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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처리에 따른 활엽수 용기묘의 생장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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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주요 활엽수 조림수종인 느티나무, 참느릅나무, 거제수나무 및 피나무를 대상으로 세 가지 시비

처리(0.5 g·L−1, 1.0 g·L−1, 2.0 g·L−1)에 따른 근원경, 간장, 물질생산량, 묘목품질지수 등 생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시설양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종별 적정 시비기술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느티나무는 2.0 g·L−1, 거

제수나무는 0.5 g·L−1 시비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한 생장 및 묘목품질을 나타냈는데, 시비수준에 따른 두 수종간의 생

장 특성이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것이다. 또한, 시비처리에 따른 참느릅나무와 피나무의 근원경과 간장 생장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묘목품질지수는 두 수종 모두 0.5 g·L−1 시비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1.0 g·L−1과 2.0 g·L−1

시비처리구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묘목 품질과 함께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느티나무는 최

소 2.0 g·L−1, 참느릅나무와 피나무는 1.0 g·L−1, 거제수나무는 최대 0.5 g·L−1이 적정 시비 수준으로 판단된다. 수종별

적정 시비 수준(배액, 회수)의 적용으로 우량 묘목 생산 및 이와 연계된 조림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저감,

생산비용 절감 및 양묘 기간 단축 등 경제적 이점이 기대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optimal amount of fertilization of container seedling production

for Zelkova serrata, Ulmus parvifolia, Betula costata and Tilia amurensis. To reach our goal, we measured root

collar diameter (RCD), height, biomass and seedling quality index (SQI) of container seedlings of four deciduous

hardwood species grown at three different fertilization treatments (0.5 g·L−1, 1.0 g·L−1 and 2.0 g·L−1). Z. serrata

seedlings grown at 2.0 g·L−1 fertilization and B. costata seedlings grown at 0.5 g·L−1 fertilization showed the

highest RCD, height, biomass and SQI. The RCD and height of U. parvifolia and T. amurensis seedling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fertilization treatments. Seedlings of two species at 0.5 g·L−1 fertilization

showed the lowest SQI, however, SQI at 1.0 and 2.0 g·L−1 fertilization treatm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appeared that container seedlings of Z. serrata at minimum 2.0 g·L−1

fertilization, U. parvifolia and T. amurensis at 1.0 g·L−1 fertilization and B. costata at maximum 0.5 g·L−1 fertilization

were optimal nutrient conditions. Practice of optimal fertilization rate will make us get better quality seedlings

and reduction of production costs in the container nursery system as well as good field performances with

higher survival rate after planting.

Key words: container seedling, deciduous hardwood species, fertilization, growth performances, nursery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2만 ha 이상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활엽수 조림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FS, 2013). 최근 국산 활엽수 용재의 이용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활엽수종을 대상으로 양묘 및 이와 연계한 조

림기술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기

상이변으로 노지묘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와 겨울철 월동과정에서의 동해 피해가 묘목 생산현

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Kim et al., 2010), 우량

묘목의 대량 생산과 함께 투입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

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양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

점이다.

양묘과정에서 고품질 묘목의 생산은 조림 후 초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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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착률과 우수한 생장으로 이어지며, 건전한 임분 조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Haase et al., 2006; Salifu and Jacobs,

2006). 특히, 시설양묘는 노지양묘보다 조림 시 높은 활착

률, 우수한 생장, 연중 조림 가능, 양묘기간 단축, 생력화

가능, 노동력 절감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Wilson et al.,

200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활엽수종 중 상수리

나무 등 일부 수종만 제한적으로 용기묘 생산과 조림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현장에서 다양한 활엽수종에

대한 용기묘 식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won

et al., 2009).

시설양묘과정에서는 광, 온도, 수분 등의 생육환경 조절

과 용기 종류, 상토, 시비기술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ghai et al., 2014; Grossnickle, 2005). 그 중에서 시비

는 생육상토에서 생장하는 용기묘의 특성 상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한다(Broschat, 1995). 특히, 용기묘 품질은 시비에

따라 변화되는 생리 및 생장 특성, 양분저장능력(nutrient

loading) 등에 의해 좌우되며(Landis et al., 1989), 용기묘

의 내건성, 내한성, 활착, 생장 및 하층식생과의 경쟁력 향

상과 함께 이식 스트레스 저감 효과가 양묘과정 이후 조

림지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수종별 양분요구도에 맞는 시

비기술의 적용은 양묘과정에서의 고품질 용기묘 생산뿐

만 아니라 조림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Cho et al.,

2012; Dumroese et al., 2013).

그러나 불필요한 과량 시비는 시설양묘장 주변의 토

양 및 계류수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Bumgarner et al., 2008; Juntunen et al., 2003), 수종

별 양분의 과·부족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

어서 불량한 묘목이 생산될 수 있다(Lee et al., 2006b).

따라서 시설양묘과정에서 용기묘 생장에 피해가 없는 범

위 안에서의 수종별 시비량 조절 및 시비기술과 함께 양

묘장 주변의 오염수 제어 기술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Park et al., 2012).

이에 본 연구는 주요 활엽수 조림수종인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참느릅나무(Ulmus parvifolia), 거제수나

무(Betula costata) 및 피나무(Tilia amurensis)를 대상으로

세 시비처리에 따른 용기묘의 근원경, 간장, 부위별 물질

생산량, 묘목품질지수 등 생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시

설양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종별 적정 시

비량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지 및 공시수종

시험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생산기술연구소 시설온실(N 37o 45', E 127o 10')이며, 국

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의 느티나무(2009년), 동부

지방산림청의 참느릅나무(2010년)와 피나무(2012년)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거제수나무(2011년) 종자를 분

양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년간 연 1수종씩 각

각 실험하였다. 

2. 양묘 방법 및 시비처리

양묘 시 용기는 24구 용기(320 mL/cavity, 200 seedlings/

m2, Kukilchem, Korea), 생육상토는 피트모스:펄라이트:질

석(1:1:1, v/v)의 상토(Table 1)를 이용하였다. 느티나무, 참

느릅나무, 거제수나무는 실험 당해연도 4월 파종하였으며,

2년 발아 수종인 피나무는 2011년 9월 포지에 직파 후

2012년 5월 용기에 이식하였다. 또한 각 실험연도 4월부

터 10월까지 매일 m2당 20 L를 관수하였다.

시비처리는 6월부터 13주 동안 수용성 비료인

MultiFeed19(19N:19P
2
O

5
:19K

2
O, Haifa Chemicals, Israel)

를 이용하여, 수종당 시비처리별 20용기씩 60용기에 총

1,440본의 용기묘를 대상으로 0.5 g·L−1(500 ppm), 1.0

g·L−1(1,000 ppm) 및 2.0 g·L−1(2,000 ppm) 배액으로 희석

하여 주 1회 관수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3. 생장 특성 조사

수종별 시비처리에 따른 생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처리별 묘목을 40본씩 선정하여 5월 말 시비 전과, 그 후

20일 간격으로 9월까지 총 6회 근원경과 간장을 반복 측정

하였으며, 거제수나무는 초기 생육이 느려 다른 수종보다

20일 늦게 측정을 시작하여 총 5회 측정하였다. 또한 용기

묘의 생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원경과 간장의 첫 번째

측정값에 대한 상대생장량(mm or cm day−1) 및 양묘된 묘

목의 건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H/D율[SQ; Sturdiness

Quotient = height(cm)/root collar diameter(mm)]을 계산하였

다(Bayala et al., 2009; Hughes and Freeman, 1967; Lee

et al., 2006a). 근원경과 간장 측정에는 전자식캘리퍼스와

스틸테이프를 각각 이용하였다. 9월 중순 모든 실험이 끝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edia.

Composition rate (%)
pH

EC
(ds·m

−1)
Total N
(g·kg−1)

P
2
O

5

(mg·kg−1)

Exch. Cations (cmol
c 
kg−1) C.E.C.

(cmol
c 
kg−1)Peat moss Perlite Vermiculite K+ Ca2+ Mg2+

33.3 33.3 33.3 6.2±0.1 0.03±0.00 0.08±0.01 19.5±4.3 0.06±0.00 0.85±0.01 3.71±0.03 16.7±0.4

Values are means of 3 media±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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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 근원경과 간장을 측정했던 시비처리별 40본의 묘목

중 무작위로 각 10본씩 선정하여 잎, 가지, 뿌리로 구분한

뒤 48시간 동안 65oC에서 건조한 후, 각각의 건중량을 측

정하였다. 건중량 측정결과에 의해 용기묘 부위별 물질생

산량, 총 물질생산량 및 T/R률(Ratio of aboveground to

belowground biomass)을 계산하였다(Dominguez-Lerena et

al., 2006; Sestak et al., 1971). 또한, 종합적으로 용기묘의

품질을 최종 판단할 수 있는 묘목품질지수[SQI; Seedling

Quality Index = Seedling dry weight(g)/(H/D ratio + T/R

ratio)]를 계산하였다(Deans et al., 1989).

4. 통계분석

시비처리에 따른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시비처리구간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PC SAS program Version

8.2(SAS, 2000)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근원경 및 간장 생장

시비처리에 따른 느티나무의 근원경과 간장 생장은 모

두 2.0 g·L−1 시비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거

제수나무는 시비배액이 가장 낮은 0.5 g·L−1 시비처리구에

서 가장 우수한 생장을 나타냈다. 느티나무와 거제수나무

는 시비수준에 따라 근원경과 간장 생장이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참느릅나무와 피나무의 경우

시비처리에 따른 근원경과 간장 생장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1). 근원경과 간장의 상대생장량은

참느릅나무 간장을 제외하고 모두 생장 결과와 같은 경향

을 보였으며, H/D율은 4수종 모두 시비처리에 따른 유의

적 차이가 없었다(Table 2). 

시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근원경과 간장 생장은 수종

별로 각각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결

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거제수나무와 같이 시비 강도가

증가할수록 근원경과 간장 생장이 감소하는 결과는 펜둘

라자작나무(Juntunen et al., 2003)와 가시나무(Sung et al.,

2011) 용기묘에서도 나타났으며, 느티나무와 같이 시비 강

도가 증가할수록 우수한 생장을 보이는 반대의 경향은

Acacia mangium 용기묘에서 보고되었다(Cho et al., 2011).

Park et al.(2013)이 노지묘를 대상으로 수행한 시비연구에

서 물푸레나무와 들메나무는 6.9 g·m−2보다 13 g·m−2 수준

의 질소 시비처리구에서 근원경과 간장 생장이 가장 우수

하였지만, 잣나무와 전나무의 경우 시비에 따른 생장의 유

의적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Figure 1. The growth patterns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of container seedlings of four species grown at three different

fertilizations. Vertical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40). Different letters within a species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fertilization treatment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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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으로 수목의 생장과 생존율은 시비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다 어느 수준 이상의 시비량을 초과하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Gilliam et al., 1980; Ingestad, 1979;

Kwon et al., 2009). 생장이 감소하는 시비 수준은 수종별

양분요구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과량시

비로 인한 생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일종의 양분독성

(nutrient toxicity)으로 판단된다(Timmer and Armstrong,

1987). 즉, 수종에 따라 양분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토

를 이용하는 시설양묘과정에서는 수종에 맞는 적정 시비

수준(배액, 회수)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Broschat, 1995;

Dumroese et al., 2013; Landis et al., 1989). 

묘목의 건전도는 지하부 생장 대비 지상부 생장 비율인

H/D율로 판단할 수 있으며(Deans et al., 1989), 묘목의 내

건성 지표로서 H/D율이 높을수록 조림 후 바람, 건조, 저

온 등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dett,

1990; Grossnickle, 2012). 또한 수종별 시비량의 과·부족

은 지하부와 지상부의 불균형적인 생장을 초래하여, 조림

후 고사율 증가, 생장 감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Etter, 1971; Phillion and Libby, 1984; van den

Driessche, 1988). Johnson et al.(1996)은 용기묘의 경우

H/D율 값이 10 cm·mm−1 이하일 경우 건전한 묘목으로 분

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종묘사업실시

요령 내 산림용 묘목규격표에서 용기묘 합격 기준 적용

H/D율 값을 침엽수의 경우 8~14 cm·mm−1, 활엽수는 9~22

cm·mm−1 범위로 정하고 있다(KFS, 2014). 본 연구결과에

서 4수종 모두 종묘사업실시요령 기준 내에서, 시비처리

에 따른 H/D율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과량시비에 따

른 묘목 지상부 웃자람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묘목

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장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

다. 또한 참느릅나무가 가장 높은 H/D율 값을 보였으며,

피나무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수종별 생장패턴과 형태학

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 수종 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며, 수종별 적정 시비배액을 구명하기 위해 H/D율과

같은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묘목 품질을 평가하는 것보

다는 이외 묘목품질지수, 광합성 산물의 배분, 근계발달 등

의 생장 특성과 함께 광합성, 엽록소 함량 등의 생리적 특

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물질생산량 및 묘목품질지수

느티나무는 2.0 g·L−1 시비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우수한 총 물질생산량을 보였는데, 나머지 두 시비처리구

보다 약 60% 이상 높은 값을 나타냈다. 참느릅나무의 총

물질생산량은 0.5 g·L−1 시비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지만,

1.0과 2.0 g·L−1 시비처리구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거

제수나무는 근원경과 간장 생장과 같이 시비강도가 높아

질수록 총 물질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피나무는 시비처리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느티나무와 피나무의 T/R률은 시비처리에 따른 차이는 없

었으며, 참느릅나무와 거제수나무는 2.0 g·L−1 시비처리구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3). 

수종별 양분요구도에 맞는 적정 시비는 토양 내 최적 양

분조건을 가져다 주며, 결과적으로 활발한 광합성 활동으

로 생장이 증가하게 된다(Cho et al., 2011; Han and Chiba,

2009; Richards et al., 1973). 특히 식물의 생장은 토양 내

양분함량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토양 양분의 함량과 생

장은 비례관계에 있다(Inagaki et al., 2009). 또한 시비는

Table 2. The growth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and H/D ratio of container seedlings of four species grown at three

different fertilizations. 

Species
Fertilization

treatment
(g·L

−1)

Root collar diameter Height
H/D ratio

(cm·mm−1)Growth
(mm)

Relative  growth rate
 (mm·day−1)

Growth
(cm)

Relative growth rate 
(cm·day−1)

Z. serrata

0.5  4.8±0.8b 0.042±0.007b 56.2±2.9b 0.517±0.028b 11.8±1.2a

1.0  5.1±0.3b 0.044±0.004b 59.0±4.6b 0.533±0.049b 11.7±1.3a

2.0  6.9±0.8a 0.062±0.008a 78.5±6.1a 0.745±0.056a 11.5±1.8a

U. parvifolia

0.5  4.0±0.4a 0.038±0.005a 64.3±8.9a 0.610±0.087b 16.0±2.0a

1.0  4.5±0.5a 0.042±0.005a 66.6±7.3a 0.631±0.072b 15.0±2.8a

2.0  4.6±0.5a 0.044±0.004a 76.2±3.1a 0.728±0.036a 16.6±1.9a

B. costata

0.5  6.0±0.3a 0.068±0.005a 60.0±1.1a 0.737±0.013a 10.0±0.6a

1.0  5.5±0.3b 0.060±0.003b 51.5±2.0b 0.636±0.026b  9.4±0.7a

2.0  5.3±0.4b 0.059±0.004b 46.8±2.4c 0.567±0.033c  8.9±1.1a

T. amurensis

0.5  9.4±1.1a 0.078±0.011a 59.7±2.9a 0.553±0.032a  6.4±1.0a

1.0  9.6±1.7a 0.080±0.016a 56.6±3.0a 0.523±0.034a  6.1±1.5a

2.0 10.4±1.7a 0.088±0.016a 60.9±7.8a 0.567±0.073a  6.0±0.6a

Values are means of 40 seedling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within a specie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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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유기물 함량, 미생물 특성, 효소 활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생장 특성에 변화를 준다(Compton et al.,

2004; Frey et al., 2004; Thirukkumaran and Parkinson,

2002). 본 연구에서도 4수종 모두 근원경과 간장 생장이

높은 시비처리구에서 많은 물질생산량을 보였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시비 배액, 방법, 시기 및 비료 종류에 따라 우

수한 근원경과 간장 생장 및 생리적 특성을 보인 시비처

리구에서 가장 우수한 물질생산량과 양분이용효율이 나

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Cho et al., 2012; Dumroese et

al., 2013; Juntunen et al., 2003; Kwon et al., 2009; Luis et

al., 2009; Park et al., 2010; Timmer and Miller, 1991; Way

et al., 2007).

시설양묘과정에서 이용되는 수용성 비료는 대부분 질

소, 인, 칼륨과 함께 미량원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식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Ingestad

and Agren, 1992). 즉, 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의 생

장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흡수함으로써 양분결핍이 저

하되면서 생장이 증가하는 것이다(Salifu and Jacobs,

2006).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생장도 증

가하지만, 수종별 적정수준(임계농도) 이상의 시비를 실

시할 경우 과량시비에 따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Landis

et al., 1989; Park et al., 2013). Teng and Timmer(1995)

는 적정 수준 이상의 질소 시비에 따라 토양 산도 증가,

알루미늄 독성 피해 등으로 전나무의 생장이 감소하였음

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 수종 중 참느릅나무와 거

제수나무는 시비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두 수종보다 더

민감하여 과량시비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양묘과정에서의 적정 시비는 우수한 묘목 품질을 나타

내며, 동시에 조림과정에서도 높은 물질생산량을 보인다

(Mackensen et al., 1996). Reddel et al.(1999)의 Gmelina

arborea와 Acacia mangium 연구에서도 적정 시비 처리구

에서 생산된 묘목이 양묘과정과 조림과정 모두에서 높은

물질생산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합성 산물의

배분 및 근계 발달은 조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Lloret

et al., 1999; Tsakaldimi et al., 2005), 지상부 물질생산량

과 T/R률 높은 묘목은 조림 후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저

항 능력이 떨어져서(Aranda et al., 2002) 불량한 조림 성

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R률이 4수종

모두 모든 시비처리구에서 3.0 g·g
−1 전후의 값을 나타냈

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시비 처리에 의해 우수한 광합성 능력을 지닌 용

기묘는 조림 이후 과정에서도 우수한 생장과 높은 활착률

Table 3. The effect of fertilization on the biomass production and T/R ratio of container seedlings of four species.

Species
Fertilization

treatment
(g·L

−1)

Dry weight (g)
T/R ratio

(g·g
−1)Leaf Stem Root Total

Z. serrata

0.5 0.76±0.43b 1.37±0.12c 0.97±0.33b  3.11±0.57c 2.36±1.01a

1.0 1.21±0.15b 1.79±0.15b 1.45±0.25b  4.45±0.25b 2.12±0.38a

2.0 2.31±0.06a 2.61±0.23a 2.18±0.19a  7.10±0.43a 2.26±0.11a

U. parvifolia

0.5 1.51±0.13b 1.73±0.28b 2.29±0.32b  5.53±0.59b 1.42±0.11ab

1.0 1.94±0.35b 2.47±0.32a 3.54±0.59a  7.95±0.58a 1.27±0.23b

2.0 2.46±0.17a 2.83±0.04a 3.11±0.20a  8.40±0.37a 1.71±0.07a

B. costata

0.5 1.91±0.14a 2.32±0.21a 1.24±0.08a  5.47±0.41a 3.41±0.19ab

1.0 1.89±0.01a 1.75±0.06b 1.14±0.01a  4.78±0.05a 3.18±0.07b

2.0 1.01±0.16b 1.36±0.26b 0.62±0.04b  2.98±0.45b 3.82±0.43a

T. amurensis

0.5 4.66±0.78a 5.16±0.54a 3.82±0.62a 13.64±0.55a 2.64±0.67a

1.0 4.36±0.45a 5.09±0.51a 4.21±0.47a 13.66±0.37a 2.28±0.49a

2.0 5.77±1.24a 5.57±0.75a 5.13±1.05a 16.47±2.43a 2.27±0.52a

Values are means of 10 seedling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within a specie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2. The effect of fertilization on seedling quality index
(SQI) of container seedlings of four species. Vertical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10). Different letters within a

species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fertilization treat-
ment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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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Leiva and Fernandez-Ales, 1998; Oliet et

al., 2009). 이러한 이유는 적정 시비로 인해 뿌리에서 수

분흡수능력과 수분이동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Trubat

et al., 2006; Hernandez et al., 2009; Chirino et al., 2008).

이러한 적정 시비 과정을 통해 생산되어 높은 묘목품질을

가진 조림목이 우수한 조림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

된다.

시비처리에 따른 느티나무와 피나무의 묘목품질지수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면서 2.0 g·L−1 시비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참느릅나무는 0.5 g·L−1 시비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다른 두 시비처리구에는 유의적 차

이는 없었다. 반면, 거제수나무는 2.0 g·L−1 시비처리구에

서 가장 낯은 묘목품질을 나타냈으며, 0.5와 1.0 g·L−1 시

비처리구간의 차이는 없었다(Figure 2). 묘목품질지수 결

과는 대부분 근원경, 간장 및 물질생산량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피나무와 같이 시비처리에 따라 근

원경, 간장 및 물질생산량 등은 유의적 차이가 없어도 묘

목품질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Cho et al., 2012),

생리적 특성과 함께 절대적인 생장량 뿐만 아니라 지상부

와 지하부의 균형적 생장이 이루어졌을 때 묘목품질이 높

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묘과정에서는 낮은 H/D율

과 T/R률 및 높은 물질생산량일 때 건전하게 생산된 묘목

으로 평가받는 것이다(Bayala et al., 2009).

생육상토를 이용하여 용기묘를 생산하는 시설양묘과정

에서 시비처리에 따른 양분 조건 변화는 묘목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림 성과와

도 연계되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수종별 시비 조

건의 구명을 통한 적정 시비 수준(배액, 회수)의 적용은 우

량 묘목 생산으로 우수한 조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침

출수의 비료 성분 최소화에 따라 양묘장 주변 환경오염

저감 효과와 함께 생산비용 절감, 양묘기간 단축 등의 경

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주요 활엽수 조림수종인 느티나무, 참느릅나

무, 거제수나무 및 피나무를 대상으로 세 가지 시비처리

에 따른 근원경, 간장, 물질생산량, 묘목품질지수 등 생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시설양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

용 가능한 수종별 적정 시비기술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느티나무는 2.0 g·L−1, 거제수나무는 0.5 g·L−1 시비처리

구에서 가장 우수한 생장 및 묘목품질을 나타냈는데, 시비

수준에 따라 생장 특성이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것이다. 또

한, 시비처리에 따른 참느릅나무와 피나무의 근원경과 간

장 생장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묘목품질지수는

두 수종 모두 0.5 g·L−1 시비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1.0 g·L−1과 2.0 g·L−1 시비처리구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종별 양분요구도에 따라

적정 시비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묘

목 품질과 함께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느티

나무는 최소 2.0 g·L−1, 참느릅나무와 피나무는 1.0 g·L−1,

거제수나무는 최대 0.5 g·L−1이 적정 시비 수준으로 판단

된다. 수종별 적정 시비 수준(배액, 회수)의 적용으로 우

량 묘목 생산 및 이와 연계된 조림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저감, 생산비용 절감 및 양묘 기간 단축 등 경제

적 이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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