈락현상을 개선했다, .

공법의 고유한 특징으로써 취부호스종단에서 혼합되는 토양안정제가 취부직후부터 녹화기PEC

반재와 암반 그리고 기반재 자체 사이에 입단구조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기질 중심의 , . 

재료는 탄력적 취부기반재를 보장해 주며 공기와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는 능력으로 자생종 초화류, 

나 목본류의 발아 및 생육에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나) 재료

이 공법의 재료는 크게 식생기반재 종자 토양안정제 부착망 및 장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1) 식생기반재

버섯배지 바크퇴비 등의 천연재료를 주재료로 하여 코코피트 등의 토양개량제와 토양 무기유기, , 

질 비료를 첨가하여 보수보비성이 뛰어나며 입단구조 형성이 가능한 특수인공토양을 제조하여 사

용한다.

2) 종자

사용종자의 배합은 목표하는 식생군락의 유형에 따라서 발아 기대본수를 기준으로 배합하며 시, 

공조건에 따라서 사용종자의 유형과 양을 결정한다.

3) 토양안정제 접착제( , Terra-control)

식생기반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들의 구조를 입단구조를 결집시켜 보수보비력을 증강시킴은 물

론 유실을 방지한다, .

4) 낙석방지망

낙석방지망은 코팅된 철망 능형코팅망 을 사용하며 철망을 고정하기 위한 코팅철(PVC #10) , PVC

선 을 사용한다 또한 자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표층부 붕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무코팅망(#8) . 

을 사용하여 식생기반층 일체를 자연과 동화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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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앙카핀 및 착지핀

암반 비탈면에 적용된 낙석방지망과 철선의 고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앙카핀과 착지핀은 비탈면

의 조건에 따라서 규격과 사용량을 결정한다 이때 은 철근의 전체길이를 ( 16 , L=350, 500 ; LΦ ㎜ ㎜ 

의미한다).

다) 시공

1) 절토비탈면의 잡석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사면을 정리한 후 식생기반재의 지지력 확보와 비탈

면의 안정을 위해 코팅망을 펴서 설치하고 천공기를 이용하여 암반에 천공 앙카핀으로 고PE , 

정한다. 

2) 식생기반재를 컨베이어를 통해 일정량을 압축기로 이동하면 이때 종자와 접착제를 투입하여 

혼합한다.

3) 종자 배합량은 발생기대본수 본 범위로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서 할증율에 300~2,000 / . , ㎡ 

대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사용종자의 할증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검토가 가. 

능하다.

4) 취부작업은 위쪽부터 고르게 좌우로 이동하며 취부하며 취부두께는 요철에 따라 50~100mm

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두께로 시공한다7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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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7)(17) 공법공법공법공법Geo Fiber Geo Fiber Geo Fiber Geo Fiber 

가) 개요

지오화이버공법 은 지오화이버 기초공 연속장섬유보강토공 녹화공 등 개(Geo Fiber System) , , 3

의 공종을 복합하여 지상부는 우수 바람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지하부는 초본식물에 의한 , , 

표면침식억제 목본식물에 의한 하부침식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입체적 구조의 공법으로 식, 

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소 이상의 유효토심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지오화이버 기초20cm . 

공으로 비탈면 내부에 저항체를 매립함으로써 저항값을 높여 비탈면의 구조적 안정을 꾀하고 연속, 

장섬유보강토공으로 사질토와 연속장섬유를 제트수와 함께 동시에 분사 혼합시켜 연속장섬유가 , 3

차원적으로 혼합되게 하여 사질토에 점착성과 변형저항성을 부여하여 안정된 식생기반을 구축함으

로써 토양 속에 그물형태로 퍼져 있는 식물의 뿌리에 의해 지반을 더욱 보강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빠른 시간내 방재기능과 경관형성을 동시에 달성하며 자연생태복원

을 목표로 하는 공법이다 고정현 등 의  비탈면의 생태복원을 위한 연속섬유보강토의 적용. (2010) ‘

성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연속섬유보강토 식생기반재의 토양 특성을 시공후 년이 경과한 시점’ 2~3

에서 조사 결과 토양경도는 토양산도는 토양습도는 로 나타나 식7~15mm, pH 6.5~7.0, 40~60%

물생육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법의 표준배합비와 적용 기울기는 각각 표 < 55 표 >, < 56 과 같으며 이 공법의 개념 및 기>

능은 그림 < 53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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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

공법의 시공순서는 플레이트앙카 및 배수판을 설치하는 지오화이버 기초공 사질토와 Geo-Fiber , 

장섬유를 취부하는 연속장섬유보강토공 종자파종 혹은 식재로 녹화하는 녹화공의 순으로 시공한, 

다. 

1) 지오화이버 기초공

지오화이버 기초공은 연속섬유보강토체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플레이트 앙카공 연속섬유보강, 

체의 이면에 설치되어 우수의 침투 및 지하수위의 상승등으로 발생하는 용출수를 유도 배출하는 , 

이면배수시설 배수판 배수유도관 지오핀 등으로 구성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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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장섬유 보강토공

연속장섬유 보강토공의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질토를 공급하는 장치와 연속장섬유를 공급하

는 장치로 구성되며 연속장섬유는 섬유공급장치를 통해 분사노즐로부터 분사되고 사질토는 취부, , 

기에서 고압공기에 의해 취부노즐까지 이송 연속장섬유와 혼합되어 비탈면에 보강토를 조성한다, . 

3) 녹화공 및 식재공

연속장섬유 보강토공에 의해 유효토심이 확보되면 그 위에 녹화공 또는 식재공을 하며 녹화공은 , 

식생기반재 취부공인 원지반 식생정착공법을 적용하여 초본류 및 목본류를 파종하며 식재공은 파, 

종에 의해 생육이 힘든 자생 목본류를 대상으로 포트묘의 형태로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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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18) 자연지반녹화 공법자연지반녹화 공법자연지반녹화 공법자연지반녹화 공법(Supergel System)(Supergel System)(Supergel System)(Supergel System)

가) 개요

자연지반녹화 공법은 자연상태의 산림토양처럼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이상적(Supergel System)

인 기반재의 조합과 법면 취부시 흘러내림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재료 상호간의 응집력을 여타의 

습식공법에 비하여 보다 강화시킨 복합 고분자 화합물의 배합으로 식물생장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

시켜 자연 생태계의 최후의 목적인 극상군락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장점은 물과 교반한 주원료와 환경에 무해한 고분자 화합물을 분리 분사함으로써 법면 도달시 

흘러내림을 적게 하고 즉각적인 적정 고결화 및 응집력을 강화시켜 최적의 부착력과 식생천이가 

가능한 복합단립구조 입단화 를 형성한다 적정 경도를 유지시키는 고분자 화합물과 기반재에 초본( ) . 

류뿐만 아니라 목본류를 알맞은 비율로 배합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천이 유도를 통한 절개지면의 

극상군락을 목표로 복원한다 법면의 형태 및 면질 예 풍화암 에 따른 구성재를 혼합함으로써 견. ( : )

고한 취부상태에 따른 녹화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자재의 개량화를 통한 공극률을 최대화하여 보비. 

성 수분흡착력 투수성을 월등히 향상시켜 발아속도와 발아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시공 양생 , , . 

후 표면이 자연 표토색에 가까워 자연과의 이질감이 적다.

본 공법은 식물의 발아 및 생장에 필요한 최적상태를 조장하기 위한 공법으로 법면부와 기반재

의 이탈을 막기 위한 분리방지층 취부된 종자가 생장하는데 충분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층 종자의 발아조건인 온도 습도 및 부착력을 유지해주는 종자층, , 

으로 구분하여 각 층별로 단계별로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충족한 생육구성재를 사면의 특성에 따

라 두께로 취부하여 녹화하며 법면부의 면질상태 예 풍화암 구배 기후 주변식생0.5cm~7cm ( : ), , , , 

주변환경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설계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녹화방법을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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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종자

종자는 표 < 58 의 종자를 혼합한 것을 기본 종자로 하여 대상지 여건에 따라 추가로 다른 도입>

종이나 향토종 재래종 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종자는 훼손지역 내에서 선구식물 ( ) . 

역할 미기후형성 토양개선 을 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발아 생장을 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원지( , ) , 

반 식생에 가장 근접한 경관적 연속성을 발휘하며 주변 자연식생의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2) 생육구성재

생육구성재는 다음의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비탈면의 면질에 따라 수량 및 일부 요소3

는 증감될 수 있다.

가( ) 녹화기반재

마사토 점토 코코피트 토탄 등으로 구성된다, , , .

나( ) 법면안정제

암반부와 기반층 간의 분리현상을 막고 접착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며 황토 점토 마사토 등으로 , , 

구성된다.

다( ) 종자멀칭재

종자의 초기 발아시 요구되는 수분유지기능과 보온기능을 수행하며 기반재와 비료 성분이 쉽게 

용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트모스 토탄 황토 마사토 우드화이버 목탄가루 등이 포함된다, , , , , .

라( ) 비료

식물 생육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료성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하는 화학비료와 장기간에 걸쳐 공

급하는 완효성 유기비료로 구성된다.

3) 복합고분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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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침식방지 안정재

생육보조재를 구성하는 기반재 안정재 멀칭재 비료 등의 물질들을 결합시키는 기능과 이를 사, , , 

면에 부착시키는 기능 그리고 수분흡착을 유도하며 수용성의 고분자 수지로 재료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켜 수분 증발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 입도 및 경도 조절재

토사 사면에서는 토심 깊이까지 고분자 수지가 스며들어 토양 입자가 서로 결합되는 단3~7cm 

립구조를 형성하며 식물이 생육하는데 적정한 경도 를 유지한다(18~23mm) .

다) 시공

1) 암반사면 시공방법(T=5~7cm) 

가( ) 믹서와 취부기에 혼합된 재료는 분 이상 충분히 교반한 후 재료분리방지층을 취부한30

다.

나( ) 재료분리방지층을 취부할 때는 고분자 화합물과 구성재가 원지반에 잘 엉겨 부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숙련자가 시행한다.

다( )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기초공을 설치한다.

라( ) 기초공을 설치할 때는 원지반의 요철과 일치하도록 능형망을 밀착되도록 펴고 앙카 및 

착지핀을 박아 원지반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며 천연섬유네트인 경우는 느슨하게 펴서 법

면부와 밀착되도록 한다.

마( ) 기초공 설치가 완료되면 법면안정층을 취부하여 법면 유실을 막는다.

바( ) 암 분리방지층이 형성된 후 생육기반층을 취부한다.

사( ) 멀칭재가 포함된 생육보조재와 종자 등을 혼합하여 종자멀칭층을 취부하여 마감한다.

2) 절토부 및 척박지 시공방법(T=2~3cm) 

가( )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천연면네트를 설치하거나 무망으로 마감한다.

나( ) 멀칭재가 포함된 생육기반재와 고분자수지를 분 이상 충분히 교반한 후 종자멀칭층을 30

취부한다.

다( ) 종자멀칭층은 상기한 암반 사면 시공방법에 준하여 완수한다.

3) 성토사면 시공방법(T=0.5~1cm) 

가( ) 종자멀칭층은 상기한 방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4) 취부 및 살포

가( ) 시공 순서는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시공하되 좌우로 번갈아 취부하여 재료가 

비탈면 표면에 고루 부착되도록 한다.

나( ) 본 공법은 습식 공법으로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 ) 강우나 강풍이 부는 경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용수가 결빙할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 

한다.

라( ) 일반 토양 비탈면의 취부 시는 취부기의 엔진압을 낮추어 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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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넓은 면적으로 얇게 펼쳐서 시공할 경우에는 노즐의 앞부분에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혼합

재료가 널리 퍼지도록 시공한다.

바( ) 취부 각도는 사면과 의 각도를 유지하여 사면의 토사가 취부 압력으로 인해 튀30°~60°

지 않도록 조절한다.

사( ) 취부사면과 노즐은 최소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재료의 파편이 널리 흩어지는 것을 5m 

방지한다.

아( ) 취부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취부자가 전체적으로 취부 상태를 조사한 후 미진한 곳은 재

취부 낙석 제거 등의 보완 작업을 행한 후 종료한다, .

(19)(19)(19)(19) 친환경 반습식 공법친환경 반습식 공법친환경 반습식 공법친환경 반습식 공법(ESM)(ESM)(ESM)(ESM)

가) 개요

친환경반습식공법 은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ESM: Environmental-friendly Semi-wet Method)

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비탈면 녹화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써 자연상태의 산림토양을 복원

시키는 자연친화적 녹화공법이다 기존의 반습식 공법을 개량하여 물리적 특성인 암 비탈면과의 부. 

착력 및 재료의 강도를 증대하고 식물의 생육도를 개선하여 재료에 대한 보습력 및 보비력을 증대

한 공법이다.

나) 재료

1)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분변토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유해성 폐기물을 지렁이가 섭취함으로써 안정된 물질로 만

들어지며 이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질소와 탄소 함량이 매우 높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망, , , , 

간 등 무기양분들은 수용성으로 변해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의 형태는 . 

떼알로 뭉쳐서 나와 물빠짐과 보수력 보비력을 향상시키는 등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한다 지렁이 , . 

몸 속을 거치면서 알갱이들이 강하게 달라붙어 내수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떼알구조를 형성하여 . 

생긴 공극은 식물의 뿌리가 뻗어나가기 쉬우며 호기성 미생물의 번식을 높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

인다.

2)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는 환경 친화성은 물론 오염지 개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효성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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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을 갖는 기능성 소재로써 보수력과 보비력을 높인다 또한 토양을 결속시키는 능력 및 인장. 

강도를 높여서 시공 후 급경사지에서도 식생재의 유실 방지와 다른 구성성분을 확실하게 결속시켜 

장기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20)(20)(20)(20) 공법공법공법공법GNS SLOPE GNS SLOPE GNS SLOPE GNS SLOPE 

가) 개요

자연표토와 같은 조성물로 식생표토층을 조성하여 주변 식생종에 조화되는 사면을 형성하여 생

태복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법으로 자연에서 채취 용이한 자연토양 황토 자연섬유 등을 공급하, , 

는 자연친화공법이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공정을 배재하고 공장에서 배합 비율로 기성제작 생산되. 

므로 균질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하여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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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

(21)(21)(21)(21) 핫크레이 보강섬유녹화공법핫크레이 보강섬유녹화공법핫크레이 보강섬유녹화공법핫크레이 보강섬유녹화공법

가) 개요

점토를 가열한 핫크레이는 유공에 수분을 이상 함유하였다가 건기에 식물뿌리에 수분을 공70%

급하고 토양에 산소공급 및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시킨다 또한 고분자 플라스틱 보강섬유, . 

재를 혼합한 기반재는 균열방지 표면탈락 세굴에 저항할 수 있어 내구성을 증진하여 오랜 기간 , , 

경과한 후에도 식생기반재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므로 식물의 생육기반을 처음과 같게 유지할 수 있

는 환경친화적 녹화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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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핫크레이

점토를 가열한 유공성 세라믹 입자로써 점토와 비결정체의 이산화규소로 구성된다 입자의 . 74%

는 유공으로 형성되어 있다.

2) 보강섬유재

폴리올레핀계 고분자 플라스틱 섬유보강재는 표면의 기하학적 굴곡현상으로 식생기반재의 정착

력 균열 억제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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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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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친환경 생태그린공법친환경 생태그린공법친환경 생태그린공법친환경 생태그린공법

가) 개요

경사면 식재용 토양조성물로써 기존에 사용되던 녹생토 등의 토양조성물보다 친환경적인 물질이

며 씨앗의 발아 촉진 및 생육을 증대하기 위하여 바실러스를 첨가하였고 토양보습제인 테라코템을 

첨가하여 토양 내의 수분증산을 감소시켜 종자의 관수부분을 보강한 조성물과 공법이다.

본 공법은 보비력 보습력 통기성이 우수하여 식물생육이 양호하고 녹화효과가 우수하며 습식공, , 

법으로 테라코템이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막아주어 종자가 조기 발아된다 초화류 종자 종 를 첨. (18 )

가하고 계절 야생화가 개화되어 경관이 우수하고 식생천이가 자유롭다 지표면 깊이 이내3 . 20cm 

는 슬라이딩 방지 효과가 있다.

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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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3)(23) 취부녹화공법취부녹화공법취부녹화공법취부녹화공법GESS(Green Emboss Slope System) GESS(Green Emboss Slope System) GESS(Green Emboss Slope System) GESS(Green Emboss Slope System) 

가) 개요

절개지에 부착망을 설치하고 인공배합토의 보습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주는 보습용 둔덕

들을 일정간격으로 가지도록 시공하여 절개지의 하단으로 이동하는 수분이동의 흐름을 일정기간 

집수토록함으로써 인공배합토에 혼합된 종자의 초기발아를 촉진시켜줌은 물론 가뭄으로 인한 고사

현상을 방지하고 또한 절개지에 식물이 원활하게 생육할 수 있는 토양턱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므로, 

서 절개지의 식물의 역자람 등의 환경을 개선시켜 양호한 녹화품질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이상적

인 식생기반을 조성 훼손된 경관을 조기에 자연상태로 재생시켜주는 공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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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부착망 철선 앙카핀 착지핀 고정핀 와이어폼 인공배합토 혼합종자, , , , , (Wire Form), , 

다) 시공

(24)(24)(24)(24) 공법공법공법공법TR TR TR TR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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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은 생태녹화복원이 필요한 모든 대상지에 적용이 가능한 토탈생태복원녹화기술TR (Total 

로써 생태천이 유도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생태복원녹화공법이다 습식공법과 건식공Restoration) . 

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원지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관형 생태복원녹화공법이자 

원지반 토양의 유용미생물 활성을 촉진시키는 바이오 생태복원녹화기술로 특수대상지 수변 활주( , 

로 해안사구 척박지 등 용 식생보조제로 업그레이드되는 기능형 생태복원녹화공법이다, , ) .

본 공법은 개화식물 밀원식물 선구식물 등 식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생태천이를 유, , 

도한다 특허 받은 발아촉진처리기술이 투입종자의 빠른 발아와 활착을 유도하여 조기녹화를 달성. 

한다 고기능성 식생보조제를 적용하여 목표지향적 경관생태녹화를 유도한다 복원목표에 따른 다. . 

양한 식물 선택이 가능하다(TR seedmixture, TR ecotree).

나) 재료

1) 식생보조제

가( ) 척박지 녹화용SRF(Slow Release Fertilizer) : 

① 절토 성토지역에 부족하기 쉬운 비료성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지속시간을 연장해 준다, .

② 녹화용 식물의 초기 활착 및 지속적인 생육에 필요한 비료성분을 맞춤 공급한다.

③ 기온 강우 등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한다, .

나( ) 수변녹화용RIP(Riparian) : 

① 완효성 유기물을 사용하여 양분이 서서히 배출되어 녹화식물로의 이용율을 높여 양분의 용

탈을 막아준다.

② 열팽창 버미큘라이트 등 양이온치환용량이 큰 무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보비력 증대 및 

오염원을 흡착한다.

③ 하천 호소 댐 등 수계와 밀접한 지역의 녹화시공 중 부영양화 원인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 , 

기능성 첨가제이다.

다( ) 내병해충 강화용BNP(Bioactive Natural Product) : 

①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식물성 천연물 첨가제이다.

② 수변지역에서 유해곤충의 서식을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③ 요소분해효소 반응억제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토양 내 질소 손실을 줄여주는 차 효과가 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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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하천 호소 댐 등 수계와 밀접한 지역의 녹화시공 중 독성물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기, , 

능성 첨가제이다.

라( ) 내건조성 강화용SAP(Super Absorbent Polymer): 

① 고흡수성 물질이 포함되어 건조 시 지속적인 수분공급을 통해 녹화식물의 건조피해를 억제

한다.

② 녹화초기 안정적인 수분공급을 통해 종자발아와 조기활착을 유도한다.

③ 건조위험이 있는 해안사구나 사질토 강마사 지역에 적용되는 기능성 첨가제이다( ) .

(25)(25)(25)(25) 테라 녹생토 암반녹화공법테라 녹생토 암반녹화공법테라 녹생토 암반녹화공법테라 녹생토 암반녹화공법

가) 개요

테라 녹생토 암반녹화공법은 테라코템 외에 가지 천연섬유질과 유기물을 혼합하여 취부(Terra) 3

한 후 코팅망을 보강 시공하여 일반 네트류 매트 공법으로 녹화가 어려운 경질토 강마사토PVC , , , 

리핑암 풍화암 경암 및 발파암 지역에 환경친화적으로 녹화하는 공법이다, , .

수분 보습재인 테라코템을 기반재에 첨가시켜 토양을 떼알구조로 만들어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적정한 보온 보습 효과로 인해 녹생토에 들어있는 수 억 마리 토양 미생물 증식을 활발하게 하여 /

식물체에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를 준다 기반재 취부 후에 코팅망 철망을 포설하. PVC

여 탈각 현상과 표면에서 발생하는 크랙 이완 작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식물체가 짧고 강건하, 

게 자랄 수 있는 기초 환경을 제공한다 토양 모재료 속에 포함된 필수 영양소와 미네랄 성분이 상. 

승효과를 가져와 시공 후 신속한 초기 녹화를 가져오며 식물 서식처 환경이 양호하여 관목류 교목/

류의 발아 및 생육 조건을 제공한다 꽃피는 야생화 씨앗을 동시에 파종하여 아름답고 보기 좋은 . 

비탈면을 조성하여 동 식물의 서식처 제공과 함께 친환경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다 시공 후 / . 1~2

년간은 초기 녹화를 달성하고 년부터는 개화 기간이 긴 야생화가 식생환경을 아름답게 이루고 2~4

년 후에는 관목류가 자연스럽게 천이 과정을 통해 주변 환경과 같이 복원하는 공법이다5~8 .

나) 재료

1) 생육기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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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종자

3) 기초기반재

다) 시공

1) 능형코팅망 설치

비탈면의 굴곡에 맞추어 팽팽하게 상단부에서 하단부에 이르며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천공 및 앙카핀 착지핀 설치/

앙카핀 착지핀 설치를 위한 천공은 하향수직방향을 유지하여 천공작업을 하고 앙카핀은 홀 안 /

에 깊숙하게 박히도록 고정하면서 착지핀은 결속선 코팅 과 함께 튼튼하게 연결시킨다(#8.PV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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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부

취부 작업 시 비탈면과 노즐의 간격을 약 정도 유지하여 취부하되 비탈면과 수직방향이 되도1m

록 상단에서 하단에 이르도록 진행하며 생육 조건이 나쁜 곳이나 미끄러운 암반지역은 두텁게 시

공하며 양호한곳 역구배지역 수직면은 얇게 시공하면서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빈틈없이 취부한, , 

다.

4) 혼합종자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 배합비율은 계절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

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보호망 설치

보호망 설치는 테라 녹생토 취부 후 일이 지나고 표면의 수분의 증발정도를 살펴 약간 딱딱 2~3

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약 정도 겹치게 시공포설하고 고정핀 은 겹치는 5cm (D3×L200)

부위에 당 개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1.0 .㎡

(26)(26)(26)(26) 프로피아 싱싱토 친환경 식생기반재 녹화공법프로피아 싱싱토 친환경 식생기반재 녹화공법프로피아 싱싱토 친환경 식생기반재 녹화공법프로피아 싱싱토 친환경 식생기반재 녹화공법( ) ( ) ( ) ( ) 

가) 개요

유기질 부숙비료와 선별토양의 혼합배양토에 녹화토양안정제 을 혼합하여 고화 Propia Green( )

수화물생성과 포졸란 반응을 일으켜 대상지의 녹화와 토양의 안정 단립화 침식방지를 꾀하는 공, , 

법으로 급속 녹화용으로 이용된다 을 녹화기반토양인 혼합배양토에 첨가하면 보수. Propia Green

성 투수성의 효과 증대로 초화의 발아조건이 우수해지고 취부용토는 탄력이 증대되고 밀착성이 , , 

좋아진다 시공 후 시간 경과 후에는 강우에 의한 토양의 유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시공시 펄프. 1,2 . 

제를 혼합하여 보습성을 보완하고 균열을 방지한다.

암반면 취부 시에도 피막형성을 위해 화학적 유기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초화류의 식생에 필

요한 임의 두께 토사면 화강풍화토 리핑암 풍화암 발파암 로 시공한( : 2 , : 3 , , : 5 , : 7~10 )㎝ ㎝ ㎝ ㎝

다. 



비탈면 녹화 설계 시공 / Guide Book

130

나) 재료

1) 싱싱토

유기질 부숙비료와 선별토양의 조합으로 식생기반과 자연천이 단계까지의 영양분 공급원 역할을 

한다.

2) 녹화토양안정제PROPIA GREEN( )

싱싱토와 혼합되어 고화 수화물 생성과 포조란 반응을 일으켜주는 녹화토양안정 단립화 침식방

지 보수제이다.

3) 펄프재Fiber( )

얇은 두께 취부 시의 보습성 보완 및 균열을 예방한다.

4) 종자 도입종자 및 향토 자생종자( )

시공시점 대상지 사면의 종류 및 특성 주변 식생환경에 따라 선별 혼합한다, , .

다) 시공

1) 비탈면의 들뜬 돌을 제거하거나 소단의 퇴적토

사를 정리한다 성토나 절토비탈면 중 과절취후 . 

복토한 부분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재료혼합 

불순물이 배제된 맑은 물을 혼합조 내에 투입하고 

초목본류 종자 분량의 싱싱토, 80% , PROPIA 

을 차례대로 투입하여 분간 혼합한 후 남GREEN 15

은 의 싱싱토를 추가로 투입한 후 분 이상 혼20% 10

합한다. 

3)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면서 취부한다. 

(27)(27)(27)(27) 산림토 녹화공법산림토 녹화공법산림토 녹화공법산림토 녹화공법AGRON SOIL( ) AGRON SOIL( ) AGRON SOIL( ) AGRON SOIL( ) 

가) 개요

선별된 화강풍화토에 유기질 부숙비료와 유기토탄 유무기 활성물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 

산림표층토와 유사한 구성물로 제조되는 식생기반재 에 을 투여하여 산림AGRON SOIL( ) AGRON R

표층토화된 인공토양으로 녹화를 도모하는 공법이다.

은 자연수분의 보전과 공기의 공급만이 아니라 내수성 고차단립에 의해 형성된 대AGRON SOIL

소 공극을 가진 녹화토양으로 식물의 영양분 보급과 식물근계의 신장력을 향상시켜 안정된 식생을 

유지시키며 자연 생태계 복원에 기본이 되는 미생물이나 소동물의 쾌적한 생활터전이 되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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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순환 을 형성하여 식물의 원활한 생육과 식물에 의한 항구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또한 CYCLE . 

우수에 의한 침식세굴이 없어 종래보다 적은 종자 투입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번무현상과 피압에 

의한 조기쇠퇴를 방지하여 적정 초목본의 성립으로 생육원활과 의도적 식생구조형성이 가능한 생

태복원 녹화공법이다. 

나) 재료

식생기반조성재인 은 녹화AGRON R

용 식생기반재의 물성을 내수성 고차단

립형성토양 산림표층토화된 토양 으로 ( )

변화시켜 주는 무공해 무기질 제재로서 

제품 구성은 주성분인 실리카와 알루미

늄분말과 수화학 광물인 보완성분으로 

구성되어 이 성분들이 유기질토양 인공(

토양 등과 혼합되면 보완성분인 수화합)

광물과 수분흡수에 의한 수화합반응을 

일으켜 에드린가이트 수화반응생성물 와 ( )

규산칼슘수화물 등의 새로운 광물(CSH) 

질을 형성한다.

이 에드린가이트의 생성은 토질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원료인 입자에 방

해받지 않고 계속 그 반응이 진행된다.

수화합 반응에서 생긴 수화합물은 인공토양입자의 광물 등과 포졸란 반응을 일으켜 그 기반을 

적정하게 고화시킨다 이로 인해 인공토양입자는 내수성 고차단립화하며 광물질 생성물은 서로 엉. 

켜 미세한 공극조직층으로 형성되므로 투수성이 좋아지며 토양의 역학적 특성 함수비 간극비 포( , , 

화도의 감소 일축삼축압축강도의 증가 의 변화로 녹화토양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개선된 녹화토양 , ) . 

등은 지속적으로 그 성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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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28)(28) 암절개면 생태복원공법 암절개면 생태복원공법 암절개면 생태복원공법 암절개면 생태복원공법 GREENPOL GREENPOL GREENPOL GREENPOL 

가) 개요

대형 토목공사 도로 택지 댐 등 시 노출되는 건조 척박한 절개지 사면 경암 풍화암 리핑암등( , , ) ( , , )

에 부착망을 펴고 앙카핀으로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이 함유된 특수 유기질토양 토 을 양잔디와 (GP )

초 목본류를 혼합하여 일정한 두께로 살포함으로써 법면의 유실 및 낙석방지를 겸한 이상적인 식

생기반을 조성 친환경적인 녹화를 유도하여 훼손된 경관을 자연상태로 재생시키는 공법이다 이 , . 

공법은 토에 함유된 토양입자 사이에 그물망을 형성하여 수분의 흡수를 도와 초기 발아시 필요GP

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조기녹화를 달성하고 폭우로 인한 유기질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 

며 낙석방지효과가 높으며 지표면 약 깊이 이내에서 발생되는 을 방지할 수 있다 또, 20cm Sliding . 

한 지속적인 양분공급을 도와 조기녹화 시킴으로써 친환경적 경관복구가 빠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절취사면 중 녹화가 불가능한 풍화암 리핑암 강마사토 등에 토가 함유된 유기질토양, , GP

을 소정의 두께로 부착시켜 영양분이 전무한 토질에 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

는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법인 생태복원공법이 있다GREENPOL . 

나) 재료

1) GREENPOL

 물에 희석된 와 Poly Acrylic Acid(P.A.A) Dl-Decyl-Dlmethyl-Ammonlum Chlorlde(D.D.A.C)를 일

정비율로 물에 희석시켜 사이로 유지하도록 혼합시킨 특수 비탈면 녹화용 토양고착제pH 7~8

2) 토GP

이 토양입자와 삼차원적 그물망을 형성하여 세굴을 방지하고 종자의 유실을 방지하GREENPOL

여 조기녹화에 도움을 준다.

(29)(29)(29)(29) 그린토 비탈면 친환경 녹화공법그린토 비탈면 친환경 녹화공법그린토 비탈면 친환경 녹화공법그린토 비탈면 친환경 녹화공법(GMS)(GMS)(GMS)(GMS)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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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네이트 프로펜아미드 공중합체와 실리카로 이루어진 흡수성 중화합체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완전 발효된 배합토 조성물에 발아 촉진된 건강한 종자를 혼합하여 사면에 부착한 후 그린토

생육기반재 에 기능성 라텍스를 첨가 코팅 마감하여 조기 녹화는 물론 반영구적 사면안정 및 식물( )

의 천이과정을 유도하여 초화류와 유실수가 자라고 곤충 및 나비가 서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친

환경 생태복원공법으로 층뿜어붙이기 방법으로 시공하며 파종 종자는 당 을 적용하되 국2 , 1 20g㎡

토해양부 지침의 경관위주형은 야생초화류형은 을 적용한다25g, 15g .

나) 재료

1) 그린토 배합토 조성물 차 취부용( ) - 1

호기성 미생물 광합성 미생물 로 완전 발효시킨 무공해소재로 섬유성 유기질을 함유하여 ( ) 100% 

통기성이 우수한 고차입단구조의 토양으로 자체 중량으로 배까지 수분 및 양분을 흡수할 200~300

수 있는 수분흡수 중합체이며 수축 팽창을 년 동안 지속하는 반영구성을 가지며 식물생장에 필10 , 

요한 가지 성분이 배합되어 있다23 .

2) 그린토 생육기반제 기능성라텍스 차 취부용( + ) - 2

무독성 무공해 소재로 코팅효과 및 결속력으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

(30)(30)(30)(30) 에코텍 공법에코텍 공법에코텍 공법에코텍 공법DS DS DS DS 

가) 개요

경사면의 토양이 암지반인 낙석 위험이 있는 경사면에 식생기반배합토를 취부하여 기반층을 형

성하고 유기질제재 토양 생분해성 섬유질 및 종자를 포함하는 녹화토를 취부하여 종자층을 형성, , 

함으로써 훼손된 경사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녹화하는 공법으로 식생기반재와 생육종자층으로 분, 

리하여 시공하며 습식 및 건식기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재료

1) 식생기반배합토

토탄 하수 정수슬러지 펄프제지 슬러지 유기질 마사토로 구성되며 보비력 보습력 통기성이 , , , , , , 

높고 경암 연암 풍화암 및 건조한 척박지에 식생이 가능하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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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질제재 토양 

바크퇴비 피트모스 유기질원 황토 마사토 우드화이바로 구성되며 식생의 발아율과 성장률을 , , , , , 

높게한다. 

3) 생분해성 섬유질

식물성 바인더 제지 셀룰로오스 섬유 식물성 점증제 폴리머 계면활성제 담수체 녹색염료로 , , , , , , , 

구성되며 취부토의 탈락을 방지하고 세굴현상을 억제하여 경사면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31)(31)(31)(31) 생태복원 녹화공법생태복원 녹화공법생태복원 녹화공법생태복원 녹화공법PNS PNS PNS PNS 

가) 개요

산성수 발생으로 인하여 절성토사면의 자연식생 녹화가 불가능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지, 

역에 산성토를 중화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 

된 공법이다 절성토사면의 산성토양 중화 및 산성수를 차단함으로써 토양개량효과로 식물생육을 . 

원활하게 유지시켜 훼손된 비탈면의 친환경적 녹화가 이루어지게 하며 주변 수질 및 토양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산성배수로 인한 급격한 풍화작용을 억제하여 사면안정을 향상시킨다 식생기반, . 

재로 저감 효과가 있는 생태복원 대생토를 활용하여 식생의 활착이 원활하고 조기녹화 및 식생pH 

천이를 유도한다.

가( ) 산성수 발생 억제제

모세관에 의해 상승하는 산성수를 인산액비 를 토양층에 약 두께로 회에 걸쳐 교반하240 10cm 3ℓ

여 산성수를 차단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나( ) 산성수 중화제

산성수 발생중화제가 포함된 유기제 비료 정수장슬러지 석회고토 를 토양에 두께 ( + + ) 20 50mm ～

로 취부한다. 

다( ) 중화 mat

토양에 직접 중화처리를 하지 못하는 절토구간에 산성수 차단 및 산성수 중화기능 를 포설한mat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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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32)(32) DKC Eco-soilDKC Eco-soilDKC Eco-soilDKC Eco-soil

가) 개요

식물 생육이 부적당한 경암 연암 풍화암 등과 같이 완전히 드러난 암반위에 식물이 생성 할 수  , , 

있도록 보비력 보습력 통기성이 강한 을 코팅 능형망을 설치한 후 혼합종자와 함께 취부, , Eco-Soil

함으로써 낙석방지 효과와 법면 유실을 겸한 식생기반을 조성하여 인위적으로 훼손된 경관을 자연

상태로 원상복구 시키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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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33)(33)(33)(33) 토양균 사면 녹화공법토양균 사면 녹화공법토양균 사면 녹화공법토양균 사면 녹화공법

가) 개요

토양미생물의 번식을 활성화하여 녹화 식물의 유기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녹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녹화용 조성물에 대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식생기반제와 물엿 및 쌀겨로 이루어진 토양 

미생물 먹이제를 이용하여 사면을 녹화하는 공법으로 조성물이 토양 미생물의 지속적인 먹이 공급, 

원으로 작용함으로써 토양 미생물의 번식을 통해 발생하는 비료 성분으로 녹화 식물의 성장발육 , 

조건의 향상이 가능하여 녹화를 촉진 시킬 수 있음은 물론 폐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 복원 기술이다

토탄 제지슬러지 바크 연소제 물엿 토양균 등이 있다, , , , , .

미네럴 화이바 석고 등이 있다, .

일반적으로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비탈면 녹화 설계 시공 / Guide Book

138

원지반의 붕괴가 없으며 비탈면에서 용수가 없고 배수처리가 되었는가를 확인 후 시공지역 상부

의 토사 및 부석을 제거하여 안전을 기한다.

가( )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낙석을 방지하고 녹화용 조성물의 부착을 용 이하도록 설치하

되 겹치는 부위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망 고정핀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 , , 

작업을 하여야한다.

나( ) 고정핀 및 착지핀 설치를 위한 공사는 하향 수직 방향을 유지하여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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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부시공

가( ) 비탈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할 경우 깊은 곳은 두텁게 얕은 곳은 얇게하여 균일한 녹화가 

되도록 한다.

나( ) 취부 두께는 최소 설계 기준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80% .

(34)(34)(34)(34) 녹화공법녹화공법녹화공법녹화공법GL(Green Land)GL(Green Land)GL(Green Land)GL(Green Land)

가) 개요

식물의 생육이 어려운 척박한 절 성토 사면에 대하여 표면유실 세굴 방지 조기녹화에 의한  / ( ) , 『

사면안정 지속적인 양분공급에 따른 건강한 식물생장 을 통하여 녹화 대상지의 복원을 도모하는 , 』

친환경적 생태경관조성 녹화공법이다 녹화공법은 척박한 지반의 토양구조를 개선하여 식물생. GL 

장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는 공법으로 멀칭에 의한 표면유실 방지와 초기발아에 효과적이

며 토양 입단화를 통한 지속적인 양분공급으로 조기녹화 및 영구녹화에 탁월한 공법이다 또한 천, . 

연유기질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장비의 단순화로 시공이 간편하고 빨라 공사기간이 단축, 

된다.

1) 토양개량제 식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발효 농축 액체비료 : 

가( ) 풍부한 아미노산과 각종 미량 성분을 함유한 유기질 액비

나( ) 토양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토양을 개량해주며 지력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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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겔 구조로 토양입자에 점착하여 양분 저장 능력을 향상(gel)

라( ) 장기간 유실되지 않고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여 효과를 지속 지효성 비료( )

마( ) 식물 추출물로서 환경친환적임

2) 부숙촉진제 수목의 분해산물로 여러 종류의 유기산으로 구성된 분말: 

가( ) 토양 미생물에 먹이를 공급하여 유효 미생물의 증식촉진 및 부숙촉진

나( ) 토양의 입단구조를 개선하여 식물 뿌리의 활착 및 심근을 촉진

다( ) 건강한 식물 생육으로 각종 병해에 대한 내성을 증대

라( ) 각종 비타민 미량원소의 공급으로 식물의 건강한 생육

마( ) 토양개량제와 피막형성제의 활성화로 효력증대

3) 피막형성제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특수 개량된 유기질 토양 멀칭제: ( )

가( ) 피막 형성에 의한 수분증산 얶제로 초기발아 촉진 보온 보습( , )

나( ) 원지반에 보호피막 형성으로 우수에 의한 사면유실 및 종자유실 방지

다( ) 식물 착근 후 퇴비화하여 표토 형성에 기여

4) 기능향상제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인 유효수분의 증대를 위한 토양 보습제: 

가( ) 수분을 흡수 후 팽창하여 겔 상태의 물질화 수분흡수능력 배(gel) ( -200 )

나( )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하며 통기성 향상 및 배수성 증대

다( ) 토양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

라( ) 양분의 흡수로 지효성 비료의 기능 양분 유실방지( )

마( ) 토양의 보습력 증대

바( ) 식물 뿌리의 활착력 증대 및 착근시기 조기단축 초기발아촉진 조기녹화( , )

5) 연속장섬유 폴리프로필렌 을 소재로 한 의 장섬유: (Poly Propylene-PP) 600-900D(denier)

가( ) 우수에 의한 사면의 표면유실 방지

나( ) 자재와 토양의 결속력 강화 마찰력 증대를 통한 유지기능( )

다( ) 뿌리 얽힘에 의한 식물의 인장력 강화

라( ) 피막형성제와 결합하여 표면의 균열을 최소화 하고 보습성을 강화

6) 혼합종자 엄선된 종자에 의한 조기녹화 및 자연천이를 고려한 종자혼합: 

가( ) 양잔디 혼합 조기녹화가 요구되는 지역- 

나( ) 양잔디 향토종 혼합 조기녹화에 의한 자연 복원지 또는 산림접경지+ - 

다( ) 양잔디 야생화 혼합 조기녹화에 의한 경관성이 요구되는 지역+ - 

(35)(35)(35)(35) 생태복원 녹화공법생태복원 녹화공법생태복원 녹화공법생태복원 녹화공법SSSSSSSS

가) 개요

인위적으로 훼손된 비탈면 지역을 식물발아 및 초기 생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토양 및 식생기반재를 사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주변 식생과 어울리게 자연친화적으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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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공법이다. 

(36)(36)(36)(36) 암녹토 암절개면 보호 녹화공암녹토 암절개면 보호 녹화공암녹토 암절개면 보호 녹화공암녹토 암절개면 보호 녹화공

가) 개요

절 성토 비탈면 녹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으로 중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개면 , 

및 건조 척박한 토양 견고한 점토질과 균열 절리가 심한 비탈면에 적용하며 혼합제 특수녹화토, , , , , 

접착제 혼합종자 등을 물과 혼합하여 녹화하는 공법이다, .

(37)(37)(37)(37) 녹지토 취부공법녹지토 취부공법녹지토 취부공법녹지토 취부공법S.O S.O S.O S.O 

가) 개요

절 성토 비탈면 녹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습식공법으로 토탄 부숙수피 축분 마사토 활성탄 제, , , , , , 

지슬러지 제지화이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복합비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녹지토 조성물에 토양, , , 

안정제와 보습재 비료 종자등을 혼합 취부하여 발아대를 만들어 주고 성토지역에는 황마네트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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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역에는 코네트를 설치하여 표토의 유실을 잡아주어 발아 후 식생대를 형성하게 한다 적정한 . 

보습력 보비력 및 통기성을 가지며 재료의 경량화와 시공 후에 강우에 의한 표면유실 표면침식이, , 

나 붕괴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녹지토 기반재에 황마네트와 코네트를 사용하는 공법을 . 

습식녹화 식생기반재 취부공법이라 하고 녹지에 폴리프로필렌 장섬유를 혼합S.O-SOIL SPRAY( ) , 

하여 취부하는 것을 유기질토 공법이라고 한다S.O . 

(38)(38)(38)(38) 공법공법공법공법BHS BHS BHS BHS 

가) 개요

이 공법은 유기질토 조성물을 이용한 사면 생태 복원공법 공법 으로 식물이 성장하기 어려(BHS )

운 암반 절개지 일반 절토 경사면 사력지 성토지역에 유기질토를 이용 식생기반을 조성하여 이화, , , 

학성을 높이고 통기성을 원활하게 하여 식물이 조기에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종자의 발아

를 촉진하여 표토의 유실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자연적인 천이현상을 촉진하여 자연과 유사한 친

환경적인 복원을 도모한다.

기존의 공법이 발아율 저하로 초기녹화 및 생육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유기질토를 보강

하여 이화학성 및 화학성을 높이고 통기성 보습성 및 보비성을 높여 토양의 단립구조를 형성하므, , 

로써 근계의 발달 촉진 및 식물의 생육을 증진하여 표토의 유실 안정 및 자연 지형에 맞는 초기 녹

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면의 경사에 따른 공법 적용의 제한을 적게 받으며 시공 후 낙석방지 효과가 크고 표토 유실, , 

이 적으며 생육이 불가능한 경암 연암 풍화암 버럭 마사토 구간 및 호박돌 섞인 건조 척박지의 , , , ( ), 

녹화도 가능하다. 

나) 재료

본 발명에 따른 유기질토 조성물은 의 함수비를 갖는 밭흙 중량 와 5 15% 30 59.98 % 50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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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수비를 갖는 유기토 중량 와 의 함수비를 갖는 깻묵 중량 와 물 20 30 % 50 70% 15 25 % 5∼ ∼ ∼ ∼

중량 와 알긴산나트륨 중량 및 산성조절제 중량 로 구성된다13 % 0.01 1 % 0.01 1 % .∼ ∼

다) 시공

사면조사 시공두께 결정 장비준비 유기질토반입 종자혼합 녹화조성공 시공 취부의 순서, , , , , BHS , 

로 시공하며 공법 망공법 망 공법 등 각 공법별 녹화조성공 시공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NH , NI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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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39)(39) 공법 공법공법 공법공법 공법공법 공법Lonseng Soil (Soil Fiber )Lonseng Soil (Soil Fiber )Lonseng Soil (Soil Fiber )Lonseng Soil (Soil Fiber )

가) 개요

이 공법은 뿌리분의 잔토 및 분쇄칩 등 임목폐기물과 옥수수대 볏짚 우드칩 등 작물발생건재를 , , 

화이버로 기반재에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복원공법이다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발아 및 생육에 유. 

리한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량한 유기질 토양을 구성하고 고흡수성 고분자 보습제를 사용하여 보습, 

성을 높여 초기발아를 유도하고 양분을 제공한다.

토사비탈면의 경우 를 의 두께로 취부하여 식생을 구성하며 Lonseng Soil(Soil Fiber) 0.7~1cm

거적이나 네트류의 설치가 필요가 없으며 암비탈면의 경우 일정두께의 식생기반을 조성한 후 발아, 

가능한 종자층을 조성하여 녹화한다.

   

   

   

   

   

   

   

   

   

   

   

   

   

   

나) 재료

론생소일 소일화이버 공법 조성물은 표토 우드칩 유기질토양 리사이클링 화이버로 구성된다( ) , , , .  

1) 표토 및 리싸이클링 우드칩(40%)

임목폐기물 뿌리분의 잔토와 이하의 우드칩으로 구성된다10mm . 

2) 유기질토양(40%)

코코피트 부엽토 질석 마사토 등으로 구성되며 질소 인산 칼리의 비료성분을 양액 처리한다, , , , , . 

3) 리사이클링 화이버(20%)

볏짚 옥수수대 우드칩 등 섬유질의 보습제를 화이버 형태로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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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마마마마.... 기타공법기타공법기타공법기타공법

(1)(1)(1)(1) 식생대공법식생대공법식생대공법식생대공법( , Vegetation belts)( , Vegetation belts)( , Vegetation belts)( , Vegetation belts)

식생대 공법은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한 띠모양 의 포나 또는 종( , Vegetation belts) ( )帶 帶

이로 만든 식생대를 비탈면에 수평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깔고 얇게 흙을 덮어주는 공법이다 띠. 

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합성섬유 및 폴리에틸렌 망으로 공장에서 제조된 ( ) (polyethylene)帶

것이 주로 사용된다.

리핑암이나 풍화가 진행되어 토사와 섞여 있는 풍화암 사면에 적용 가능한 공법인데 관련 국내 , 

기술로서 론생리핑네트가 사용되고 있다 이 공법은 네트 식생용지 종자비료보습재 식생용지로 . , , , 

구성되어 척박한 리핑풍화암 비탈면에 토양성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띠 모양의 비료대를 가지

고 있으며 네트 특수 식생용지의 복합적 효과로 종자의 유실이 억제되는 특징이 있다 경량이고 , , . 

시공이 용이하므로 산지에서 기계화시공이 곤란한 리핑풍화암계 토질에 발아가 우수한 초목본용 

종자로 조기 녹화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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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녹화용 식생자루공법녹화용 식생자루공법녹화용 식생자루공법녹화용 식생자루공법

종자 비료 흙 등을 혼합해서 자루에 채운 후 비탈에 판 수평구 속에 넣어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 , 

다 일반적으로 자루는 주로 합성섬유 및 폴리에틸렌 망 으로 공장에서 제조된 것. (polyethylene) ( )

이 주로 사용된다 녹화용 식생자루공법은 경사지에서 자연배수로 조성시에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 

한 경사각으로 쌓아올릴 수 있으며 표면유수에 의한 피해가 적은 반면에 합성섬유네트가 부식에 

강하며 시공초기 경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시공으로 인해 대규모공사에는 적합하지 않고 

자루간의 접촉부위의 파손 및 유실에 약한 문제점이 있다.

관련 국내 기술 제품인 론생백은 씨앗부착토낭으로서 종자비료 식생용지 네트로 구성된 식생자, , 

루의 형태이며 부착종자가 발아하여 네트사이로 비집고 나와 생육한다 네트는 광분해성 폴리에틸, . 

렌으로 제작되어 수년 내에 분해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광분해성 녹화용 식생자루는 최근 산불. 

피해지와 구곡침식지의 조기녹화 및 소규모 산사태지역 평떼붙이기공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화강, 

풍화토 구간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상비탈면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 후 적용하고 유수에 의한 종

자자루의 유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3)(3)(3)(3) 종자부착 네트피복공법종자부착 네트피복공법종자부착 네트피복공법종자부착 네트피복공법

가) 개요

종자부착 네트피복공법은 물에 금방 녹는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부착시키고 한 면에 볏짚거

적이나 비닐망으로 피복시킨 롤 형태의 피복재를 비탈에 고정시키고 고운 흙을 얇게 덮어주는 공

법으로 주로 완경사지의 복토지역 토사 경질토사의 절성토면에 적용한다 관련 국내 기술인 론생, , . 

볏짚공법 론생넷트공법과 그린톱 호 형 는 주로 토사면의 절성토면에 적용되며 면상의 볏짚, 3 (A,B ) , 

네트에 종자를 붙여 포설 부착하여 조기녹화를 도모하는 공법으로 비탈면의 녹화와 침식 및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볏짚의 사용으로 특유의 단열효과와 보습성 개량 침식방. , 

지 토양 개량효과를 가져다준다 식생용지에 종자가 부착되어 있어 수송 도중에 종자 비료의 탈락, . , 

이 없으며 비교적 고른 종자발아를 기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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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

론생볏짚 론생넷트 그린톱 호는 비탈면을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고 고르게 한 다음 네트가 땅, , 3

에 밀착되도록 당 개 정도의 핀으로 고정하고 당 삽 정도의 흙을 복토한다 강풍지역에서는 1 3 . ㎡ ㎡

비닐끈 등으로 얽어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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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종자부착 매트피복공법종자부착 매트피복공법종자부착 매트피복공법종자부착 매트피복공법

종자부착 매트피복공법은 코아네트를 원료로 제작한 매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의 침식과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녹화하기 위한  공종으로서 기계화시공이 곤란하고 침식발생이 높게 예상되는 비탈 주연부 

및 채석지의 비탈에 적용 가능하다 녹화용 매트의 입체적인 얽힘 구조가 지반의 흙과 성장한 식물의 . 

뿌리를 확실하게 고정시켜 주어 빗물이나 바람 등에 의한 유실 방지는 물론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

며 식물의 뿌리보호 용이한 작업성 내구성에서 특징적이다, , , .

이 공법은 종자 및 비료의 유실이 적고 녹화속도가 빠르며 균일하게 녹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매. , 

트내에 완효성 비료의 부착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기질 공급이 이루어진다.

관련 국내 기술로서 그린마이스터공법 그린톱 등 이 있다 종자를 부착한 쥬트네트와 코코넛( 1,2 ) . 

매트 펄프 종자와 비료층이 혼합된 녹화매트를 이용 토사지역 및 리핑풍화암 등에 적용하는 공, , , 

법으로 천연소재를 매트형태로 가공했기 때문에 년 동안 땅에 밀착되어 보존되면서 서100% 3~4

서히 유기질 퇴비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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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공법공법공법공법NGR Mat NGR Mat NGR Mat NGR Mat 

가) 개요

공법은 한국자생식물을 인위적으로 로 형성NGR(Native Groundcovers Restoration) Mat mat

하여 이를 암반이나 절리암 풍화암 등 암비탈면의 경우 기반토를 조성한 후 시공하고 마사 및 일, , 

반토양에서는 잔디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시공 후 단기간에 녹화와 경관조성이 가능한 , 

공법이다.

를 형성 후에 다른 자생식물의 종자를 추가로 파종하거나 다양한 경관을 위해서 서로 NGR mat

다른 자생식물을 추가로 식재하여 육성시켜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계절별로 어울리는 ,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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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는 포복형의 지상경을 가진 한국 자생식물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여 특수 제작된 용기에 NGR mat

생육에 알맞게 배합된 토양과 지효성 유기질 비료 및 특수처리과정을 거친 종자 또는 영양체를 넣

어 약 개월간 발아 발근 및 육성시켜서 매트화한 것이다 매트의 크기는 로 에 2~3 , . 48 33cm 1㎡

피복시 매가 들어간다100% 6 .

다) 시공

1) 현장 투입전 현장답사하여 식생매트시공 부위 및 방법을 수립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한다, .

2) 식생매트 및 잡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 매트의 현장 임시 생육 여건을 마련한다.

3) 토양이 없는 암반지의 경우 먼저 접착제가 함유된 식생기반재 을 시공하여 기반토(NGR soil)

양층을 조성한다.

4) 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기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절단한다mat . 

5) 를 사면에 붙인다mat .

6) 시공후 전체적으로 고르게 관수하여 적당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본 식생매트를 형성후에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자생식물의 종자를 추가로 파종하여 계절별 

다양한 경관을 제공.

8) 시공후 활착과 생육을 위한 시비 및 관수 등의 관리는 잔디 뗏장 시공시의 관리기준에 의거

하여 수행한다.

(6)(6)(6)(6) 길라텍 공법길라텍 공법길라텍 공법길라텍 공법

가) 개요

길라텍 공법은 절 성토 지역의 토사구간에 적용지역에 따라 절토면 성토면 및 농 배수로 호안, , / , , 

고수부지 제방법면의 세굴방지 슬라이딩 예방 토사 억류기능과 신속녹화를 위하여 사용되며 식, , , , 

생기반재인 두께의 길라텍과 함께 길라텍의 상층부나 하층부에 코어네트 등을 함께 피복하10mm 

28) 시공 면적은 시공후 개월 개월 사이에 녹화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함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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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녹화하는 공법이다.

나) 재료

다) 시공

1) 매트 깔기

길라텍 호 호 호 깔기는 법면 상단에서 하단부에 이르도록 시공하면서 주름지지 않도록 지면1 /2 /3

과 밀착시켜 깔되 소단지역에서는 매트가 잘 밀착되도록 느슨하게 시공해야 하며 매트와 매트 사

이는 약 정도 겹치게 시공한다 하천 고수부지 적용 시에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겹치게 시5cm . , 

공하며 형측구 시공 시 측구에 약 정도 흙을 파내고 매트를 형측구와 밀착이 잘 되도U 10~20cm U

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고정핀 꽂기

고정핀 내외 은 매트가 겹치는 부위에 길라텍 당 개씩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L=20cm ) 1 1㎡

최대한 매트가 땅에 밀착되게 고정핀을 시공하여야 한다.

3) 길라텍 호 호 호의 할증1 /2 /3

할증은 법면의 요철 및 시공 시 겹치는 부분을 감안하여 의 여유를 봐주어야 한다10% .

(7)(7)(7)(7) Moss Catch SystemMoss Catch SystemMoss Catch SystemMoss Catch System

가) 개요

의 실루리안 시리즈는 천이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Moss Catch System

이끼를 혼합하여 고정시킨 제품으로 햇빛에 강한 종 음지 반음지에 강한 종으로 구성되어 어떤 , , 

환경에 놓이더라도 초기 생태계가 형성되어 다음 단계의 천이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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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법을 사용하면 어떤 면 위에도 자연을 직접 도입할 수 있고 최대 수분 포화시의 하중이 

의 초경량 제품으로 구조물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하중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2.7~6.5kg/㎡

된다 원하는 모양을 가위나 칼로 손쉽게 재단하여 연출할 수 있고 뒷면에 실리콘을 도포하여 원하. 

는 곳에 부착시킴으로써 완성되기에 누구나 간편하게 시공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다.

나) 재료

(8)(8)(8)(8) 녹화보강토공법녹화보강토공법녹화보강토공법녹화보강토공법

가) 개요

보강토체 전면이 콘크리트 강성체가 아닌 연성의 식생기반체로 구성된 토낭으로 보강토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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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판을 구성하여 옹벽 전체가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공법으로 보강토체의 기울기를 사용

자의 요구에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어 성토부의 연직 옹벽 축조는 물론 절토부의 보(1:0.3~1:1.5) , 

수 보강사면에 적용이 가능하며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한 신개념의 보강토 공, , , 

법이며 어스앵커 억지말뚝 및 쏘일네일링 등 타공법과도 병행 시공이 가능하며 현장 적용성이 뛰, 

어나다.

보강토옹벽의 전면형태는 시공 후 자연스럽게 녹화가 조성되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토사. 

구간의 절토부 사면이 강우 및 지하수로 붕괴된 경우 보수보강에 최적의 공법이다 연약지반상의 . 

보강토 축조시 부등침하 발생 없이 성토체와 동일하게 균등침하가 이루어져 적용성이 우수하다 연. 

약지반의 압밀 촉진을 위한 선재하공법 의 과재성토시 최초에 녹화보강토로 과재하(Pre-Loading)

면 기존 선재하공법의 성토 사토 재성토의 단계 과정을 구조물 축조 단 개 과정으로 공법을 , , 3 ‘ ’ 1

간소화하여 공사비와 공기를 절약할 수 있다.

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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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바.... 주요 녹화공법 요약주요 녹화공법 요약주요 녹화공법 요약주요 녹화공법 요약

(1)(1)(1)(1) 초본류 식재 공법초본류 식재 공법초본류 식재 공법초본류 식재 공법

(2)(2)(2)(2) 수목류 식재 공법수목류 식재 공법수목류 식재 공법수목류 식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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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종자뿜어붙이기 공법종자뿜어붙이기 공법종자뿜어붙이기 공법종자뿜어붙이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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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식생기반재 취부공법식생기반재 취부공법식생기반재 취부공법식생기반재 취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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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기타공법기타공법기타공법기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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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nk.kipris.or.kr/link/APP_link/APP_PATENT.jsp 천공 및 녹화분을 이용한 암반사면의 녹화공법

http://www.banglimelc.com/ 녹화조성공 BHS

http://www.dawonland.co.kr/ 공법 금비토 공법 그린네트 에코플렉스 생태복원공법CO-MAT , , , 

http://www.dseco.kr 에코텍 및 에코텍쏘일 생태복원 녹화공법/ DS DS

http://www.dong1nok.co.kr/ 친환경생태그린공법 에코테라 ( )

http://www.econbio.com 녹화공법/ NGR

http://www.ekland.co.kr 암절개면보호식재공/ GREENPOL 

http://www.forest.go.kr 산림청 행정정보 전자북 사방기술교본/ - - – 

http://www.gillatech.com/ 길라텍 공법 테라 녹생토 암반녹화공법 , 

http://www.greenengwel.com/ 공법  GNS Slope

http://www.greenmeister.co.kr/ 그린톱녹화매트공법 녹화공법 암반녹화매트공법, Soiltech , Topsoil

http://www.hyunwoogreen.co.kr/ 녹화공법 SF

http://www.ilsong.co.kr 공법 공법/  CODRA , Geo-Fiber , Moss Catch System

http://www.kor-eng.com/ 핫크레이 보강섬유 녹화공법 

http://www.mocdo.co.kr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 친환경반습식공법/ (ASNA), (ESM)

http://www.mytree.co.kr 슈펙스 플러스 슈펙스/ , , PVA Seed spray

http://www.phygen.co.kr/ 공법 그린매트공법 TR , TR

http://www.rontai.co.kr 론생볏집 론생네트 론생리핑네트 론생백 론생소일/ , , , , 

http://www.rsgreen.kr 녹화보강토공법/ (Reinforced Soil Green)

http://www.sam35.co.kr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유기질토/ S.O-SOIL SPRAY , S.O 

http://www.shinyoungtech.co.kr/ 생태복원 녹화공법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복합네트공법  SS , , PY

http://www.transkorea.com 후리졸 녹산토 녹화공법 녹생토 암절개면녹화공법/ , RS ( )

http://www.texsol.co.kr 텍솔녹화토암절개면보호식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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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reefull.co.kr/ 자연생태복원공법 (JSB)

http://www.wylandscape.com/ 자연지반녹화공법 (Supergel system)

그린토 비탈면 친환경녹화공법http://www.yewonok.com/ (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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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가가가.... 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 비탈면에 대

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

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나)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다)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

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 , , 

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자연생태복원전문가, , , , 

토질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와 도로비탈면 녹화공『 』 『

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 』

나나나나.... 참조규격참조규격참조규격참조규격

1)1)1)1) 한국산업규격한국산업규격한국산업규격한국산업규격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와이어 로프KS D 3514 

아연도금 철선KS D 7011 

체인링크 철망KS D 7018 

염화비닐 피복 철선KS D 7036 

흙의 입도 시험방법KS D 2302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D 2324 

2)2)2)2)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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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로프KS D 3514 

아연도금 철선KS D 7011 

체인링크 철망KS D 7018 

염화비닐 피복 철선KS D 7036 

흙의 입도 시험방법KS D 2302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D 2324 

3)3)3)3) 농약관리법농약관리법농약관리법농약관리법

제 조 제 항 영업의 등록3 1

다다다다.... 시공전 검토사항시공전 검토사항시공전 검토사항시공전 검토사항

1)1)1)1) 녹화계획의 수립  녹화계획의 수립  녹화계획의 수립  녹화계획의 수립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

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2)2)2) 복원녹화목표 설정  복원녹화목표 설정  복원녹화목표 설정  복원녹화목표 설정  

가)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 

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나)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

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다)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 , , ,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 , 

다.

3)3)3)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가)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 ,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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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자재의 보관자재의 보관자재의 보관자재의 보관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 ,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가가가가.... 도입식물의 선정  도입식물의 선정  도입식물의 선정  도입식물의 선정  

가)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 

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

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다)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 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

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 

라 조정하도록 한다.

나나나나.... 식생재료식생재료식생재료식생재료

1)1)1)1) 식재용 식물식재용 식물식재용 식물식재용 식물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 ,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 할 수 있다.

라)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

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 규격에서 범위까지를 기준. , 10% 

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 ,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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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 

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2)2)2)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종자 및 년생 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1 , 2 , , .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 , 

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

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 , ,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마)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 ,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바)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3)3)3)3) 잔디 및 잔디종자 잔디 및 잔디종자 잔디 및 잔디종자 잔디 및 잔디종자 

가)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 

세로 두께 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원과 0.3m, 0.3m, 30mm ,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 

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1 .㎡ 

(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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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계통과 의 잔디종자 사용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종을 Zoysia Poa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 2

이상 순량률 이상이어야 한다60% , 98% .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이80% 

상 순량률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 98% .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50~100mm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4)4)4) 초본류 종자 초본류 종자 초본류 종자 초본류 종자 

가) 자생종 재래초종( )

(1) 국내 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한 초종으로서 척박지에 생육이 우수한 품종 중에서 발아율과 초, 

기 생장력이 우수한 종을 선정한다.

(2) 자생초본 중에서 다년생초종을 우선으로 배합하며 콩과식물 위주로 선정한다, .

(3) 경관을 위해서는 가급적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긴 종을 선정하고 계절별 개화시기를 고려, 

하여 혼합한다.

(4) 재래초본은 자생종 국내 와 자생종 국외 으로 구분되며 동일종인 경우 종자채취 장소를 구( ) ( ) , 

분하지 않으나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등에서는 자생종 국내 을 우선 적용한다( ) . 

(5) 재래초본류 종자는 발아율 이상 순량율 이상이어야 한다30% , 60% .

나) 외래초종

(1) 척박지 조기 녹화용으로 토질 기후에 적합한 종자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외래도입초본의 우점으로 인하여 재래초본 및 재래목본종이 피압 되지 않도록 한다.

(3) 외래초종은 발아율 이상 순량율 이상이어야 한다70% , 95% .

5)5)5)5) 목본류 목본류 목본류 목본류 

(1)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녹화대상지에서 기본 식생군락을 이루게 되는 종으로서 주변 

식생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목본류는 관목류와 교목류 아교목류로 구분하여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

(3) 척박지에는 적응력이 우수한 콩과식물을 기본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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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본은 종자채취 장소에 따라 자생종 국내 와 자생종 국외 로 구분되며 동일종인 경우 구분( ) ( ) , 

하지 않으나 국토핵심생태녹지축 지역 등에서는 자생종 국내 를 우선 적용한다. ( ) . 

(5) 종자는 발아력이 우수하며 종자가 휴면하는 종류는 휴면이 타파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이상 순량율 이상이어야 한다20% , 50% .

6)6)6)6) 비료 비료 비료 비료 

가) 복합비료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원의 지시 및 ,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유기질 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 , 

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 

유기물 함량이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이하가 되어야 한다25% , 50 .

7)7)7)7) 생육기반재 생육기반재 생육기반재 생육기반재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이상 토양경도가 이하 공극률이 이상이어야 한5% , 24mm , 60% 

다.

8)8)8)8) 식생기반재식생기반재식생기반재식생기반재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 

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9)9)9)9) 특수배양토특수배양토특수배양토특수배양토

가) 특수배양토는 환경부고시 제 호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2011-64 “

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안 에 준하여 재료원 공장 에 대한 공급원 승인을 득한 것이어( )” ( )

야 한다. 

(1) 제조공장설비 발효시설 재료혼합설비 등 를 갖추고 충분한 발효공정과정을 거친 제품이어야 ( , )

한다. 

(2) 특수배양토의 주원료가 하수슬러지 펄프 슬러지 등이므로 반드시 사용전 유해성분 비소 카, ( , 

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등 을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사해야 하며 성분이 기준치 이하이, , , , ) , 

어야 한다 유해성분 기준은 건조중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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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배양토는 시료를 사용전 회 사용중 회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에 1 , 1

의뢰하여 성분을 조사해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보관토록 해야 한다.

나) 특수배양토의 성분 규격 및 재료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재료의 배합기준

재료에 따라 배합비의 가감비율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내로 할 수 있다5% .

(2) 성분 및 규격

제품의 부숙도는 실험 수행시 실온보다 이상 재발열이 없어야 한다20 . ℃

10)10)10)10) 농약농약농약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3 1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11)11)11)11) 살충제살충제살충제살충제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12)12)12)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부록 비탈면 녹화공사 시방기준Ⅰ 

173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13)13)13)13) 식생혈공사식생혈공사식생혈공사식생혈공사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2

것을 사용한다.

14)14)14)14) 덮기 멀칭 재덮기 멀칭 재덮기 멀칭 재덮기 멀칭 재( )( )( )( )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5)15)15)15) 식생상식생상식생상식생상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 , , , 

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

16)16)16)16) 각종자재각종자재각종자재각종자재

동 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

17)17)17)17) 침식방지망침식방지망침식방지망침식방지망

보습 보온 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 

되지 않아야 한다.

18)18)18)18) 격자틀 및 블록제품격자틀 및 블록제품격자틀 및 블록제품격자틀 및 블록제품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 

하여야 한다.

19)19)19)19) 낙석방지망낙석방지망낙석방지망낙석방지망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 

가져야 한다.

20)20)20)20) 새집붙이기 재료새집붙이기 재료새집붙이기 재료새집붙이기 재료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21)21) 물물물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 

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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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기타재료의 품질기타재료의 품질기타재료의 품질기타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3. 시공

가가가가.... 시공일반시공일반시공일반시공일반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

다.

다)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 , 

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 

어서 보호한다.

나나나나.... 시공적기 및 부적기시공적기 및 부적기시공적기 및 부적기시공적기 및 부적기

가) 일평균 기온이 일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10~25 .℃ 

나)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25 . ℃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 , , , 

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

다)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10℃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 

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라)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 월 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월 및 월이 (12~2 ) 3~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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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 월 이 적기이나 월까지 가능하다. (5~6 ) 4~9 .

다다다다.... 생육기반 조성생육기반 조성생육기반 조성생육기반 조성

1)1)1)1) 면정리 및 고르기면정리 및 고르기면정리 및 고르기면정리 및 고르기

가)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1)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 

친 돌 등을 제거한다.

(2)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3)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 ,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 

덮어서 보호한다.

나)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1)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

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2)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 . , 

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2)2)2) 비탈면 배수공사비탈면 배수공사비탈면 배수공사비탈면 배수공사

가)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

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 , , , ,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

치한다.

다)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 

곤란하므로 종 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 .

라)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녹화공사를 하기 위, 

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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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3) 비탈면녹화 기초비탈면녹화 기초비탈면녹화 기초비탈면녹화 기초

가)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 

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1)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개, 3~4 /㎡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2)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침식방지망

(1)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 

이 되도록 시공한다.

(2)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

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 

또한 방지망은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당 개 이, 10~20cm , , 1 1㎡

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라)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1) 소형의 수로를 격자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3)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4)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

마) 낙석방지망 덮기

(1)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2)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식생녹화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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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핀과 종 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바) 편책

(1)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

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기초가 약하여 편책이 기울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히 시공하고 서로 연결하여 고

정한다.

(3)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사) 콘크리트 힘줄박기

(1)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

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

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아) 돌망태

(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

(2)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250mm

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

(3)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

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자) 기타 비탈면보호공

(1)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 , 

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3)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당 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1 .㎡

(4)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 

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라라라라.... 비탈면 녹화비탈면 녹화비탈면 녹화비탈면 녹화

1)1)1)1) 비탈면 잔디식재비탈면 잔디식재비탈면 잔디식재비탈면 잔디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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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1:1

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나) 비탈면 전면 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 ) 

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이내 간격으로 수평10cm , 10cm 

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라)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

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

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정한다.

마)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매당 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1 2 ,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바)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 고정한다.

2)2)2)2) 비탈면 수목식재비탈면 수목식재비탈면 수목식재비탈면 수목식재

가)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

재 시공한다.

나) 새집붙이기

(1)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2)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다) 차폐수벽

(1)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은 수목으로 차폐한다.

(2)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열로 식재한다, 2~3 .

라) 덩굴식재

(1)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깍기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시공한다 단 비탈면의 규모가 작아 덩굴식물이 주변산림으로 확산하여 수목에 피해를 . ,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을 피하고 비탈면 좌우 시작점에서 이상 충분히 떨어진 곳에 30m 

식재한다.

(2)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암반비탈면 맨 아랫단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식재한다 또한 덩굴식물 뿌리로 인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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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의 균열 우려가 염려되는 곳과 자연경관복원의 적용 지역에서는 등나무 등의 덩굴식물 

식재를 금한다.

(3)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 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 ,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주변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5) 식혈의 크기는 직경 깊이 로 한다0.3m, 0.3m .

(6) 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 재배한 년 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유인(pot) 1~2

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며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 

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묘를 사용하며 간격으로 식혈당 주를 식재한다. 10~15mm , 2m 1 .

(7) 깍기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덩굴은 포트에 재배한 묘목으로 포트에 본이 식재된 것을 1 3

사용한다 식재간격은 간격으로 하며 담쟁이 덩굴의 규격은 년생 묘목으로 덩굴. 1~2m 1~2

길이 이상 묘목을 사용한다0.3m .

(8) 포트재배묘 식재시에는 포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포트재배묘는 지표면에서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20mm .

(10)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다음표의 유기질비료를 시비기준에 의거 시비한다.

마) 식생상 식생분( )

(1) 암석을 채굴하여 요철이 많은 비탈면에 점적 녹화 및 부분 녹화로 경관향상을 도모한다.

(2) 식생상은 비탈면의 경관을 고려하여 고르게 설치한다.

(3) 비탈면의 적소에 설치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4) 식생상 안의 식물은 주변임상과 조화되도록 생태적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한다.

3)3)3)3) 종자뿜어붙이기종자뿜어붙이기종자뿜어붙이기종자뿜어붙이기

가)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시기는 동절기 월 월 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가능하나 보통 월 월 월에 시행(11 ~2 ) 3~6 , 8 ~10

한다. 

다)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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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1~3 / .ℓ ㎡

마) 당 소요되는 자재 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 를 1 ( , , , , ) 4㎡ ℓ

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 펄, (

프 또는 화이버 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

바)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사)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

한다.

아)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자) 파종 개월 이내에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3 60% , . , 

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10 6 .

2)2)2)2) 식생혈 종자혈식생혈 종자혈식생혈 종자혈식생혈 종자혈( )( )( )( )

가)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 

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다)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3)3)3) 식생판 식생반 종자판식생판 식생반 종자판식생판 식생반 종자판식생판 식생반 종자판( , )( , )( , )( , )

가)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

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어 고정2 , 

한다.

다)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라)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4)4)4)4) 식생대 종자대식생대 종자대식생대 종자대식생대 종자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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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

5)5)5)5) 식생자루 종자자루식생자루 종자자루식생자루 종자자루식생자루 종자자루( )( )( )( )

가)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 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 , 

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다)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철선 길이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 U ( 25cm) , ,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자루에 본을 사용한다1 1~2 .

6)6)6)6) 식생매트 종자매트식생매트 종자매트식생매트 종자매트식생매트 종자매트( )( )( )( )

가)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 

다.

나)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

착한다.

다) 비탈면 상부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0.2m 

투를 방지한다.

라)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 

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이상 중첩한다, 50mm .

7)7)7)7)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종비토 뿜어붙이기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종비토 뿜어붙이기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종비토 뿜어붙이기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종비토 뿜어붙이기( )( )( )( )

가)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나)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다)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라)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

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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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바)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 

공한다.

사)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

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 

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전후하여 두께는 1:0.5 

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설계 시공할 0.1~0.15m , 

수 있다.

아)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1m

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 , 

이상이어야 한다80% .

자)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 

하되 앵커핀 철망 천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 .

차) 시공 후 검사는 당 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500 1 , ㎡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카)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

며 이상은 이상 는 이상 미만은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 55° 60% , 45~55° 80% , 45° 100% , 

때는 각 기준에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본 이상으70% . 300 /㎡ 

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본 이상으로 한다, 200 / . ㎡ 

타)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180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70% , 10

년 월 초순으로 한다6~7 . 

8)8)8)8) 암반사면 부분녹화공암반사면 부분녹화공암반사면 부분녹화공암반사면 부분녹화공

가) 소발파 및 소형브레카를 이용하여 깊이 이상으로 암반 깊숙이 식재구덩이를 파야한다50 .㎝ 

나) 유기물이 풍부한 배합토를 토양안정제 비료 등을 함께 혼합하여 식재구덩이에 채워 넣는다, .

다) 견고하게 돌출된 암석은 존치시켜 식재구덩이의 식생이 부착되어 자연경관을 창출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수종은 내건성과 내한성이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이식후 현지 적응력이 우수한 , 

자생수종을 용기 및 수세미 멍석화분에서 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한 것을 사용한다, 2 .



부록 비탈면 녹화공사 시방기준Ⅰ 

183

마) 지피식생을 위한 종자는 파종 직전에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육안으로 보아 . 

이물질이 없고 종자의 고유한 색상 및 광택을 지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풍화암 및 연암은 이상 경암은 이상을 최소 식재면적기준으로 한다30% , 20% .

9)9)9)9) 거적덮기공법거적덮기공법거적덮기공법거적덮기공법

가)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나)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다)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라)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이상 50mm

중첩되게 한다.

10)10)10)10) 네트종자 분사파종공네트종자 분사파종공네트종자 분사파종공네트종자 분사파종공

가)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탈면 상부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말뚝 또는 고정핀으로 고정20cm 

한다.

다)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후 그 위에 네트를 피복하며 네트를 덮을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 

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50mm .

4. 시험시공

가가가가.... 시험시공계획 수립시험시공계획 수립시험시공계획 수립시험시공계획 수립

가) 시험시공의 기본계획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토질전문가의 자, , 

문을 통해 정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은 공법선정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 

한다.

나) 녹화공법이 검증된 경우 혹은 공사 일정상 시험시공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감독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토질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다)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월 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자연3 ~6

생태복원전문가 토질전문가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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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시공 계획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 지형 지질 조사 및 주변환경조사, 

가( ) 비탈면 녹화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료는 토질조사보고서 토질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나( ) 상기 토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원은 토질전문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함께 , 

대상 비탈면 주변의 산지 지형 계곡상태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 .

(2)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3) 기후환경 조사

기후환경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년간의 강우      10

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 .

마)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혼합비율 사용량은 발주기관 감독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 , , , 

토질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바) 샘플 제공 시험시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종자를 각 씩 그리고 혼합된 종자를 씩 제출: 5g , 10g

하도록 하며 종자와 함께 시공에 사용된 개별 재료 혼합 재료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 . 

나나나나.... 시험시공의 수행시험시공의 수행시험시공의 수행시험시공의 수행

가) 각 공법별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다.

나) 시험시공 시 시방서에 제시된 종자 및 재료의 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시험시공은 가급적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수행이 되도록 한다.

라) 감독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종자 및 재료 혼합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다다다.... 시험시공의 검측시험시공의 검측시험시공의 검측시험시공의 검측

가) 취부두께 검측은 김독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토질전문가가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 , 100㎡ 

당 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최소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이상10 . 60% 

이 되어야 하며 평균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를 넘어야 한다 단 시공상단부 돌출부 역, 75% . , , , 

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나)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한다.

다) 시험시공 직후 식생생육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생육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 , 

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화학성 등을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 , ,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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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총 회에 2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원이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마)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 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 (mulching)

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바)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원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원은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아)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원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후 계약상대자가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자) 비탈면의 시공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 시공 후 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 1,2 ), 

고 최소 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되고 전체 피복도가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 2 60%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라라라.... 생육판정 기준생육판정 기준생육판정 기준생육판정 기준

가) 고정조사구 설치

식물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 과 벨트트랜섹트법 을 이용하여 (quadrat method) (belt transect)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의 고정조사구를 개소 이상 설치한다. 1m x 1m 3 . 

고정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랜덤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나) 측정 항목

생육조사는 고정조사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해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 ,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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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다) 측정시기

시공 후 측정은 개월 간격으로 개월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1~2 6 .

마마마마.... 생육판정 방법생육판정 방법생육판정 방법생육판정 방법

가) 식생피복율

방형구 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을 이용하여 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1 ) 3㎡

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나) 목본성립본수

목본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을 이용하여 회 이상 측정 후 의 (1 ) 10 1㎡ ㎡

성립본수로 환산한다. 

다) 출현종수

출현종수의 판정은 방형구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 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1 ) (1m × 1m)㎡

종을 모두 조사한다.

라) 식생생육량

식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 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1 )㎡

다. 

마) 수고 및 초장

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 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1 )㎡

다.

바) 병충해

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사) 최종 생육판정시기

시공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 , , 차이

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개월 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6 (180 ) ,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

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부록 비탈면 녹화공사 시방기준Ⅰ 

187

 

   



비탈면 녹화 설계 시공 / Guide Book

188

바바바바.... 기타항목 판정 방법기타항목 판정 방법기타항목 판정 방법기타항목 판정 방법

가) 토양산도 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 pH meter

이용하여 측정한다.

나) 토양습도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 

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 토양경도 토양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총 곳의 위치에서 측: , 10

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라) 탈락 및 붕괴지점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 .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내에, 

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로 환산하여 계산한10㎡

다.

마)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 공법이 적

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 

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 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년 이상 경과된 ( 3

현장 을 감독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토질전문가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 , .

바) 시공효율성 시공효율성은 시공 후 유지관리의 요구정도와 시공 시의 작업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정한다.

5.  유지관리

가가가가....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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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녹화의 유지관리는 도입식물의 녹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나나나.... 유지관리유지관리유지관리유지관리

가) 유지관리는 미래에 성립되는 식물군락이 정상적으로 복원목표를 달성되도록 작업을 실시한다.

나) 유지관리방법은 식물군락의 특성을 이해하고 녹화목표를 달성하도록 관수 시비 풀깎기 추가 , , , 

파종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다) 비탈면 녹화공사는 복원목표가 달성하도록 비탈면의 환경특성 지역 기후특성 등을 고려, , 하여 

토양재료 멀칭재료 관수 시비 등의 유지관리 작업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해야 한다, , , .

다다다다.... 점검점검점검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시공된 식생기반 식생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계획에 , 

따라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식물군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생 식생기반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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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ⅡⅡⅡⅡ

비탈면 녹화용 식물도감비탈면 녹화용 식물도감비탈면 녹화용 식물도감비탈면 녹화용 식물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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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 진

K-water 류지훈 공간환경처 처장

양덕 공간환경처 경 생태팀 팀장

변 철 공간환경처 경 생태팀 차장

치호 공간환경처 경 생태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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