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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식물을 이용한 양돈폐수 제거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두 종류의 포플러(Populus

alba × Populus glandulosa과 Populus euramericana)를 양돈폐수 관수를 한 결과 실험기간 동안에(총 14개월) 이태리포

플러(Populus euramericana)는 현사시(Populus alba ×P. glandulosa) 보다 1.8배 많은 양의 수액이동을 하였다. 총 이동

한 수액의 양은 각각 이태리포플러가 4,628L, 현사시가 2,538L였다. 수액이동 활동이 계절에 따라서 두 수종 모두 달

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기온과 일사량이 높을 때 수액의 이동 또한 활발해지고, 기온과 일사량이 낮을 때 수액이동

활동이 낮았다. 두 수종 모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10월말 이후에 수액이동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수액이

동량과 상대습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특히 이태리포플러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액이동과 광합성능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태리포플러는 광합성률의 증가와 급격한 수액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현사시는 광합성률과 수액이동의 증가율이 낮았다.

Abstracts: We examined sapflow of two Populus species such as Populus alba × Populus glandulosa and Populus

euramericana, grown under Swine wastewater treatment. Sapflow of Populus euramericana was 1.8 times

higher than that of Populus alba ×Populus glandulosa for 14 months. Sapflow of Populus euramericana and

Populus alba×Populus glandulosa was 4,628L and 2,538L during this period, respective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apflow density and solar radiation and temperature had been shown. Mea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sapflow was strongly associated. There was a decreasing sapflow tendency of the two poplar species during

the late October when the mean temperature was decreased. In addition, the data showed high relationship

between sapflow and photosynthesis. Two poplar species showed dramatic decrease of sapflow since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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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식생활이

채식위주에서 육류로 전환되면서 육류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 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

에 따라 발생한 축산분뇨를 처리하고자 다각도로 연구 되

고 있다. 

축산분뇨가 토양으로 집적되면 지하수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생태계의 부영양화를 초래한다(Fujino et al.,

2005). 그러나 축산폐수에는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필

수 원소인 질소와 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양입단 형성, CEC 및 완충능 증대, 킬레이트 기능

(Gilmour et al., 1998) 등이 있다. 또한 축산폐수 자체가

수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목에 관수해 준다면

축산폐수의 흡수 및 제거 효과는 물론 수목의 생장에 필

요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여

등, 2002). 또한 환경 오염지에 식물을 이용한 정화기술

(phytoremediation)을 적용하면 광범위한 면적에 적용이 가

능하고 처리비용이 낮다. 포플러는 높은 수분 이용효율과

빠른 생장률, 넓게 퍼지는 뿌리 시스템으로 인해 토양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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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방지는 물론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수

종이며, 오염물질의 흡수와 분해제거에 탁월하다(Zalesny

et al., 2007).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플러가 phytoreme-

diation에 적합하다고 이미 여러 논문에서 보고된 바 있다

(Jordahl et al., 1997; Lukaszewski et al., 1993; Zalesny

et al., 2006). 

현사시(Populus alba×P. glandulosa)와 이태리포플러

(Populus euramericana)는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지에서

오염물질을 흡수, 제거 할 수 있는 수종으로서 그 가능

성을 시사했다(여 등, 2002; 2003). 특히, 양돈폐수 제거

목적의 phytoremediation은 대상 식물의 수분 흡수 능력

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식물의 수분흡수능력을 아는 적

합한 방법으로써 수액이동 측정방법이 있다(Wendt et

al., 1967).

오염된 양돈폐수를 제거시키기 위해 식물을 대상으로

양돈폐수를 관수하는 경우, 식물이 수액이동을 통해서 어

느 정도의 양만큼 오염된 축산폐수를 흡수 할 수 있는지

와 흡수된 양돈폐수를 얼만큼 소비 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수액이동은 식물의 생리반응과 생육 기간

을 가늠하는데 유용하고, 식물의 계절에 따른 수분소비를

추정 할 수 있다(Lambs and Muller, 2002). 

본 연구는 두 수종의 포플러(Populus alba×P. glandulosa

와 Populus euramericana)가 양돈폐수를 제거 할 수 있는

양적 지표인 수액이동량을 조사하고, 수액이동량에 영향

을 끼치는 기상요인, 생리인자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수행

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침출수 처리

본 실험은 2003년에 1년생 삽목묘로 식재된 이태리포

플러(Populus euramericana)와 현사시(Populus alba × P.

glandulosa) 6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7년 9월에, 수

액이 이동하는 sapwood(cm2)면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흉

고직경 조사를 하였다. 각각 흉고직경은 이태리포플러가

7.3±0.3(cm), 현사시가 6.9±0.3(cm)이였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야외 실험구 총 247 m2에 각각의

수종을 1열 당 11본씩 3열 33본, 2반복, 총 132본을 식재

하였다. 위치에 따른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양돈폐수

처리는 식재된 수종의 열과 열 사이에 양돈폐수 원액을

저장할 수 있도록 탱크를 토양층에 만들어 놓고 양돈폐수

원액을 공급하였다. 공급량의 기준은 양돈폐수 원액을 저

장한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여 적정 수위(10~30 cm)가 유

지되도록 수시로 공급하여 이를 식물체가 흡수, 이용할 수

Figure 1. The study site was located in Suwon, Korea: Half soil mulching (A), Soil mulching (B) and Soil mulching (C), Thermal

dissipation probe (TD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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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생장능력이 감소하는 9월부터

그 이듬해 10월까지 수행되었다. 

실험 기간 동안에 지표면에 피복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양돈폐수가 토양을 통해서 발생하는 토양표면층의 증발

을 막고, 오로지 수목을 통해 증산되는 값을 얻기 위함이

다(Figure 1). Figure 1에서 A는 피복처리를 하기 전, B와

C는 피복 처리 후의 모습이다. 피복기간은 4월말부터 7월

말까지 대략 3개월 이었다. 

수액이동 측정을 위해 Thermal dissipation probes

(TDP30, Dynamax, Inc., Houston, TX)를 이용하였다. 각

각 길이 30 mm, 폭 1.2 mm의 센서를 직경 조사를 했던

지점(지표로부터 90cm의 높이)에 설치하여 측정 하였다.

설치된 센서를 복사열, 강우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 나무 목질부에 삽입된 센서 부위를 은박지로 포

장하였다.

2. 수액이동량

두 수종의 포플러에 Thermal dissipation probe(TDP-30)

를 설치한 후 30분마다 수액이동량을 자동 측정하여 실험

구에 설치된 CR10X Datalogger(Campbell scientific, Inc.,

Logan, UT)에 자동 저장하고 자료는 Granier(1987)식으로

환산하였다. 

3. 미세기상

계절과 시간에 따른 수액이동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

험구와 가장 가까운 측후소에서 관측한 수원시의 기후 일

별자료[평균기온(oC), 상대습도(%), 강우량(mm d−1)]를 이

용하였으며, 시간별 기후자료 [일사량(µmol), 기온(oC)]를

얻기 위해 실험구에 Automatic Weather Station(AWS)를

설치하였다. 

4. 광합성

처리구 당 5그루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수종의 광합

성능력(Net photosynthetic rates, P
N
)은 휴대용 광합성 측

정장치(Li-6400, 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때 leaf chamber에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500

µmol s−1이며, Chamber내 온도는 25oC, CO
2
농도는

 
400

µmol mol-1 습도는 40-50%로 조절하였다. 순광합성 능력

은 광도를 0, 30, 50, 100, 300, 500, 800, 1000, 1500,

2000 µmol m−2s−1로 변화를 주어 광도 변화에 따른 광합

성 반응을 비교하였다. 임의로 선정된 한 그루의 나무에

서 10번째 가지의 4~6번 잎을 5회씩 측정하여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5. 엽면적

처리구 당 5그루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한 그루당 가장

평균적인 10개의 가지를 채취하여 총 엽면적을 엽면적 측

정기를(LI-3000, LiCor Inc., USA)이용하여 측정하고, 이

를 한 그루당 달린 총 가지수와 10가지의 총엽면적을 곱

해서 처리구 당 임의로 선정한 5그루, 전체의 총엽면적을

계산하였다. 이를 처리구당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수를 곱

해서 수종 당 전체 엽면적을 추정하였다. 

6. 회귀분석

8월의 평균기온, 상대습도와 수액이동량과의 관계를 통

계 분석 프로그램인 SAS Pakage(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계절에 따른 수액이동

9월부터 10월까지 14개월 동안 두 수종의 수액이동을

관찰한 결과, 총 수액이동량을 보면 1본당 이태리포플러

가 4,628L, 현사시가 2,538L 수액이동을 하여 이태리포플

러가 현사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액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계절에 따른 수액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3월부터 4월까

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 낮은 수액이동을 나타내었고, 낮

은 일정한 양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다가 4월말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는 토양층으로 침투하는 빗

물을 막고 토양층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피복 처리를 하

였는데, 이 피복기간 동안의 수액이동량이 다른 기간에 비

해서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피복기간(5, 6, 7월)

에는 현저히 낮은 수액이동량(Figure 2)과 더불어 8월과 9

월에 비해 광합성율 또한 매우 낮았다(Figure 3). 수액에

는 식물생육에 필요한 무기성분 및 아미노산 등이 있어

적당한 토양수분과 환경조건일 경우, 왕성한 수액이동으

로 인해 식물체의 생육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Olioso

et al., 1996). 특히 처리구에 관수한 양돈폐수의 특성상 고

농도의 질소와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같은 부적절한 환

경조건을 초래했을 것이다. 고온인 이 기간(5, 6, 7월)의

기상 조건상 처리구의 피복으로 인해 토양호흡량이 감소

하고 강수유입 차단으로 인한 토양건조 등의 수목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7월말 피복을 제거한 후

에는 이태리포플러의 수액이동량이 현사시에 비해서 월

등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현사시의 수액이동

량은 피복기간과 비교 했을 때 증가된 양이 미미하다.

다소 수액이동이 왕성한 2007년 9, 10월 두 달 동안의

수액이동량을 보면 현사시가 대략 510L, 이태리포플러가

1,060L정도의 수액이동을 하였다. 이는 이태리포플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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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시보다 생장량이 뛰어나므로 증산량이 더 많을 것이

라는 보고와 일치한다(여 등, 2003). 제 등(2007)에. 의하

면. 같은 실험구에서 이태리포플러와 현사시 두 수종의 증

산률을 실험한 결과, 현사시 보다 이태리포플러의 증산률

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10월말 이후에 두 수종 모두 수액이동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에는 차이가 있지

만 수액이동이 변화하는 경향이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Figure 4). 수액이동은 기공을 통한 증산작용으로 설

명될 수 있는데(Cermark et al., 2004) 이는 잎의 활력도가

떨어지고 잎의 노화에 따라 증산면적이 감소한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10월 말 이후 두 수종 모두 수액이동량이 급

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광합성(Light-curve)

7월부터 9월까지 광합성을 조사한 결과(Figure 3), 토양

피복처리를 하였던 7월에는 두 수종 모두 8, 9월 비해 낮

은 광합성률을 보였다. 특히, 이태리포플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7월에 비해 8, 9월에 광합성률이 월

등히 높아 피복처리 동안에 이태리포플러가 생육저해를

받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3. 수액이동 일변화와 기상

2008년 8월 5일부터 11일 까지의 총 7일 동안, 수액이동

의 일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Figure 5), 두 수종 모두 오

전 8시부터 10시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오후 2시까지 그 값

을 유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온과

Figure 2. Sap flux density during this study from October, 2007 to October, 2008.

Figure 3. Photosynthetic rate of Populus alba × p. glandulosa (A) and Populus euramericana (B) from July to Sept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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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량이 낮은 시간대에 수액이동량이 낮고, 기온과 일사

량이 높은 시간대에 수액이동량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Figure 4). Wang et al.(2008)은 Acacia mangium의 수

액이동량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오

후3시까지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점점 감소하는 결과를 보

고하였는데, 8시 정도에 수액이동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일사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인 것으로 간주 하였다.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은 차이가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패턴은 매우 흡사하였다. 이 결과는 Populus

nigra L.×Populus maximowiczii A. Henry ’NM6를 대상

으로 수액이동량을 실험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Zalesny

et al., 2006). 

증산이 일어나지 않는 야간에도 극히 적은 양이지만 수

액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ure 5). Wang

et al. (2008)은 이를 수분포텐셜이 낮아지는 낮 시간 동안,

증산하는 과정에서 식물체의 각 기관은 수축을 하고 증산

활동이 정지되는 야간 동안 수분포텐셜이 증가함으로써

수축된 각 기관으로 수분이 이동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야간 동안에도 토양, 식물체, 대기 사이의 수분포텐셜

의 기울기의 차이가 일사량 외에도 온도나 습도, 토양수

분 상태 등에 따라서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

다. 수액이동량이 강우와 일사량에 연관을 많이 받지만 일

사량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태양의 위치와 수관의 위치에 따라서 수액이동량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Jimenz et al., 1996). 

이러한 일변화에 따른 수액이동량의 변화에 영향을 끼

치는 기온과 일사량과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수액이동량과 같은 시간대에 측정된 일사량 및 기

온과 수액이동 관계를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동안

분석한 결과(Figure 4), 두 수종 모두 기온과 일사량이 높

을 때 수액이동량이 높고, 기온과 일사량이 낮을 때 수액

이동량 또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으로 기온과 일

사량이 수액이동량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ybrid poplar(Populus trichocarpa×Populus deltoids)

의 수액이동량과 기온 및 일사량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Kim et al., 2008;

Figure 4. Diurnal variation in sap flow of poplars with irradiation and temperature from June 10 t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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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urnal variation in sap flow of poplar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of from August 5 to 11, 2008 observations.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Figure 6.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sap flow density in this study for August. A and B indicate Populus

alba × P. glandulosa and Populus euramericana, respectively. A: y=13.07076+1.49864x, r2=0.82, p=0.0005. B: y=11.77591+
0.43618x, r2= 0.75, p = 0.0015. 

Figure 7.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sap flow density in this study for October. A and B indicate Populus
alba×P. glandulosa and Populus euramericana, respectively. A: y=125.88525 – 6.88969x, r2=0.81, p < 0.0001. B: y=125.75985 –
1.7919x, r2= 0.71, p < 0.0001. 

Meiresonne et al., 1999).

Figure 5와 같이 수액이동량의 변화가 일출과 일몰에 따

른 일사량,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사량은 기공개폐와 관련이 높다. 일출과 동

시에 기공이 열리고 이와 함께 엽내의 수분포텐셜이 낮게

유지되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왕성한

수액이동활동에 영향을 끼친다(Granier and Loustau, 1994;

Wullschlege et al., 2001).

4. 평균기온

평균기온과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Figure 6)에서 두 수종 모두 평균기온과 비례하는 결과

를 보였으며 특히 이태리포플러의 수액이동량이 현사시

보다 평균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eiresonne et al.(1999)이 Hybrid poplar인 Populus tri-

chocarpa×Populus deltoides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에서

도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수액이동량은 일사량과 기온

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5. 상대습도

기온과 수액이동량과의 관계와 달리, 두 수종 모두 8월

동안에 수액이동량은 상대습도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보였

다. 특히 이태리포플러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Figure 7).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식물에서 뿌리의

물질 흡수 능력은 토양, 식물체, 대기 사이의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Cermark et al., 2007;

Wullschleger et al., 1998), 습도가 높으면 대기중의 수분 포

텐셜이 변화되어 결국 수액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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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엽면적

7, 8, 9월 동안에 측정된 총 엽면적은 현사시가 7월에 54

m2, 8월에 188 m2, 9월에 176 m2. 이고 이태리포플러가 7

월에 218 m2, 279 m2, 95 m2이다. 두 수종 모두 8월에 가

장 큰 엽면적이 측정되었다. 또한 두 수종 모두 8월에 수

액이동량이 7, 9월에 비해 높았다(Figure 8). 8월에서 9월

사이에 엽면적이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와 더

불어 수액이동량 또한 8월에 비해 9월에 감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hybrid 포플러종인, Populus

nigra L.×Populus maximowiczii A. Henry’ NM6’ 수액이

동이 생육과 동시에 증가된 엽면적으로 인해 수액이동량

또한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Zalesny et al., 2006). .수

액이동은 엽면적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Cermark et al.,

2004), 증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Li et al., 2002). 수액이

동량은 기공을 통한 증산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증산

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면 수액이동량이 증가한다. 

포플러(Populus alba×P. glandulosa와 Populus eurame-

ricana)의 수액이동량과 기상인자들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이태리포플러(Populus euramericana)는 현사시(Populus

alba×P. glandulosa) 보다 1.8배 많은 양의 수액이동을 하

였다. 수액이동량이 계절에 따라서 경향이 달랐는데 기상

인자 중에서도 기온과, 일사량이 수액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기온과 일사량이 높을 때 수액의 이동 또한 활발

해지고, 기온과 일사량이 낮을 때 수액이동 활동이 낮았

다. 두 수종 모두 비슷한 경향을 띄었다. 이는 기상인자가

수액이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양 피복기(5, 6, 7월) 동안에 생육 저해를 받은 두 수

종 모두, 수액이동활동과 광합성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피

복처리 제거 후 이태리 포플러는 광합성률의 증가와 급격

한 수액이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 현사시에 비해서 회복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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