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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남에 자생하고 있는 100-600년 추정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의 생육특성을 분석하고, 상토에

따른 삽목증식의 영향을 구명하였다.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 6개체는 마을형 4개소, 하천형 주변 1개소, 들판형 1

개소에 자생하고 있었다. 삽목증식은 10가지 상토에서 실시하였으며, 모든 상토에서 삽목묘의 생존율은 93%이상이

었다. 삽목묘의 묘고 생장이 가장 좋았던 상토는 시판 바이오상토(CBS, mean=60.01 cm)였으며, 다음으로 혼합상토

(VPMP, mean=42.95 cm), 피트모스(PM, mean=41.81 cm) 순이었다. 근원경의 생장은 상토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였

으며, 신초는 1-4개 형성되었다. 삽목묘의 뿌리길이는 묘고 생장이 좋았던 상토였던 CBS와 VPMP에서 20 cm 이상

생장하였다.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바, 왕버들의 삽목에는 보습력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EC값이 높은 약

산성의 상토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와 VPMP 상토는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의 삽목증식에 적합한 상토

로 나타났다.

Abstract: Old growth and protected-trees are worth history and culturally in Korea. This research carried out

to investigate habitat characterization and the vegetative propagation methods of Salix chaenomeloides(100-600

years old tree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It has been preserved in good and grow naturally in area

surrounding village(4 trees), riverside(1 tree) and field(1 tree). Cutting from old growth and protected trees was

conducted using 10 kinds of bedsoils. It was survived above 93% in all bedsoils. Growth of cuttings is a distinct

difference according to bedsoils and tree ages. Growth of cutting was high on CBS, followed mixed bedsoils

(VPMP) including vermiculite, peatmoss and perlite. Root collar diameter was difference depend on tree ages

and bedsoils. All trees are produced 1 to 4 branch. Root growth of cutting was 20 cm on CBS and VPMP,

which is the best shoot growing on cutting. Bedsoil with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igh moisturizing

ability, high air permeability, high EC value and slightly acid may be suitable for efficiently cutting propagation

of old growth and protected S. chaenomeloides. CBS and VPMP bedsoil are favorable for propagating this

species by cuttings. 

Key words: Salix chaenomeloides Kimura, old growth and protected tree, cutting, bedsoil, rooting,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서 론

노거수 및 보호수는 모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주변환경

의 변화와 생육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노령화에 따른

피해의 지속적 예찰과 조치가 필요하다(Kim et al., 2008).

노거수 및 보호수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자연유산

으로서 대단한 가치가 있으며, 수목의 분류학적, 유전학적,

육종학적으로 그 존재가치는 높다(Bang et al., 2003; Ha

and Bang, 2005). 과거에는 생활공간에서 쉽게 볼 수 있었

으나 현재는 도시화, 국토개발, 농촌사회의 구조변화 등으

로 인하여 노거수의 생육환경이 극히 쇠약해지거나 고사

하여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후계목 조차 남기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1996). 자연유산의 쇠퇴를

인지하고 종의 훼손과 소멸을 막기 위해 노거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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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대책이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소극

적인 보호대책으로 인해 사실상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Hong et al., 2009).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은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다른 버드나무종에 비하여

교목성 특성을 나타내는 수종으로 임계모수령(臨界樹齡,

threshold age of tree)이 400년이 넘는다(Jang and Kim,

2007). 왕버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중국에

도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산골짜기의 습지, 하천변 등 수

분이 많은 곳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왕버들은 습지

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하천수변(riparian) 및 유수역(lotic

zone) 수목이자 습지와 육상의 전이대에 분포하는 유일한

수종이다. 하지만, 왕버들은 종자가 늦게 산포되어 춘계형

습생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발아가 어려우며, 발아가 진

행된다 하더라도 그늘에서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

군의 크기가 작다(Argus, 2006). 왕버들은 하안의 침식방

지, 사면지지, 재해 복구 등 생태적 환경복원과 폐수 슬러

지 정화 및 토양 내 중금속을 흡착하여 토양을 개선할 뿐

만 아니라 속성수로 훌륭한 biomass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Niyama, 1995; Baker et al., 1994; Labrecque et al.,

1995; Jeong, 2013; Greger and Landberg, 1999). 따라서

다용도의 왕버들은 자원식물로도 매우 중요한 식물이다. 

노거수에 대한 증식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노거

수 연구는 주로 노거수 생육환경조사 연구(Gu et al.,

2007; Kim, 2011; Lim and Chekar, 2011; You et al.,

2011; Kim et al., 2009; Ha et al., 2006), 보호실태연구

및 관리 방안 연구(Park et al., 2000; Kim et al., 2008;

Kim, 2012) 등이 있다. 그러나 노거수의 분화능력 등 생리

적 연구 및 무성증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식물은 노령화 될수록 분화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erhe and Negash, 1998). 노령목으로부터 분화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유령화, 조직배양 등의 방법이 있

지만 보호수 등에 적용하기에는 힘들다. 삽목 등 무성번

식법은 모수의 형질을 유지하면서 증식을 할 수 있다

(Hackett, 1985). 그러나 100년 이상의 노거수에 대한 증식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100년에서 600년

에 이르는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의 생육 현황을 조사

하고, 적정 삽목상토 등 삽목 증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왕버들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국가

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경상남도 소재 보호수 왕

버들 22개체 중 100년생부터 600년생까지로 추정되는 6

개체의 왕버들을 임의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왕

버들은 100년생(지정번호: 12-10-12-4-1, 의령군 의령읍 무

전리 소재), 200년생(지정번호: 12-16-7-2,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230년생(지정번호: 12-13-5-1-1, 밀양시 상

동면 가곡리 소재), 400년생(지정번호: 12-9-7-1-1,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소재), 510년생(지정번호: 12-13, 함안군

가야읍 도향리 소재), 그리고 600년생(지정번호: 12-00-49,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소재)이었다. 삽목은 2013년 2월 20

일에 삽수를 채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2. 노거수 및 보호수 현장조사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의 생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일반적인 생육현황과 수목이 위치한 입지와 관리현황

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생육현

황은 개체별 특성(모수령, 수고, 흉고둘레 및 수관폭) 및

생육현황(잎 길이, 잎 너비, 신초생장 길이 및 전년도생장

길이, 활력도)을 조사하였으며, 관리현황(지형, 입지유형,

입지, 답압, 복토, 해충, 석축 및 바닥상태)은 기존연구

(Bang et al., 2003)에서 제시한 유형타입에 의거하여 조사

하였다. 활력도 조사는 2013년 5월-2013년 11월까지 생장

이 왕성한 시기에 측정하였다. 수목 활력도 측정은 Lee et

al.(2012)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였으며, 휴대용 수목전

기저항 측정기 Shigometer(미국 OSMOSE사, Oz -93)를

사용하였다. Shigometer 바늘형 측정침(needle probe)으로

지면에서 1.2 m 높이의 왕버들 형성층을 동, 서, 남, 북 방

향으로 형성층전기저항치(ER값)를 측정하였다. 

3. 상토에 따른 삽목증식

삽수는 100년에서 600년생 왕버들의 당해연도 생장한

가지를 절취하여 길이 10-13 cm로 조제하였고, 기부를 45°

이하가 되게 잘라 사용하였다. 10종의 상토는 버미큘라이

트(현농에버그린, V), 피트모스(KGH인더스트리, PM), 펄

라이트(새티스인터네셔날, P), 버미큘라이트+피트모스(1:1,

v/v, VPM), 버미큘라이트+펄라이트(1:1, v/v, VP), 피트모

스+펄라이트(1:1, v/v, PMP), 버미큘라이트+피트모스+펄

라이트(1:1:1, v/v/v, VPMP), 시판 바이오상토(영농사,

CBS), 모래(S) 및 마사토(다농원원예가든, DG)를 사용하

였다. 삽수는 상토가 담긴 플라스틱 삽목상자(폭 35 cm ×

길이 50 cm × 높이 12 cm)에 모수령별로 각각 60개의 삽

수를 2/3 정도를 상토에 묻어주었다. 삽목은 경상대학교

학술림 온실(경상남도 진주시 소재)에서 실시하였으며, 온

실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 차광막(75%)을 설치

하였으며, 습도조절을 위해 오전, 오후 각각 15분씩 자동

관수를 실시하여 관리하였다. 삽목은 삽수 조제 후 바로

실시하였으며, 상토에 따른 왕버들의 연간 생장량 측정은

삽목 실시 후 생장이 중지되는 시점인 2013년 11월 중순



78 韓國林學會誌 제104권 제1호 (2015)

에 생존률, 발근률, 묘고, 근원경, 신초갯수, 뿌리길이, 엽

면적을 조사하였다. 엽면적의 측정은 정단부로부터 5 이

내에서 있는 가장 큰 잎을 측정하였다. 

5.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10종 상토의 특성은 각각의 상토의 물리적 특성(공극률,

기상률 및 수분함량)과 화학적 특성(pH 및 EC)을 분석하

였다. 모든 분석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분석법(NIAST.

1988)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6. 통계분석

데이터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 이용하여 Duncan's

Miltiple Range Test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평균값 간의 유

의차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의 일반적 생육현황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은 모수령에 따라 다소 다른 차

이를 보였다(Table 1). 수고는 13-25 m였고, 모수령과 수

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고가 높은

노거수는 진주시 이반성면의 왕버들(약 400년)과 함안군

가야읍의 왕버들(약 510년)이었으며, 가장 수고가 낮은 노

거수는 김해시 한림면 소재 왕버들(약 200년)이었다. 흉고

직경은 2-5.5 m로 나타났고, 함안군 대산면 소재 왕버들

(약 600년)이 가장 큰 개체로 조사되었다. 잎의 길이는

6.26-7.59 cm로 나타났고, 진주이반성면 소재 왕버들(약

400년)이 가장 길었다. 잎의 너비는 3.25-3.74 cm로 나타

났고, 의령군 의령읍 소재 왕버들(약 100년)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초와 전년지의 생장길이는 개체간

에 차이를 보였으며, 의령군 의령읍 소재 왕버들(약 100

년)이 신초생장이 가장 좋았고 진주시 이반성면 소재 왕

버들(약 400년)의 전년지 생장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처럼 왕버들의 생육현황은 모수령에 따라 수고,

흉고직경 및 수관폭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모수령에

따른 생육현황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

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이 자생하고 있는 입지에 따른 생

육환경이 수목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된

다. 수목활력도를 조사한 결과 보호수의 활력도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성층전기저항 측정치는 15.7-17.8로

나타났으며, 의령읍 소재 왕버들(약 100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함안군 대산면 소재 왕버들(약 60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기저항치(ER) 값은 모수령이 높아질수

록 높게 나타났다.

2.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 입지유형과 관리현황

5개 지역 6곳의 왕버들이 자생하고 있는 지형과 입지유

형을 조사하였다(Table 2). 왕버들 노거수 및 보호수는 모

Table 1. Growth condition of old growth and protected trees of S. chaenomeloides.

Trees age
(year)

Tree height 
(m)

Diameter
(m)

Tree width 
(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Branch length 
(cm)

Hard branch 
length (cm)

Eletrical 
resistance (kΩ)

100 20 2.0 10 7.52±0.76a 3.74±0.29a 10.35±2.28ab 11.37±2.26ab 15.7±1.11a

200 13 2.2 25 7.23±0.57a 3.40±0.28bc 9.66±1.75b 10.62±1.89bc 15.8±0.95a

230 16 3.0 17 7.18±0.82a 3.52±0.26abc 9.04±2.09b 09.55±2.36c 16.0±2.11a

400 25 4.2 25 7.59±0.66a 3.66±0.18ab 9.04±2.10a 12.79±1.96a 16.2±1.26a

510 25 4.2 10 7.31±0.53a 3.46±0.26abc 9.04±2.11c 07.32±0.77d 17.4±1.5ab

600 14 5.5 6 6.26±0.50b 3.25±0.51c 9.04±2.12c 07.93±0.83d 17.8±2.03b

100 years old tree: Uiryeong-eup, Uiryeong-gun(12-10-12-4-1), 200 years old tree: Hallim-myeon, Gimhae-si(12-16-7-2), 230 years old
tree: Sangdong-myeon, Miryang-si(12-13-5-1-1), 400 years old tree: Ibanseong-myeon, Jinju-si(12-9-7-1-1), 510 years old tree: Gaya-eup,
Haman-gun(12-13) and 600 years old tree: Daesan-myeon, Haman-gun(12-00-49).

Table 2. Management status of old growth and protected tree of S. chaenomeloides.

Trees age
(year)

Topography
Location 
condition

Management status

Stamping Covering Embankment Ground Harmful insect

100 plain Village Yes No Yes Soil No

200 plain River No No No Soil, Vegetation No

230 plain Field No No No Soil, Vegetation No

400 plain Village Yes Yes Yes Soil No

510 plain Village No No No Soil No

600 plain Village Yes No Yes Soil No

100 years old tree: Uiryeong-eup, Uiryeong-gun(12-10-12-4-1), 200 years old tree: Hallim-myeon, Gimhae-si(12-16-7-2), 230 years old
tree: Sangdong-myeon, Miryang-si(12-13-5-1-1), 400 years old tree: Ibanseong-myeon, Jinju-si(12-9-7-1-1), 510 years old tree: Gaya-eup,
Haman-gun(12-13) and 600 years old tree: Daesan-myeon, Haman-gun(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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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입지유형은 마을형 4개소

(66.6%), 하천형 1개소(16.7%), 들판형 1개소(16.7%)로 나

타났다. 본 조사지역의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은 마을

형이 가장 많았다. 왕버들의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왕

버들은 답압 3개소(50.1%), 복토 1개소(16.7%), 그리고 석

축 3개소(50.1%)에 생육하고 있었다. 또한, 바닥상태는 6

곳 모두 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 2곳에서는 하층 식생

과 함께 생육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충에 의한 피해는 없

었다. 보호수의 수세 쇠약 또는 고사의 원인으로는 건물,

도로, 시설물 가설 등 지장물, 복토, 답압, 과습, 해충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2; Kang et

al., 2002). 본 연구 조사지의 왕버들도 답압토양과 석축 위

에 생육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토에 따른 삽목묘의 생장

모수령 별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의 삽목증식을 위해

적정삽목 상토를 구명하였다. 왕버들 삽목묘는 새로운 신

초와 뿌리가 유도되었다(Figure 1). 모수령에 따른 삽수의

생존율은 10종의 삽목상토에서 모두 93% 이상 생존하였

으며, 발근율은 95% 이상을 보였다. 뿌리갯수, 뿌리길이,

신초갯수는 상토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Figure 1. Plantlets propagated on various bedsoils after 10

month of cutting. Abbreviation; V: vermiculite, S: sand,
VPM: vermiculite+peatmoss, P: perlite, VPMP: vermiculite

+peatmoss+perlite, PMP: peatmoss+perlite, CBS: commercial

bio bedsoil, VP: vermiculite+perlite. DG: decomposition of

granite and PM: peatmoss.

Table 3. Effects of bedsoil on plant growth of cutting of S. chaenomeloides.

Bedsoil
Plant growth(cm)* 

100 years 200 years 230 years 400 years 510 years 600 years Mean

V 42.63±14.17bc 32.97±9.52b 26.51±5.49b 38.57±9.78c 39.45±15.04b 31.27±9.74bc 35.23

PM 47.43±8.43b 30.50±7.30bc 31.38±5.00b 52.36±8.73ab 52.59±6.50ab 36.64±3.92b 41.82

P 24.94±2.88d 18.24±2.56de 21.08±3.47b 21.50±2.77d 35.50±8.08b 22.08±1.73c 23.89

VPM 29.62±9.05cd 21.57±0.80cde 23.41±2.72b 41.40±9.74bc 40.60±2.50b 35.90±6.20b 32.08

VP 34.74±9.01bcd 19.95±5.54de 24.93±2.50b 40.40±9.05bc 45.72±15.30ab 29.55±4.41bc 32.55

PMP 41.15±0.74bc 25.41±3.04bcde 27.46±2.44b 41.05±2.26bc 41.80±7.06ab 30.42±15.73bc 34.55

VPMP 44.53±4.71b 26.38±3.34bcd 38.67±2.91ab 57.51±10.31a 54.15±7.19ab 36.47±1.72b 42.95

CBS 72.61±7.95a 41.55±4.27a 53.00±25.64a 64.44±8.48a 60.60±16.17a 67.83±4.71a 60.01

S 39.91±2.00bc 24.66±2.51bcde 24.63±10.48b 43.15±4.96bc 37.25±6.25b 32.91±6.12bc 33.75

DG 26.02±2.63d 16.88±1.62e 21.19±3.09b 29.91±4.93cd 36.86±7.38b 21.91±3.27c 25.46

*Plant growth was measured after 10 month of cutting. 
Abbreviation; V: vermiculite, PM: peatmoss, P: perlite, VPM: vermiculite+peatmoss, VP: vermiculite+perlite, PMP: peatmoss+perlite,
VPMP: vermiculite+peatmoss+perlite, CBS: commercial bio bedsoil, S: sand, and DG: decomposition of granite.

Table 4. Effects of bedsoil on root collar diameter of cutting of S. chaenomeloides.

Bedsoil
Root collar diameter(mm)* 

100 years 200 years 230 years 400 years 510 years 600 years Mean

V 11.62±2.71ab 07.90±0.48b 10.50±0.77a 08.95±2.14a 09.79±2.04ab 11.90±1.00a 10.11

PM 12.33±1.55a 11.60±0.98a 08.01±0.50ab 10.42±0.70a 10.37±1.64ab 06.69±1.04c 9.90

P 06.50±0.94d 08.71±1.61b 09.91±0.63a 08.49±0.80a 10.664±0.19ab 08.27±0.97bc 8.76

VPM 09.44±1.05bc 08.53±0.56b 08.56±0.52ab 10.21±1.13a 08.56±0.53b 08.07±2.03bc 8.90

VP 10.01±0.58ab 07.35±1.38b 09.10±1.83ab 08.96±2.17a 08.82±0.84ab 09.03±0.33b 8.88

PMP 10.71±0.60ab 07.41±1.02b 08.08±2.39ab 09.38±1.23a 09.52±2.43ab 08.72±1.30bc 8.97

VPMP 12.56±2.01a 09.31±1.47b 07.80±1.45ab 08.68±1.87a 08.90±0.25ab 08.48±1.23bc 9.29

CBS 10.66±0.74ab 12.05±1.54a 09.71±1.26a 11.33±1.89a 11.30±1.65a 09.21±0.61b 10.71

S 10.28±1.63ab 8.85±1.51b 06.43±0.71b 09.33±1.28a 08.90±0.41ab 08.81±1.77bc 8.77

DG 7.03±1.44cd 7.70±0.38b 08.42±2.72ab 10.06±1.66a 10.24±1.17ab 07.89±0.24bc 8.56

*Root collar diameter was measured after 10 month of cutting. 
Abbreviation; V: vermiculite, PM: peatmoss, P: perlite, VPM: vermiculite+peatmoss, VP: vermiculite+perlite, PMP: peatmoss+perlite,
VPMP: vermiculite+peatmoss+perlite, CBS: commercial bio bedsoil, S: sand, and DG: decomposition of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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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 삽목에 적합한 상토종을 구명

하였다(Tables 3-5). 10종의 상토에서 왕버들 삽목묘는 각

기 다른 생장을 보였다(Table 3). 왕버들 삽목묘의 생장은

CBS(mean=60.01 cm)에서 가장 좋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

합토인 VPMP(mean=42.95 cm)순 이었다. 또한 삽목묘의

생장은 통기성보다 보수성이 높은 단일 피트모스(mean=

41.82 cm), 버미큘라이트(mean=35.23 cm)에서도 생장이

좋았다. 반면, 통기성이 높고 보수성이 낮은 펄라이트(mean

=23.89 cm)와 마사토(mean=25.46 cm)에서는 생장이 저조

하였다. 평균적으로 생장이 가장 좋은 상토인 CBS와 생

장이 가장 저조한 상토인 펄라이트에서는 2.5배 차이를 나

타내었다. 왕버들의 모수령에 따른 삽목묘의 생장은 생장

이 가장 좋았던 CBS와 자람이 가장 저조하였던 펄라이트

에서 100년생 2.9배, 200년생 2.2배, 230년생 2.5배, 400

년생 2.9배, 510년생 1.7배 그리고 600년생 왕버들에서 3.1

배의 생장 차이를 나타내었다. 

근원경의 생장은 상토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근원경 생장이 가장 좋았던 상토는 CBS(mean

Table 5. Effects of bedsoil on shoot number of cutting of S. chaenomeloides.

Bedsoil 
Shoot number*

100 years 200 years 230 years 400 years 510 years 600 years Mean

V 2.67±1.53a 2.33±1.53a 2.00±0.00a 2.33±1.53a 2.00±1.00a 2.33±1.15a 2.28

PM 4.33±2.08a 2.00±1.00a 2.33±0.58a 2.33±153a 2.67±1.53a 2.00±1.00a 2.61

P 2.67±1.53a 1.67±0.58a 2.33±1.15a 2.33±0.58a 2.67±2.08a 2.33±0.58a 2.33

VPM 2.33±0.58a 2.00±1.00a 2.00±1.00a 3.00±1.00a 2.00±1.00a 2.00±1.73a 2.22

VP 2.67±2.08a 2.00±1.00a 2.00±1.00a 2.33±0.58a 3.00±1.73a 2.00±1.00a 2.33

PMP 3.00±2.00a 1.67±1.15a 1.33±0.58a 3.00±1.00a 2.67±1.15a 2.33±1.15a 2.33

VPMP 2.33±1.53a 2.00±1.73a 1.67±0.58a 2.33±1.15a 2.00±1.00a 1.67±0.58a 2.00

CBS 2.33±0.58a 1.67±0.58a 2.67±1.53a 2.67±1.15a 2.00±1.00a 2.67±0.58a 2.34

S 2.33±1.15a 2.67±1.15a 1.33±0.58a 2.00±1.00a 2.33±1.53a 2.00±1.00a 2.11

DG 2.00±1.00a 1.33±0.58a 2.00±1.00a 2.47±1.53a 2.67±1.53a 1.33±0.58a 1.97

*Shoot number was measured after 10 month of cutting. 
Abbreviation; V: vermiculite, PM: peatmoss, P: perlite, VPM: vermiculite+peatmoss, VP: vermiculite+perlite, PMP: peatmoss+perlite,
VPMP: vermiculite+peatmoss+perlite, CBS: commercial bio bedsoil, S: sand, and DG: decomposition of granite.

Figure 2. Effects of bedsoil on root length of cutting of S. chaenomeloides. Root length was measured after 10 month of cutting.

A: 100 years old tree, B: 200 years old tree, C: 230 years old tree. D: 400 years old tree E: 510 years old tree and F: 600 years old
tree.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 삽목증식에 미치는 상토의 영향 81

=10.71 mm)였으며, 가장 저조하였던 상토는 마사토(mean

=8.56 mm)였다. 그러나 근원경 생장은 모수령에 따라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왕버들 삽목묘로부터 유도된 신초갯수는 상토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신초갯수는 CBS, 피트모

스, 펄라이트, VP, PMP 혼합 상토에서 약간 많았으나 유

의성은 없었다. 또한 모수령에 따라서도 일정한 경향은 보

이지 않았다. 신초갯수는 모수령 및 상토종과 상관없이 평

균적으로 1-4개가 유도되었다(Figure 1). 

뿌리 생장은 모수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상토

종에 따른 생장의 차이를 보였다(Figure 2). 묘고의 생장

이 좋았던 상토인 CBS와 VPMP에서는 모든 왕버들 삽목

묘가 20 cm 이상의 뿌리 생장을 보였다. 모든 삽목묘의

뿌리생장은 상토종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잎면적은 모수령별 간에는 차이는 없었으나 상토종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Figure 3). 왕버들의 잎면적은 생

장이 좋았던 상토(CBS, VPMP 및 피트모스)에서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드나무속의 삽목은 SRC를 위해 유럽, 미국 등지에서

시도되었으며, 가장 많이 시도된 수종은 S. viminalis이다.

버드나무속의 삽수는 1-2년 휴면지를 사용하였으며, 삽수

의 생리학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ennerby-Forsse et al., 1993). 버드나무속의 삽목은 대체

로 용이한 편이나 종이나 클론에 따라 생존율 및 생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esebach and Naujoks,

2004).

일반적으로 삽수의 활착은 삽목시기, 삽수부위, 내생 호

르몬, C/N율 등의 내적 요인과 삽목상토의 종류, 수분함

량, 온도, 광도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도 관여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Alegre et al., 1998; Hambrick et al., 1985;

Hansen, 1985; Suh, 1997: Woo et al., 1997; Ah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왕버들 노거수 및 보호수의 삽목이 모

수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모수의 활력이 매

우 양호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버

드나무의 삽목에는 삽수의 건강상태, 삽수채취시기, 삽수

의 저장상태는 버드나무속의 삽목증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ennerby-Forsse et al., 1993).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노거수 및 보호수 왕버들 삽목에는 CBS와 혼합상

토 VPMP가 왕버들의 삽목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삽목에서 뿌리발근과 줄기생장은 역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Eliasson, 1971), 본 연구

에서는 CBS상토에서 줄기와 뿌리 생장이 모두 좋았다. 

4.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왕버들 삽목묘의 생장이 좋았던 상토와 생장이 좋지 못

한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Table 6). 생장

이 좋았던 상토의 수분함량은 VPMP에서 5.05%로 가장

높았으며, CBS 4.29%, 피트모스 3.64% 순이었다. 반면 생

장이 좋지 못한 상토인 마사토(0.63%), 펄라이트(0.16%)

Figure 3. Effects of bedsoil on leaf area of cutting of S. chaenomeloides. Leaf area was measured after 10 month of cutting. A:

100 years old tree, B: 200 years old tree, C: 230 years old tree. D: 400 years old tree E: 510 years old tree and F: 600 years old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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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공극율은 대체적으로 입

자가 고르게 분류된 상토(버미큘라이트, PMP, VPMP,

VPM, CBS, PM, VP) 90% 이상 높았고, 펄라이트(48.62%),

마사토(46.97%)와 모래(42.86%)에서는 공극률이 낮았다.

상토의 전기전도도(EC)값은 CBS에서 11.78로 가장 높았

으며, 반면 모래에서는 0.13으로 낮았다. pH값은 마사토

에서 7.8이었으며, 그 외 다른 상토에서는 pH값이 4-7이

었다. 

목본식물의 삽목은 배양 상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삽목에 사용되는 적합한 상토로는 자갈(Mesh et al., 1997),

톱밥과 미세사토의 혼합상토(Shiembo et al., 1997), 톱밥

(Loach, 1986)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삽목을

위한 상토는 수종마다 다르지만 산소, 수분함량, pH, 배지

의 공극성 등을 최적화한 상토의 구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Leakey, 1990). 본 연구 결과 노거수 및 보호수 왕

버들 삽목에는 보습력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EC값이 높

은 약산성의 상토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삽목 시 발

근과 뿌리생장에는 상토의 이화학적 특성이 영향을 받는

다고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0; Oh, 1996; Yoshida

et al., 1992). 상토입자 크기는 공극형성, 통기성과 관련이

있으며, 공극 내 산소는 뿌리의 호흡에 관여하여 생장에

영향을 준다. 또한 상토의 물리적 성질은 직접적으로 뿌

리생장과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Kang, 1998; Konishi,

1994). 따라서 왕버들 삽목묘 뿌리의 생육이 좋았던 CBS

와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의 혼합상토 VPMP

는 상토 내의 보습력과 통기성이 양호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수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화능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령별 공시 노거수가 1본으

로 추후 다수의 노거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얻어진

삽목묘의 생육 및 생리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유용수종의 삽목증식과 중요 유전

자원인 왕버들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 및 증식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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