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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조림수종인 소나무를 시설양묘에 의해 2-0 용기묘로 생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월동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실험은 2005~2006년에 수행되었으며 경기도 여

주 소재 건국대학교 시설양묘연구동 비닐온실에서 수행되었다. 사용된 용기는 국내에서 생산된 KK-SI 250 용기이며

상토는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가 용적비 1:1: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겨울철 비닐온실 내의 일일 최저·최고 온

도에 의한 일교차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용기가 저장되는 위치에 따른 온도 차이도 관측되었다. 용기받침

대 높이의 일일 최고온도는 1월에 32.8oC, 2월은 36.6oC인 반면 지면은 1월에 16.0oC, 2월에는 24.4oC로 나타났다. 월

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용기묘의 함수율은 2월, 3월에 빠르게 감소하다가 4월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월동하는 용기묘는 관수처리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높은 고사율을 보였다. 1주 및 2주 관수주기에 의한

용기묘의 평균 고사율은 각각 4.8%와 6.5%를 보였으나 3주와 4주 주기에서는 각각 38.5%와 49.4%의 높은 고사율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소나무 2-0 용기묘의 월동 시 적정 관수주기는 최소 2주가 적정한 것

으로 보인다. 용기묘가 지면에 밀착하여 저장될 때 용기의 배수구를 빠져나온 뿌리가 토양 속으로 자라나 활착되는

현상이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뿌리는 용기를 이동시킬 때 많은 뿌리들이 끊어져 상처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optimum management system during a overwintering for

the production of Pinus densiflora container 2-0 seedlings. The experiment performed between 2005~2006 in a

polyethylene film house (PE house) located at Yeoju-Gun in Kyungki-Do. During the winter in the PE house,

the difference in maximum day temperature and minimum day temperature was large, and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was detected between the container keeping locations. During the winter season, the maximum day

temperatures at the seedling bench in January and February were 32.8oC and 36.6oC, respectively, whereas those

at the ground in January and February were 16.0oC and 24.4oC, respectively. Water contents of container

seedlings was reduced gradually from the beginning the experiment, and reduced rapidly from February to

March, and increased rapidly from April. Container seedlings showed different death rate according to the

extending of the irrigation cycle. Death rate by one week and two weeks of irrigation cycle was 4.8% and 6.5%,

and 38.5% and 49.4% of death rate occurred by three and four weeks of irrigation cycle, respectively. It is

suggested that the proper irrigation cycle for P. densiflora 2-0 container seedlings during overwintering is two

weeks. When containers placed directly on the ground, the root of container seedlings went out through the

drainage of the container, and grew out in the soil. These roots were cut while moving the container to the

bench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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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조림 현장에 식재되고 있

는 소나무 용기묘는 1-0묘와 2-0묘이다. 이러한 용기묘가

생산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소나무 조림 묘목의 경우는

1-1 노지묘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소나무 1-0 용기묘는

1996년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 피해지 복원용으로 생산되

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17,176,000본이 생산되어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 식재되었다. 식재 용기묘는 대부분 식재지

에서 높은 활착률을 보였는데, 삼척 산불피해지에 2001년

도부터 2004년도까지 식재된 소나무 1-0 용기묘의 활착률

은 93~99%로 조사되었으며 우수한 생육을 보여주었다(김

종진 등, 2006; 정차식 등, 2006). 

산불 피해지는 대부분의 식재대상 지역이 산불에 의해

토양이 노출되어 있어 소나무 1-0 용기묘가 식재된 후 관

목 또는 초본류와의 경쟁이 일반 벌채 조림지와 비교해서

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1-0 용기묘를

이러한 벌채 조림지 등에 도입할 경우 입지조건에 따라서

는 풀베기 작업 횟수 증가 등 식재 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활착률과 초

기 생장률이 높은 용기묘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러한 지역

에서 타 식생과의 경쟁에서 1-0 용기묘 보다는 유리한 용

기묘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4년도부터 소나무 2-

0 용기묘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도까지 3,440,000본

이 식재되었다(김종진 등, 2006).

그동안 생산된 소나무 1-0 용기묘는 산불피해지 복원식

재 계획에 의하여 생산량을 산정하여 일부는 시설에서 겨

울양묘를 통하여 생산되어 봄철에 식재되거나, 봄~여름양

묘로 생산되어 가을에 식재되었기 때문에 생산된 용기묘

의 일시 휴면 또는 월동에 관한 상황들은 전혀 고려의 대

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나무 2-0 용기묘는  ‘1차년도

파종 및 생육 → 월동 휴면 → 2차년도 생육 → 가을 식재’

와 같은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에 생

육한 용기묘의 월동 휴면 관리에 관한 준비는 반드시 필

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소나무 2-0 용기묘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생산된 용기묘는 야외에서 지상

부는 노출시키고 용기부분을 묻어서 저장하거나 또는 그

냥 지면에 두어서 월동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월

동 후 바로 식재지로 이동되는 때이다. 소나무 2-0 용기묘

생산에서는 월동 후 어떠한 생리적인 장해가 없이 바로

생장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월동 휴면기간 동안의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

리에는 온도, 수분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인자 등이 고

려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기초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용기묘 생산 선진국에서는 우리 소나

무 2-0 용기묘 생산의 경우처럼 1차년도 생육 후 월동 휴면

을 거쳐 이듬해 다시 생장을 시켜 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

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용기묘 생산 선진국인 캐나다에서 묘목을 덮어서 보호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적설량으로 내려 과거에는 주

로 야외에서 저장했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저온 또는 냉동

저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Kooistra, 2004; Mullin, 1980). 이러한 냉동저장은 묘목이

녹을 때까지 휴면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식재시기 폭을

더욱 더 넓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야외에서 저장하는

경우에도 극심한 저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온

장비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저장하기도 한다(Whaley and

Buse, 1994). 

한편 시설 내에서 생육의 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재

의 생산체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월

동을 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비닐온실 내 월동관리

는 대부분 높이 60~80 cm 정도의 용기받침대에서 생육한

용기묘를 시설 내 지면으로 내려 월동을 시키고 봄철 생

육시기에 다시 용기받침대 위로 다시 올려 2차년도 생육

을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

부분의 용기묘가 비닐온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겨울철

에는 자동 관수시설을 가동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적은 횟수의 관수로 용기받침대 위보다는 지면에

서 건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실

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들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림 권장수종인 소나무의

묘목 생산 방식 중 현재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2-0 용기묘

생산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월동기간 동안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 내에서 휴면

상태에서의 수분과 온도관리, 용기묘 배치 방법에 따른 용

기묘의 생리적 반응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위와 같은 시험과정과 결과들을 분석하여 건전한 소

나무 2-0 용기묘를 생산·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수종 및 실험시설

본 실험의 공시수종은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이며 2004년도에 안면도 소나무 채종원에서 채집된

종자로 파종이 실시된 2005년 4월까지 건국대학교 생명

환경과학대학 5oC 저온저장고(신영시스템, 한국)에서 보

관하였다. 본 실험은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여주

실습농장에 설치되어 있는 임업시설양묘 연구동 중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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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비시설이 자동화되어 있는 비닐온실에서 수행되었다. 

2. 용기 및 상토

공시용기는 소나무 2-0 용기묘를 생산하기 위하여 개발

된 용기로 임업시설양묘용 플라스틱 KK-SI 250 용기(신

일사이언스, 한국)이다(Table 1). 실험용 상토는 이미 소나

무 용기묘 생산에 적합한 상토 비율로 밝혀진(농림부,

2000), 피트모스, 펄라이트 및 질석을 각각 1:1:1(v:v:v)로

혼합한 상토를 주문생산을 통하여 구입·사용하였다.

3. 종자파종 및 간인

종자파종 이틀 전에 종자소독과 발아촉진 처리를 겸하

여 벤레이트 0.05% 수용액으로 48시간동안 수침처리를

실시하였다. 종자파종은 2005년 5월 9일에 실시되었는데

파종 종자 수는 각 용기의 구마다 2개씩으로 하였으며 복

토는 질석으로 종자 두께의 1.5배 정도로 실시하였다. 종

자 발아 초기에 용기 구마다 유묘가 1본씩 생육하도록 육

안으로 건전하고 균일한 묘목 1본만을 남기고 유묘 간인

을 실시하였다. 

4. 생육환경 및 관리

파종한 용기는 발아 전까지 상토가 마르지 않을 정도

로 관수를 하였으며, 전체 발아유묘 중 80% 정도가 자

엽을 충분히 펼쳤을 때부터 규칙적인 관수를 실시하였

다. 관수는 기본적으로 자동 관수 시스템(105L h−1)을 이

용하여 매일 아침 10시에 15분간 관수하였다. 여름철 고

온시기에는 수시로 2~3분 정도의 짧은 관수처리를 실시

하여 시설 내 최고온도가 생육에 지장을 주는 35oC 이

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켰다(김종진 등, 2003; 이

명보, 1999). 그 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는

2~3일에 한번 관수를 실시하였다. 

시비는 유묘의 본엽이 본격적으로 생장을 시작한 시점

인 발아 후 약 3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용기묘 생산 현장에서 주 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액

시비용인 Multifeed(N:P:K, 19:19:19; Haifa Chemicals,

Israel) 2,000배액을 주 1회 관수를 겸하여 실시하였으며,

8주 후부터는 Multifeed 1,000배액을 주 1회 시비하였다.

이러한 시비는 9월 중순까지 실시하였다. 

용기묘가 생육 또는 월동하는 기간 동안의 비닐온실 내

의 온도는 용기묘에 여러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4월부터 10월까지의 정상

적인 생육기간 동안에는 비닐온실 내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하여 비닐온실의 측창을 열어두었으며 겨울철 월동기

간에는 측창을 닫아두었다. 한편 본 실험이 진행된 비닐

온실에는 특별히 따로 설치된 난방시설은 없으며, 환풍기

와 같은 환기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5. 적정 월동위치 및 관수주기 시험

시설 내 적정 월동 위치를 구명하고자 약 5개월 동안 생

육한 용기묘를 10월 23일에 비닐온실 내ㆍ외에 배치하였

는데, 시설 내의 경우 용기받침대 위(지면에서 70 cm 높

이)와 용기받침대 아래에 두었다. 용기받침대 아래의 경

우 지면에 그대로 두는 방식과 지면에서 용기를 띄우기

위하여 용기받침대와 같은 재질의 철망을 지면에서 5 cm

정도를 띄워 놓고 그 위에 용기를 두는 방식으로 실시되

었다. 야외의 경우에도 비닐온실 내 지면에서와 같은 방

식으로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경우, 비닐온실 내 관수는

2주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야외의 경우에는 2주 이상 강

우가 없었을 경우 소량의 관수를 실시하였다. 

적정 관수주기를 구명하기 위한 실험은 용기받침대 위

에서 실시하였는데 관수주기는 1주, 2주, 3주, 4주 및 무

관수로 실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ntainer used to produce P.

densiflora seedlings.

Container
Size

(L×W×D, cm)

Cavity no/
Container

Cavity volume
(mL)

Cavity size
(cm)

KK-SI 250 42.5×26.8×16 40 250 4.7×16

Figure 1. Experimental sketch for overwintering of P. densiflora container seedlings in PE house and outdoor. (oC: Containers

near the thermo-sensor were tested to know the optimum keeping location. irrigation: containers for irrigation regim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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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위치 구명을 위한 실험은 각 처리구마다 12개의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관수처리 실험의 경우에는 각 처리

구별로 40개의 용기를 사용하였다. 실험이 수행된 비닐온

실 내·외의 겨울철 온도는 Watch Dog Data Loggers

Model 425(Spectrum Techno logies, U.S.A.)를 사용하여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설계된 비

닐온실 내·외 월동 용기묘의 배치 위치, 측정 온도 센서

의 위치 등은 Figure 1과 같다.

6. 용기묘 조사

용기에 파종 후 종자가 80% 이상 발아한 날을 발아 시

점으로 정하고 2주일 간격으로 수고를 측정하였으며, 근

원경 생장은 생육 8주 및 16주에 Digital caliper(Mitutoyo,

Japan)로 측정하였다. 월동이 끝난 2006년도에 다시 생육

시킨 2-0 용기묘의 수고 및 근원경 생장도 측정하였다. 

함수율 측정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실시하였는데

용기묘를 각 장소에 배치한 후 매 월마다 관수처리 전에

5본씩 수집하여 생중량을 측정하였다. 이 함수량 측정의

경우에는 실내와 야외로 구별하여 실시하였는데 실내는

용기받침대(70 cm 높이) 위의 용기묘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중량 측정은 건조기(65oC)에서 72시간 건조시킨 후 실

시하였다. 

Figure 2. Actual temperature(oC) in a PE house and outdoor during 2005~2006 winter season at Ye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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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율 조사는 관수주기 구명 실험 용기묘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용기묘의 고사 여부 판정은 월동이 끝나고 생

존 용기묘의 생육이 시작된 후에도 동아의 생장이 없고

잎이 고사한 개체를 육안으로 고사목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생육기간 동안에 용기받침대 위에서 자라는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용기 내부에서 생육하는 뿌리가 생장하

여 용기 아래 배수구 또는 측면의 개구선을 빠져나오면서

공기 단근이 되지만(윤택승과 홍성각, 2002; 임지영, 2006),

본 실험에서와 같이 지면에 용기가 배치되는 경우 그 양

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월동 중ㆍ후의 뿌리 상태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겨울철 시설 내ㆍ외의 온도변화

본 실험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건국대학교 실습농장 내

시설양묘 연구동에서 수행되었는데 일일 매 2시간 마다

비닐온실 내·외 온도를 2005년 10월 23일부터 2006년 5

월 5일까지 측정하였다(Figure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

운 달인 1월과 2월의 비닐온실 내 용기받침대 높이와 지

면의 일일 최저·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006년 1월의

용기받침대는 각각 최저 -14.0oC와 최고 32.8oC이었으며

지면은 -8.7oC와 16.0oC이었다. 2월의 용기받침대는

-11.5oC와 36.6oC, 지면은 -7.6oC와 24.4oC로 관측되었다

(Table 2). 이와 같이 겨울철 비닐온실 내 용기받침대 높이

에서의 최저온도가 지면보다 낮고 최고온도가 높은 점은

용기받침대 정도의 높이에 의해서도 비닐온실 내 온도 차

이가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기묘의 비닐온실 내 월동 시에도 용기묘의 배치 위치가

이 같은 온도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야외

1월의 경우에는 각각 최저 -16.6oC와 최고 9.8oC, 2월은 최

저 -14.0oC와 최고 12.9oC로 관측되었다. 아울러 겨울철 1,

2월의 평균온도를 보면 비닐온실 내는 영상의 온도인 반

면 야외는 평균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것이 관측되었다.

2006년 1월 15일의 비닐온실 내ㆍ외의 일일 온도변화

는 Figure 3과 같으며 비닐온실 내의 경우 용기받침대 위

의 온도가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용기받침대

위의 높은 온도는 용기묘 월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가 관측된 지면 가까이에

서의 월동이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닐온실 내에서 용기받침대와 지면에서의 겨울철 최

저ㆍ최고온도의 차이는 용기묘의 월동 배치위치 선정에

신중한 결정을 요하게 한다. 더욱 중요한 결과는 야외의

일교차와는 달리 비닐온실 내의 큰 일교차이며 더불어 위

치에 따른 큰 일교차 또한 용기묘 월동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사료된다. 이러한 큰 일교차는 월동하는 용기 내

수분을 야간에는 결빙시키며 주간에는 다시 녹이는 상황

을 되풀이 시키면서 용기 내 수분을 빠르게 건조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결빙이 되지 않

으면서 지속적인 건조가 일어나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2. 용기묘 생장

비닐온실에서 약 5개월 동안 생육한 용기묘의 수고는

15.7 cm를 보였으며, 1차년도에 생육한 후 월동 휴면과정

을 거치고 난 이듬해 다시 생장을 개시하여 생육 20주 후

에는 31.4 cm의 수고를 나타내었다. 한편 생육 16주 후의

근원경은 1.62 mm인 반면 2차년도 생장, 즉 2-0 용기묘로

자란 16주 후의 근원경생장은 4.85 mm로 상당히 우수한

생장을 나타내었다. 참고로 산림청이 고시한 2007년도 현

재의 우리나라 소나무 2-0 용기묘의 규격은 수고 25.0 cm,

근원경 3.2 mm이다.

3. 함수율

일반적으로 수목은 겨울철 휴면 중에는 생리적 활동이

저조하며 따라서 내부 함수율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보면 비닐온실 내 용기묘의

함수율은 월동 초기의 점진적인 감소에 이어 2월부터 3월

에 걸쳐 빠른 감소를 보이다 4월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

Table 2. Minimum, maximum and average temperature (oC)
in a PE house and outdoor during 2005~2006 winter season

at Yeoju.

Month Temperature
Indoor

Outdoor
Bench Ground

January

Min. -14.0 -8.7 -16.6

Max. 32.8 16.0 9.8

Avg. 2.6 0.5 -2.5

February

Min. -11.5 -7.6 -14.0

Max. 36.6 24.4 12.9

Avg. 3.7 2.3 -0.8

Figure 3. Daily temperature(oC) in a PE house on Jan. 15,
2006 at Ye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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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Figure 4). 이와 같은 2~3월의 빠른 감소는 야외보

다 비닐온실 내의 온도가 높아 생장개시가 빨리 진행되어

내부적으로 이미 수분 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한 결과로 사

료된다. 이러한 사실은 야외에서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의

경우 2월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함수율을 유지하나 3월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4월에 가장 낮은 50% 수준의 함

수율을 보이다 5월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성주한, 2002). 본 실험의 야외 용기

묘의 경우에는 비닐온실 내에서와는 달리 2월까지는 감소

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3월에 급격한 함수율 감소가 일어

났으며 4월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월동 중 함수율 변화를 용기묘의 부위별로 조사한 결과

에서 비닐온실 내에서 월동한 잎의 함수율은 3월까지 점

진적인 감소를 보이다 4월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줄기

의 경우에는 4월에 이르러서도 잎과는 달리 빠른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월동기간이 끝나면서

동아의 생장이 시작되면서 잎 부위의 생장과 함께 상대적

으로 많은 수분의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뿌

리의 경우에는 줄기보다 더 낮은 함수율을 3, 4월까지 보

여주고 있다.

4. 고사율

적정 관수주기 구명 실험은 매 1, 2, 3, 4주마다 실시하

는 주기와 무관수로 설계하였는데 매주 및 2주마다의 관

수주기에 의해 각각 4.8%와 6.5%의 고사율을 기록하였으

며, 3주, 4주 관수 시 각각 38.5%와 49.4%를 보여 소나무

2-0 용기묘의 월동 시 1~2 간격의 관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Table 3). 현재 우리나라의 소나무 2-0 용기묘

의 생산과정에서 비닐온실 내 월동 시 관수에 관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

로 비닐온실 내 지면에 밀착하여 월동시키기 때문에 경우

에 따라서는 용기 배수구를 빠져나온 뿌리들이 토양 속으

로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일정

주기의 관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험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관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소나무 2-0 용기묘의 월동 시 적정관

수 주기를 탐구한 결과로 최소한 2주 주기의 정기적인 관

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수 방안으로 사료

된다.

한편 매 2주의 관수주기로 실시된 배치 위치에 따른 소

Figure 4. Changes in water content(%) of P. densiflora
container seedlings kept on the bench in a PE house and

outdoor during 2005~2006 winter season at Yeoju.

Table 3. Effects of irrigation on the death rate of P. densiflora container seedlings kept on the bench in a PE house and outdoor
during 2005~2006 winter season at Yeoju.

Irrigation regime with every-

1 weeks 2 weeks 3 weeks 4 weeks Control

Mortality rate (%) 4.8±0.51 6.5±1.0 38.5±5.8 49.4±7.9 93.6±3.4

1Means±SE and the values were results for 4 months of storage on the bench. 

Table 4. Effects of keeping location on the death rate of P. densiflora container seedlings during 2005~2006 winter season at

Yeoju1.

Indoor Outdoor

Bench Ground Ground + 5 cm2 Ground Ground + 5 cm

Mortality rate (%) 7.4±1.53 2.5±0.6 4.8±0.9 11.3±2.4 15.5±3.1

1Two weeks of irrigation system was applied.
2Containers were put 5cm above the ground.
3Mean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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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용기묘의 고사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닐온실 내의

고사율보다 야외에 저장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

은 고사율이 관측되었다(Table 4). 가장 낮은 고사율은 비

닐온실 내 지면에 그대로 두었을 때 조사된 2.5%이었다.

지면에서의 이와 같은 낮은 고사율은 2주 주기의 관수처

리와 함께 지면 바닥에 둔 용기묘의 뿌리가 월동 기간 중

용기 바닥면의 배수구를 빠져나와 토양 속에서 자라고 있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록 겨울철 저온으로 지상부의

생장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토양층과 밀착된 용기 바닥

의 뿌리는 어느 정도 자라나와 활착이 되어 있었으며 가

장 긴 뿌리는 5 cm 이상으로 자란 것이 조사되었다. 야외

의 저장 시 저장 방법에 관계없이 평균 13.4%의 고사율을

보였는데, 이는 2주 관수주기와 겨울철 강수 및 강설에 의

해 어느 정도 건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

다. 참고로 본 실험은 비닐온실과 비닐온실 사이에서 수

행되었는데, 2005년도 겨울철 상당히 많은 눈이 여주지방

에 내렸는데 때로 1회 강설에 의해 장기간 눈에 덮여 있

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혀둔다. 이 같은 눈에 의한 야외 저

장 용기묘의 저온 및 건조피해 예방은 일찍이 미국 북서

부 및 캐나다의 용기묘 저장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사

례이다(Kooistra and Bakker, 2002; Simpson, 1990).

5. 월동 중의 뿌리발달

비닐온실 내에서 용기묘를 월동시키는 경우 비닐온실

내 온도, 습도 환경 등을 고려하면 비닐온실 내 지면에서

월동을 시키는 것이 용기받침대 위에서 월동시키는 것보

다 유리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본 실험의 여러 결과에

서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면에서 월동할 경우에 용

기를 지면에 밀착하여 두는 경우와 일정한 높이의 받침대

를 사용하여 두는 경우는 용기묘의 뿌리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용기묘의 생육기간동안에는 용기받침대에

서 생육하면서 용기 밑 부분의 배수구 또는 측면의 개구

선을 따라 생장한 뿌리가 빠져나오면서 공기 단근(air-

pruning)이 되어 끊어진 뿌리 윗부분으로 많은 세근이 유

도된다(윤택승과 홍성각, 2002; Landis, 2005). 소나무 용

기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뿌리발달이 관찰되었다(임지

영, 2006). 

본 실험에서와 같이 지면에서 5 cm 정도의 일정 높이를

띄우는 경우에는 월동기간동안 뿌리가 용기 바깥으로 빠

져나가 띄운 공간에서의 생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Figure 5-left), 용기를 지면에 밀착하여 월동시키는 경우

에는 뿌리가 용기 밑 배수구를 빠져나와 토양 속으로 생

육해 나가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다(Figure 5-right). 이

와 같이 토양 속으로 자라나간 뿌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5~7 cm까지 발달해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월동 후 용기를

용기받침대 위로 옮길 때 많은 뿌리가 잘리는 상처를 입

는 것이 본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토양에 밀착된

용기의 경우 공기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용

기 배수구 밖으로 빠져나간 뿌리들의 부패도 관찰되었다.

결 론

소나무 2-0 용기묘 생산에 있어서 겨울철에도 생육에 적

정한 온도의 제공이 가능한 온실에서 휴면이 없이 지속적

인 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 비닐온실

에서 소나무 2-0 용기묘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1차년도

의 생육기간을 지나 휴면 월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월동시기를 생리적인 열화가 없이 안전하게 넘겨야만 월

동 후 정상적인 생장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낮에는 비닐온실 내의 최고온도가 35~40oC에 이

르고 밤에는 -10~ -15℃에 달하는 일교차가 심한 기온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용기묘가 비닐온실 내에서 휴면

월동하는 동안에도 온도와 수분관리 등 적절한 관리가 반

드시 필요하게 된다. 때로 이 월동시기에 수행되는 부적

절한 온도 및 수분 관리는 월동 용기묘의 내·외부의 생

리·형태적 변화를 일으키며, 고사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소나무 용기묘의 월동 중 부적절

Figure 5. Comparison of roots of P. densiflora container seedlings by different keeping method. Container laid directly on the

ground(right) and 5cm above the ground(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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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월동이 가능하게 하는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되었는데, 비닐온실 내 월동

시 저장 위치와 관수 등 관리방법에 따라 함수율, 고사율,

월동 중 뿌리발달 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동 중 고사율은 관수주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월동 시 지나친 관수는 묘

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겨울철 난방이 안 되는

비닐온실의 관수 시설의 동결피해와 같은 관리상의 문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조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최소 관

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결과를

고려할 때 소나무 용기묘의 비닐온실 내 월동 시 최소 2

주마다의 관수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용기묘의 월동은 용기받침

대 위에서 생육시킨 용기묘를 지면에 내려서 월동시키고

있다. 소나무 용기묘의 비닐온실 내 월동 시 용기받침대

위에서의 저장은 본 실험에서와 같이 주기적인 적정 관수

(매 2주)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낮 동안의 고온과 상대적

인 건조 효과로 고사할 우려가 크며 따라서 비닐온실 내

지면에서 월동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

며 이 경우 지면에 바로 접촉시키는 것보다는 지면 위로

조금 띄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면에 직접 접촉시키는 경우 예상한대로 용기 배수구

부분으로 빠져나온 뿌리가 월동 저장 기간 동안 토양 속

으로 뿌리를 발달시켜 용기를 다시 이동시킬 때 끊어지면

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지면과 접촉하는 부위의 부패현상

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뿌리 손상의 결과는 봄철 생장

이 시작될 때 일정 기간 동안 뿌리를 통한 수분 흡수의 장

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야외에 직접 저장하

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동상의 문제점과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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