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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편백나무 1-0 용기묘를 대상으로 시비수준(2 g/L, 1 g/L, 대조구)과 용기용적(500 mL, 400 mL,

320 mL)에 따른 생육특성, 묘목 내 탄소 및 질소함량, 320 mL 용기용적에서 생육한 편백 2-0 용기묘의 산지 식재

후 생장상태를 조사하였다. 편백나무 용기묘의 근원경 생장량은 2 g/L 시비처리구 3.14 mm, 1 g/L 시비처리구 2.75 mm,

대조구 2.41 mm순이었으며, 묘고의 경우 1 g/L 시비처리구는 21.88 cm로, 대조구 20.92 cm나 2 g/L 시비처리구 19.06 cm

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다. 용기용적의 경우 500 mL가 320 mL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근원경과 묘

고 생장을 보였다. 시비 수준에 따른 묘목 건중량은 1 g/L 처리구가 4.41 g seedling−1로 대조구 3.67 g seedling−1나 2 g/L

처리구 2.92 g seedling−1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500 mL이나 400 mL 용기용적이 320 mL 용기용적에 비해

유의적으로 묘목 건중량이 높았다. 잎 내 질소 함량은 시비처리구(2.45-2.60%)가 대조구(1.51%)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묘목 각 부위 별 탄소함량의 경우 시비처리나 용기용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편백나무 2-0 용

기묘를 산지 식재한 후 근원경과 묘고 생장을 조사한 결과 시비처리 용기묘가 대조구에 비해 생장이 양호하였다. 편

백나무 용기묘 생장 및 산지 식재 후 생육특성을 고려할 때 용기묘 양성을 위한 적정시비수준은 1 g/L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growth characteristics, carbon and nitrogen content of

containerized 1-0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t various levels of fertilizer (2 g/L, 1 g/L, control) and three

container volumes (500 mL, 400 mL, 320 mL). The growth of root collar diameter was highest in the 2 g/L

(3.14 mm), followed by the 1 g/L (2.75 mm) and control (2.41 mm) treatments, while the height of seedlin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1 g/L (21.88 cm) than other treatments (2 g/L: 20.92 cm; control: 19.06 cm).

The growth of root collar diameter by container volume was better in the 500 mL than in the 320 mL. Dry

weight of seedling was the highest in the 1 g/L (4.41 g seedling−1), followed by the control (3.67 g seedling−1)

and the 2 g/L (2.92 g seedling−1) treatments. The dry weight of seedlings by container volu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500 mL than in the 320 mL. Nitrogen concentration in foliage was ranged from 1.51% in the

control to 2.45-2.60% in the fertilizer treatments. However, carbon concentration of seedlings was not affected

by the fertilizer or the container volume treatments. The growth of seedlings following planting in mountain area

was better in the fertilized seedlings compared with in the unfertilized seedling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1 g/L fertilization was an optimum rate for growth following planting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Key words: carbon concentration, container seedling, dry mass of seedling, fertilization, nitrogen concentration

서 론

최근 용기를 이용한 산림용 침엽수 묘목 생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5;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7; 2010; Song

et al., 2012). 이는 용기묘의 경우 생육과정동안 관리가 용

이 할 뿐만 아니라 산지 이식 시 근계손상을 최소화 하여

이식 활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Landis

et al., 1989; Dumroese, 2003; Jackson et al., 2007; Song et

al., 2012). 

용기묘의 생장특성은 용기형태나 공급되는 양분량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Landis et al., 1989; South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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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et al., 2010; Kim et al., 2010; Cho et al., 2011;

Cho et al., 2012), 생육과정동안 용기묘에 충분한 양분공

급은 적정양분 이하에서 생육한 묘목에 비해 근원경이나

묘고 생장특성이 양호하였다(Landis et al., 1989; Oliet et

al., 2004; South et al., 2005). 또한 용기묘의 근원경 생장

이 양호할 경우 불량한 근원경을 가진 용기묘에 비해 이식

후 생존률에 차이가 나고 생육 또한 양호하였다(Dumroese,

2003; Jackson et al., 2007; Song et al., 2012). 용기묘는

생육과정상 용기의 형태나 크기 등에 의해 다양한 생장반

응을 보였으며(South et al., 2005; Jeong et al., 2010;

Kim et al., 2010), 용기용적이 클수록 묘목의 근원경이나

묘고 생육이 양호하였다(Dominguez-Lerena et al., 2006;

Ortege et al., 2006; Jeong et al., 2010).

용기용적이나 시비수준이 용기묘 생장에 중요한 요인

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요인과 용기묘의 생장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용기

용적에서 생육한 곰솔과 소나무 용기묘의 경우 투입되는

양분 수준이 근원경과 묘고 생장에 중요한 생육 제한 인

자였으며(Jeong et al., 2010), 용기용적의 경우 산지이식

활착률과 관계되는 묘목 근계 발달 같은 형태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rtega et al., 2006). 

편백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 주요 조림 수종으로 식

재되어 왔으며(Song et al., 2012) 최근 이 지역의 경우 소

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림수종으로 편백나무 용기묘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량 용기묘 생산을 위한 최

적 용기용적 및 시비 방법, 산지 식재 후의 성과 등에 대

한 정보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편백나무를 대상으

로 시비수준 및 여러 가지 크기의 용기용적에 따른 묘목

의 생육특성과 묘목 부위별 탄소 및 질소 함량 변화와 산

지 식재 후 생장 특성을 조사 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에 위치하며

자동 관수시설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한 375 m2 크기의 비

닐온실에서 실시되었다. 채종원산 편백나무 종자(산지번

호: COB-제주-1973-2009,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사용

하여 3가지 용적을 가지는 PVC용기 [(15구: 41×25×16 cm

(L×D×H, 500 mL), 20구: 40×32×15 cm(L×D×H, 400 mL),

24구: 42×28×14 cm(L×D×H, 320 mL)]에 구당 10-12립

씩 2010년 4월 중순 자동 파종기로 파종하였다. 파종 시

상토는 코코피트 25%, 피트모스 25%, 펄라이트 25%, 질

석 25%로 구성된 산림용 용기묘 전용 상토를 자동 충진

기로 충진하였다. 상토의 초기 pH는 5.42, 전기전도도는

580 µS cm−1 였다.

실험설계는 3수준 시비처리(2 g/L, 1 g/L, 대조구) × 3가

지 용기용적 처리(500 mL, 400 mL, 320 mL) × 3 반복으

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에 사용한 묘목의 총 본수는 531본

이다. 시비는 수용성 비료인 Multifeed 19™ (N:P:K =

19:19:19, Haifa chemical)를 이용하여 3가지 용기용적의

편백나무 1-0 묘목를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3수준의

시비처리(2 g/L, 1 g/L, 대조구)를 실시하였다. 시비 수준

은 증류수에 Multifeed를 용해한 후 500 mL의 경우 묘목

당 67 mL, 400 mL의 경우 50 mL, 320 mL의 경우 42

mL씩 살포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기용적 당 시비량이 차

이가 나는 것은 PVC 용기의 종류(예를 들면 15구, 20구,

24구)에 따라 1 L의 동일한 시비량 양이 투입되도록 처리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500 mL와 400 mL의 경우

320 mL에 비해 묘목 당 각 각 1.6배와 1.2배 많은 양이 투

입되었다. 시비는 2011년 7월 8일 1회 시비하였으며 2011

년 9월 9일 까지 매주 1회 씩 총 10회 실시하였다.

편백나무 묘목의 용기용적 및 시비에 따른 생장 특성 중

근원경과 묘고는 시비처리 전인 2011년 7월 7일 측정하고,

2011년 7월 8일 시비 실시 후 8월 12일, 9월 23일, 11월

5일, 12월 19일 등 총 5회에 걸쳐 버니어 캘리퍼스와 접자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묘목 건중량 과 묘목 각 부위별

탄소 및 질소함량은 시비처리 전인 7월 7일 각 처리구별

4본의 묘목을 채취하였고, 시비처리 후인 9월 23일과 12

월 19일 9본의 묘목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묘목은 잎, 가

지, 줄기로 분리하였으며 잎 면적은 잎 면적 측정기(CI-

202 area meter CID, Inc. USA)로 측정하였다. 잎 면적

측정이 끝난 잎, 가지, 뿌리 등은 65°C 항온건조기에서 48

시간 이상 건조하고 항량에 도달 한 후 건중량을 측정 하

였다. 건중량 측정 후 묘목의 잎, 가지, 뿌리를 부위별로

Wiley mill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40 mesh를 통과한 시료

를 대상으로 원소분석기(Thermo Scientific, Flash 2000,

Italy)에 의해 묘목 각 부위의 탄소와 질소함량을 분석하

였다. 상토 pH(istec, 735P, Korea)와 전기전도도(Thermos,

Orion 3 star, Singapore)는 시비처리 전 7월 7일에 처음

측정 하였고 시비가 완료된 9월 23일 그리고 묘목 생장이

완료되어 휴면기인 12월 19일 등 총 3회 측정하였다.

용기묘의 산지 식재 후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29일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에 위치

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술림 내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에 편백나무 용기묘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320 mL의 용

기용적에서 생산된 편백나무 2-0묘목을 수하식재하였다.

2가지 수준의 시비처리(1 g/L, 2 g/L)와 대조구를 포함하

는 묘목은 각 처리별로 3반복에 10본씩, 2 m 간격으로 식

재하였으며(총 90본) 식재 후 즉시 근원경과 묘고를 측정

하였다. 묘목의 활착 및 생육특성 조사는 식재 약 6개월 후

인 2012년 11월 근원경과 묘고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용기용적 및 시비처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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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fixed effect로 하는 2원분산분석(2-Way-Anova)을 이용

하여 P<0.05 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용기용적 및

시비처리에 대한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의 유의성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모델은 다음과 같다. 

Yij = u+Fi+Vj+(F×V)ij+eij [u:전체 평균효과,

F(i=1, 2, 3), 시비수준; V(j=1, 2, 3): 용기용적]

분산분석 결과 상호작용에 유의성이 없는 경우 주효과

(main effect)인 용기용적과 시비처리의 유의성을 검정하

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검정법에 의

해 처리 평균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SAS, 2003).

결과 및 고찰

1. 근원경 및 묘고 생장

편백나무 용기묘의 근원경 및 묘고 생장에 대한 분산분

석 결과 근원경의 경우 시비처리전인 7월 7일, 묘고의 경

우 9월 23일 조사 결과에서 시비처리와 용기용적 사이에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P<0.05)가 있었으나(Table 1), 나

머지 기간 동안 조사결과는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나

타나지 않아(P>0.05) 시비처리와 용기용적의 주요인 효과

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7월 7일 시비처리 전 조

사한 묘목의 근원경은 대조구> 2 g/L 시비처리구> 1 g/L

시비처리구 순이었으며, 묘고는 대조구 10.05 cm, 2 g/L

시비처리구 9.80 cm, 1 g/L 시비처리구 9.01 cm 였다

(Figure 1, 2). 그러나 시비처리 후 근원경과 묘고 생장량

은 시비효과가 뚜렷하여, 12월에 조사한 결과는 2 g/L 시

비처리구의 근원경 생장량이 3.14 mm로, 1 g/L 시비처리

구 2.75 mm나 대조구 2.41 mm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묘고의 경우 1 g/L 시비처리구는 21.88 cm로, 대조구

20.92 cm, 2 g/L 시비처리구 19.06 cm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묘고 생장을 보였다(Figure 1, 2). 시비처리구의 근원

경 및 묘고 생장이 대조구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은 시비

에 따른 양분의 직접적인 흡수량 증가가 원인이나 묘고의

경우 2 g/L 시비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 비료 과다 흡수에 따른 생육저하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편백나무 용기묘의 시비에 따른 뚜렷한 생장 반

응은 시비처리가 용기묘 생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임을 시사한다(Landis et al., 1989;

William and Stroupe, 2002; Dumroese et al., 2005; Kim

et al., 2009, Jeong, et al., 2010).

용기용적이 근원경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500 mL가

320 mL보다 생장이 양호하였으며(Figure 1, 2) 이는 500 mL

의 경우 320 mL에 비해 지상부와 뿌리의 충분한 생육 공

간 확보와 광, 수분, 양분 같은 요인이 320 mL에 비해 양

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Dominguez-Lerena et al.,

2006; Jeong, et al., 2010; Kim et al., 2010). 유사한 결

과로서 동일한 양분량을 공급한 경우 토양용적이 높은 환

경에서 자란 식물의 줄기나 뿌리 biomass가 많았으며

(McConnaughhay and Bazzaz, 1991), 낙엽송의 근원경과

묘고 생장의 경우도 500 mL의 용기용적에서 생육한 묘목

이 200 mL 용기에서 생육한 묘목에 비해 유의적으로 양

호한 생육특성을 보였다(Kim et al., 2010).

Table 1. P-value of analysis of variance of root collar diameter (RC) and seedling height (H)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nd container volume treatments.

Variable df
Jul. Aug. Sep. Nov. Dec.

RC H RC H RC H RC H RC H

Fertilizer (F) 2 <0.001 <0.001 <0.001 0.944 0.004 <0.001 <0.001 <0.001 <0.001 <0.001

Container volume (V) 2 <0.001 <0.649 0.001 0.142 <0.001 0.525 <0.001 0.704 0.002 0.847

F×V 4 <0.001 0.064 0.723 0.073 0.382 0.028 0.683 0.067 0.202 0.574

Figure 1. Growth of root collar diameter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 and container

volume (B) treatments.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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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기묘의 부위별 건중량 및 잎면적

편백나무 용기묘의 부위별 건중량 및 잎면적에 대한 분

산분석 결과(Table 2) 시비처리와 용기용적 사이에 유의적

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편백나무 묘

목의 잎 건중량은 시비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으며, 12월에 조사한 결과 1 g/L 시비처리구의 잎 건중

량은 2.66 g seedling−1으로 2 g/L 시비처리구나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잎 건중량을 보였다(Figure 3). 이

는 시비에 따른 상토 내 양분 유효도의 증가와 양분의 흡

수 등이 잎 건중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Kwon et al., 2009; Jeong et al., 2010). 줄기 건중

량도 잎 건중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1 g/L 시비처리구

가 2 g/L 시비처리구나 대조구에 비해 높은 건중량을 보

이고 있다(Figure 3). 뿌리 건중량의 경우 대조구가 시비

처리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낮은 양분

유효도에서 지상부보다는 지하부 뿌리 생육이 활발하다

는 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wang et al., 2003; Gough

et al., 2004; Kim et al., 2009; Kwon et al., 2009; Jeong et

al., 2010). 시비 수준에 따른 총 묘목 건중량은 1 g/L 처리

구가 4.41 g seedling−1로, 대조구 3.67 g seedling−1, 2 g/L

시비처리구 2.92 g seedling−1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

을 보이며, 이는 편백나무 용기묘 생육에 1 g/L 시비처리

가 적합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 g/L 시비처리구의 가

장 적은 건중량 생산은 비료량이 적정량 보다 많아 과잉

소비(luxury consumption) 에 따른 생육불량(Dumroese

2003)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용기용적에 따른 묘목 건중량의 경우 9월에 조사한 결

과는 용기용적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12월 조사 결과

는 500 mL와 400 mL가 320 mL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잎, 뿌리, 총 묘목 건중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용기용적이

클수록 묘목의 지상부나 지하부 생육공간이 크고, 광, 온

도, 수분, 양분 등과의 경쟁에서 양호한 환경조건을 가지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Jeong et al., 2010). 유사한 결과 낙

엽송 2년생 용기묘의 경우도 묘목 전체나 각 기관별 건중

량 모두 용기용적이 크고 묘목 밀도가 낮을수록 큰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0).

12월에 측정한 잎 면적의 경우 시비수준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용기용적은 잎 면적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다(Figure 4). 시비수준에 따른 잎 면적의 경

우 1 g/L 시비처리구 46.91 cm2 seedling−1, 2 g/L 시비처리

구 33.16 cm2 seeding−1와 대조구 35.89 cm2 seeding−1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비에 따

른 충분한 양분공급으로 지상부 광합성 부위의 생육이

양호하였기 때문이다(Hwang et al., 2003).

3. 묘목의 질소 및 탄소함량

편백나무 용기묘의 묘목 부위별 질소 및 탄소함량에 대

한 분산분석 결과(Table 3) 시비처리와 용기용적 사이에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아(P>0.05) 시비처

리와 용기용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백나무

묘목의 잎 내 질소함량은 1 g/L 시비처리구가 2.45%, 2 g/

L 시비처리구는 2.60%로, 대조구 1.51%에 비해 높게 나

Figure 2. Growth of seedling height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 and container volume
(B) treatments.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among treatmen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Table 2. P-value of analysis of variance of dry weight (L: Leaf, S: stem; R: root, T: total seedling; LAI: leaf area index)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 components as affected by fertilizer and container volume treatments.

Variable df
Sep. Dec.

L S R T LAI L S R T LAI

Fertilizer (F) 2 0.074 0.623 0.001 0.032 0.149 0.001 0.002 0.001 0.001 0.001

Container volume (V) 2 0.147 0.540 0.168 0.121 0.343 0.028 0.434 0.001 0.021 0.513

F×V 4 0.782 0.475 0.399 0.578 0.739 0.759 0.784 0.116 0.53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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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잎 내 질소함량은 시비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인 증

가 반응을 보였다(Figure 5). 시비처리구의 잎 내 질소함

량 증가는 질소 성분의 직접적인 흡수나 상토 내 양분유

효도의 증가가 원인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09;

Kwon et al., 2009; Jeong et al., 2010). 또한 2 g/L 처리

구의 질소함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침엽수 잎 내 적정질

소 함량 1.5%-2.5%(Landis et al. 1989; Dumroese 2003)

에 비해 높게 나타나 2 g/L 시비처리는 편백 용기묘 생산

에 있어서 비료 과잉에 따른 생육저하가 빌생 할 수 있으

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도 2 g/L 시비처리구의 묘목 건중

량은 타 처리구에 비해 가장 적었다(Figure 3). 그러나 용

기용적에 따른 잎 내 질소함량은 500 mL 처리구 2.18%,

400 mL 처리구 2.24%, 320 mL 처리구 2.16% 로 처리

간 유의적인 차가 없었다.

편백나무 묘목의 줄기 내 질소함량은 잎 내 질소함량과

유사한 경향으로 2 g/L 시비처리구가 1.59%로, 대조구

0.9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질소함

량은 고농도 비료에 뚜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용기

용적에 따른 질소함량의 경우 1.22-1.32%에 분포하여 용

기용적 간 유의적인 차는 없었다.

뿌리 내 질소함량은 잎이나 줄기 질소함량과 유사한 반

응을 보이고 있으며, 시비처리구의 질소함량은 2.69-3.14%

로, 대조구 1.16%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용기용적 간

뿌리 내 질소함량의 경우 잎이나 가지 등의 질소함량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유의적인 차는 없었다.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로 Hwang et al.(2005)은 소나무나 낙엽송 묘목

의 잎, 줄기, 뿌리 등은 시비반응이 뚜렷하여 시비처리구

의 묘목 내 질소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인 질소함량

의 증가를 관찰한 바 있다. 

Figure 3. Dry mass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 Sep.; C: Dec.) and container volume (B: Sep.;

D: Dec.) treatments.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among treatmen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Figure 4. Leaf area index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 and container volume (B).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among treatmen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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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 잎 내 탄소함량의 경우 시비처리구와 대조구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Figure 6). 용기 용적에 따

른 잎 내 탄소함량의 경우도 46.47-46.60%로 탄소함량에

차이는 없었다. 줄기 내 탄소함량의 경우도 시비처리구와

대조구, 또는 용기용적 간 유의적인 차가 없었으나, 뿌리

의 경우 2 g/L 처리구가 44.78%로 대조구 47.79%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2 g/L 처리구의 경

우 질소 같은 타 양분 함량(Figure 5)이 높아 시비구의 탄

소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Entry

et al., 1998). 임목 내 탄소함량의 경우 주로 유전적, 환경

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며(Bert and Danjon,

2006; Zhang et al., 2009) 시비 후 묘목 내 탄소함량의 변

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et al., 2010).

4. 상토특성변화

편백나무 용기묘의 상토 내 pH와 전기전도도의 분산분

석 결과(Table 4)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P>0.05). 시비처리 및 용기용적에 따른 상토의 pH는 시

비처리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용기용적은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7). 9월에 측정한

상토 pH의 경우 시비처리구는 pH 3.48-3.54로 대조구 pH

3.97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12월에

채취한 상토 pH는 2 g/L 처리구의 상토 pH가 대조구나

1 g/L 처리구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시비처리구의 상

토 pH가 대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비료 내 포함된

묘목의 질소성분 흡수에 따른 양이온 방출이나 투입된 비

료성분의 질산화작용에 따른 수소 이온 증가 등이 원인으

로 사료된다(Jacobs and Timmer 2005). 시비처리와는 대

조적으로 용기용적에 따른 상토 pH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Table 3. P-value of analysis of variance of nitrogen (N) and carbon (C) concentration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nd container volume treatments.

Variable df
Leaf Stem Root

N C N C N C

Fertilizer (F) 2 <0.001 0.194 0.031 0.389 0.027 0.076

Container volume (V) 2 0.822 0.960 0.865 0.364 0.975 0.444

F×V 4 0.463 0.996 0.880 0.957 0.995 0.989

Figure 5. Nitrogen concentration of Chamacyparis obtusa
seedlings by fertilizer application (A) and container volume

(B).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among treatmen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Figure 6. Carbon concentration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 and container volume

(B).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among treatmen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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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의 전기전도도는 pH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시비처리구가 4,508-2,366 µS/cm−1 정도에 분포하나

대조구는 615 µS cm−1로 시비처리 전과 유사하여 시비처

리구에서 전기전도도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특히 2 g/L 처

리구의 경우 1 g/L 처리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값을

보였으며(Figure 7) 12월에 채취한 상토의 경우도 2 g/L

처리구의 전기전도도는 1 g/L 처리구나 대조구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아 비료성분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반

면, 1 g/L 처리구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특

히 2 g/L 시비처리구의 평균 전기전도도는4,508 µS/cm−1

로서 일반적으로 침엽수 용기묘목의 뿌리 손상을 초래하

는 상토 내 전기전도도 2,500 µS/cm−1(Jacobs and Timmer,

20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용기 용적에 따른 전기전도도

의 경우 9월 채취한 상토의 경우 320 mL 처리구가 타 처

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나 12월 채취한

상토의 경우 용기 용적과 같이 유의적 차는 없었다

5. 산지 식재 후 생장 특성

320 mL에서 생육한 편백나무 2-0 묘 대상으로 3월에 산

지 식재한 후 11월에 재조사한 결과 묘목은 100% 활착을

보여 고사된 묘목은 없었다. 또한 11월에 조사한 근원경

및 묘고 모두 대조구에 비해 시비처리로부터 생산된 묘목

Table 4. P-value of analysis of variance of growth medium of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 as affected by fertilizer and

container volume treatments.

Variable df
pH EC

Sep. Dec. Sep. Dec.

Fertilizer (F) 2 <0.001 <0.001 <0.001 0.014

Container volume (V) 2 0.776 0.880 0.056 0.272

F×V 3 0.414 0.244 0.162 0.212

Figure 7. pH and EC of growth medium of Chamacyparis obtusa seedlings as affected by fertilizer (A, C) and container volume (B, D)
treatments.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among treatmen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Figure 8. Root collar diameter (A) and height (B) growth

following planting in mountain area of Chamacyparis obtusa
seedlings s affected by fertilizer treatments.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among treatmen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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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비처리 수준 사이

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ure 8). 이와 같이 시비처

리 묘목의 산지 식재 후 대조구에 비해 양호한 생장은 줄

기생장을 위한 묘목 내 질소함량 높았기 때문으로(Figure

3), 본 연구 결과는 Maritime pine(Pinus pinaster) 용기묘

의 이식 첫해 묘고 생장은 식재 전 묘목 내 질소함량과 유

의적인 상관이 있었다는 결과(Fraysse and Crémière,

1998)와 유사하다. 

결 론

1. 편백나무 용기묘를 대상으로 용기용적 및 시비 수준에

따른 생육특성 및 산지 식재 후 생장상태를 조사한 결과 시

비처리 묘목의 근원경과 묘고 생장량은 시비효과가 뚜렷하

였으며, 1 g/L 처리구가 2 g/L 처리구나 대조구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묘고 생장을 보였다. 그러나 용기용적에 따

른 묘고 생장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근원경은 500

mL 용기용적이 320 mL 용기용적 보다 크게 나타났다. 잎,

줄기, 뿌리 건중량은 용기용적 및 시비수준에 따라 유의적

인 차가 있었으며, 1 g/L 시비처리구와 500 mL 용기용적이

타 처리구에 비해 높은 건중량 묘목을 생산하였다.

2. 편백나무 용기묘 잎 내 질소함량의 경우 시비처리구

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묘

목의 탄소함량은 시비처리나 용기용적에 따라 차이가 없

었다.

3. 산지 식재한 묘목의 근원경과 묘고 생장은 시비처리

묘목이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백나무 용기묘는 시비 처리에

대해 유의적인 생장반응을 보였으며 산지 식재 후 생장생

태를 고려할 때 320 mL의 1 g/L 시비 처리가 편백나무

묘목 양성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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