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식재와 관리요령

나무 심는 장소 선정
¨

¨

나무는 한번 심으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한 자리에서
자라게 됨
적절한 심는 장소의 선정은 나무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임

<좋은 장소>
¨

햇볕이 잘 드는 남향,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토양 공간,
배수가 잘 되는 장소

<나쁜 장소>
¨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장소(영구음지), 뿌리가 충분히 자라기 어려운
토양, 물빠짐이 나쁜 장소(물빠짐 대책 마련할 경우 식재 가능)

나무의 종류 선정
¨

산림 수종과는 달리 도시 또는 주거지 내 식재 수종은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방범 등을 고려하여 나무의 종류 선정이 필요함

<좋은 선정>
¨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드는 낙엽수,
가시가 없고 농약, 비료 등의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나무,
지나치게 크게 자라거나 빠르게 자라지 않아 바람에 넘어지거나
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나무

<나쁜 선정>
¨

겨울철 그늘을 만드는 나무, 농약, 비료 등과 같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나무, 가시나 유독성 열매가 있어 어린이에게 위험한 나무,
지나치게 크게 자라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건축물 훼손하는 나무

도시에 심기 좋은 나무 종류
¨

교목, 아교목

- 칠엽수,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피나무, 회화나무,
꽃사과, 모감주, 복자기, 단풍나무 등

도시에 심기 좋은 나무 종류
¨

관목

- 개쉬땅나무, 황매화, 고광나무, 작살나무, 철쭉, 흰말채, 히어리,
박태기, 조팝나무 등

나무의 각 부위별 명칭

나무 심는 방법
¨

나무 심는 시기

- 수목의 생장이 시작되기 직전(새잎이 나기 전)
- 수목의 생장이 정지된 이후(엄동기 제외)
최근 기후변화로 심는 시기가 당겨지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득이 제철이 아닌 경우 뿌리와 줄기비율을 맞추어 잎이나 가지를
솎아낸 후 심는 것이 필요함

•

¨

식재요령

- 물고임이나 흙 내려앉음을 고려하여 약간 높여서 심음
- 표토(지표면 흙)은 가능한 심는 구덩이에 넣어 심음

심은 후 물주기와 비료주기
¨

물주기

- 심고 난 후 나무가 제대로 자랄 때까지 주기적으로 물주기 필요
- 기온이 30도 이상의 햇볕이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물 줄 것
- 겨울에는 물주기 횟수를 줄이고 따뜻한 날에 함
¨

기비(심을 때 주는 비료)

- 잘 썩은 퇴비를 채움 흙과 고루 섞어 구덩이 바닥에 깔고 나무를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퇴비를 잘 섞어서 넣음

지주목 세우기
¨

¨
-

-

키가 큰 나무는 심은 후 지주목을 설치하여 바람에 수목이 흔들리
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함
지무목의 종류
이각지주 : 수고 2m 이상, 삼각지주: 수고 3m 이상 근원직경 6cm
이상~, 사각지주: 수고 5m 이상, 근원직경 25cm 이상, 흉고직경
20cm 이상,
당김줄: 수목 주위의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
높이의 ½지점과 연결하여 고정

심은 나무 관리하기
¨
-

-

-

물주기
물주는 시기 판단 : 잎이 축 늘어지고 시들기 시작할 때, 나무의 광
택이 없어지거나 녹색이 연녹색으로 퇴화하기 시작할 때
물주기 방법 : 물매턱을 만들어 웅덩이에 물주기, 스프링쿨러(나무
와 잔디를 함께 균일하게 관수), 점적관수(나무 있는 곳만 관수)
물주는 시기와 빈도 : 일주일에 1번, 물을 충분히 주어 토양 40cm
깊이까지 젖도록 함, 점적관수는 2~3일에 한번씩, 봄에 건조가 심
하며, 활착의 시기이므로 집중적으로 물주기를 해야 함, 11~16시
사이는 수피가 타거나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므로 물주기를 피해
야함

관리하기
¨
-

-

-

-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수목의 일부 중 주로 가지와 줄기를 제거하여 나무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함
미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명
을 연장시키는 데에 도움을 줌
가지치기는 어린나무가 성숙목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골격을 적절
하게 배치하고 각도를 잡아주며, 조경수가 위치에 따라 교통장애를
일으키거나 바람에 넘어져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
제거할 가지를 매끈하게 바짝 자르고 나무로 하여금 상처를 빨리
감싸서 치유하도록 유도. 가지치기는 가지터기(자르고 남는 부분)를
남겨놓거나 수피가 찢어지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함

관리하기
¨

병충해 방제

-

적절한 병충해 방제는 나무의 생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

병충해의 원인은 나무가 쇠약해지는 주요 원인

-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병충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새끼 등을 이용한 줄기 싸주기, 토양 수분 증발을 억
제하고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뿌리 주위를 덮음

도시에서 나무 심고 가꾸기 십계명
1.

나무는 필요한 곳에 심어야 한다.

2.

나무는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심어야 한다.

3.

나무를 심은 후 가능한 옮겨 심지 않는다.

4.

5.
6.

나무는 가능한 작은 나무를 심어 가꾸되, 생장 속도
를 고려하여 심는다.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심는다.
가시나 잎, 열매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나무
를 심는다.

7.

나무는 바람과 산사태에 안전하도록 심는다.

8.

심은 나무는 잘 자라도록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한다.

9.

10.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어야 한
다.
심은 나무는 제대로 자랄 때 까지 책임지고 가꾸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