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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6) 몽골 산림농업(Agroforestry) 시업지의 수목생장과 적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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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몽골은 국토 면적의 90%가 사막화의 위협에 처해있으며(KEI, 2003; Tsogtbaatar, 2004), 사막화는 황사를 

발생시켜 대기오염, 호흡기 질환, 생물다양성 감소 등 자연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악영향을 유발하
고 있다(KFRI, 2004). 사막화 방지는 조림이 필수적이며 최근 몽골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을 고려하여 
조림과 소득작목을 배합하는 산림농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 및 반건조지역은 강풍과 건조에 기인
하여 수목 생존이 저조한 상황이며, 의도한 사업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의 엘센타사라이 산림농업 시업지를 대상으로, 식재처리구별 조림수목 및 소득작목
의 생장상태, 토양보습 효과, 방풍성능,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다년간 모니터링하여, 그 성능과 적부
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인 엘센타사라이 사막화방지연구센터에 2013년 5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6,000 m2 및 

1,000 m2의 면적에 걸쳐 시베리아포플러(Populus sibirica), 갈매보리수(Hippophae rhamnoides) 등 약 2,050주
의 수목을 식재하고, 소득작목을 배분하는 산림농업을 시업하였다. 토양보습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식재
구덩이 깊이 0 cm(평지), 30 cm, 50 cm의 처리구를 배분하고, 30 cm 깊이 구덩이 일부를 두께 10 cm로 멀
칭하였다. 그리고, 방풍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3열 방풍식재 내외부에 소득작목을 배분하였다. 시업 후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생장말기인 8월 하순에 풍향, 풍속, 토양수분, 기온 등을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하
고, 조림수목 및 소득작목의 생장상태를 실측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토양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시업 직후와 생장말기에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3년 시업지에서 5년 동안 생장한 시베리아포플러의 수관생장률은 30 cm 구덩이 및 멀칭 805.9%, 30 

cm 구덩이 749.5%, 평지 58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시업지에서 4년 동안 생장한 시베리아포플
러의 수관생장률은 50 cm 구덩이 1,469.5%, 30 cm 구덩이 1,181.6%, 평지 872.0% 등의 순이었다. 식재처리
구별 토양수분은 2013년 시업지의 경우 멀칭 처리구에서 6.7%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 cm 구덩이 
6.3%, 평지 5.5% 등이었다. 2014년 시업지에서도 30 cm 및 50 cm 구덩이 식재의 토양수분이 평지처리구보
다 최대 1.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즉, 30 cm 및 50 cm 구덩이 식재와 두께 10 cm 멀칭은 토
양보습은 물론 수목생장에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작목의 생중량은 3열 방풍식재 처리구에서 최대 7
배 많았고, 이 방풍식재는 풍속을 54%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업지의 토양은 시업 직후 대
비 4∼5년의 생장기간 동안 유기물, 전질소, Ca2+, 양이온치환용량이 최소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5). 전질소를 비롯한 이들 항목의 증가는 질소고정식물인 갈매보리수 식재와 유기물 분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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