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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처리가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와 졸참나무 (Q. serra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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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tion growth and the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due to civilization caused global 
warming. Temperature on the Earth rose about 0.7°C for the last 100 years, the rate is accelerated since 2000. 
Temperature is a factor, which determines physiological action, growth and development, survival, etc. of the 
plant together with light intensity and precipit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global warming would affect 
broadly geographic distribution of the plant as well as structure and function eco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on the ecosystem, a study about the effect of temperature rise on germination and 
growth in the plant is required necessari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rimental 
warming on the germination and growth of two oak species (Quercus mongolica and Q. serrata) in temperature 
gradient chamber (TGC).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ntrol, medium warming treatment ( + 1.7℃; Tm), and 
high warming treatment ( + 3.2℃; Th) conditions. The final germination percentage, mean germination time 
and germination rate of two oak species increased by the warming treatment, and the increase in Q. serrata 
was higher than that in Q. mongolica. Root collar diameter, seedling height, leaf dry weight, stem dry weight, 
root dry weight, and total biomass were the highest in Tm treatment. Butthe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h treatment. In the Th treatment, Q. serrata had significantly higher H/D ratio, S/R ratio, and low root 
mass ratio (RMR) compared with control plot. Q. mongolica had lower RMR and higher S/R ratio in the Tm 
and Th treatments compared with control plot. Therefore, growth of Q. mongolica are expected to be more 
vulnerable to warming than that of Q. serr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species-specific responses to 
experimental warming, could be applied to predict ecosystem changes from global warming.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ould deduce that temperature rise would increase germination of Q. serrata and Q. mongolica 

Manuscript received 29 June 2019, revised 10 September 2019,  
revision accepted 12 Septem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970-5666, Fax: +82-2-970-5822, 

E-mail: leecs@swu.ac.kr



온난화 처리에 대한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반응 211

서     론

인구 증가와 문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가 지구온

난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Mullan and Haqq-Misra, 2019).
지구상의 온도는 지난 100년간 약 0.7℃ 상승하였고 

(IPCC, 2013), 2000년 이후 그 상승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NOAA, 2017). 한반도의 경우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에 성공한다면 (RCP 2.6) 2041∼2070년에 현재보다 1.8℃ 

상승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일부

만 실현된다면 (RCP 6.0) 2071∼2100년에 지금보다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KMA, 2017). 
온도는 광량 및 강우량과 더불어 식물의 생리적 작용, 

생장과 발달, 생존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Walck et al., 
2011).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식물의 지리적 분포와 생태계

의 구조와 기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huiller et al., 2008).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기온상승이 식물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발아와 초

기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

은 생태계의 1차 생산자인 식물의 종 분포, 생존 및 번식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hompson, 1970; 
Pearson et al., 2006; Thuiller et al., 2008). 또한 발아 후 유

묘 단계에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반응이 성숙한 개체보다 

민감하게 나타나,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기 쉬

운 장점이 있다 (Houle, 1994; Lloret et al., 2009).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은 식물의 종 특성, 생육발달 

단계, 생태형, 주변 환경의 물리·화학적 요인과 그 강도에 

따라 다양하다. 기온 상승 강도에 따라 발아시간을 촉진시

키기도 하고, 발아시간과 발아율을 모두 촉진시키기도 한

다 (Milbau et al., 2009). 반면에, 임계치 이상의 기온 상승

은 수화된 (hydrated) 종자를 휴면상태로 유도·강화하여 발

아를 지연시킬 수 있고, 건조한 종자의 휴면을 방해할 수

도 있다 (Roberts, 1988). 묘목의 경우도 온난할수록 초기 

생장량이 감소 (Han et al., 2014) 또는 증가하거나 (Park et 
al., 2016) 유의한 차이가 없는 등 (An et al., 2016) 수종별

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열선, 상부개방형챔버 (open-top chamber), 적

외선등 (infrared lamp), 온도구배온실 (temperature gradient 
chamber) 등을 이용한 실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단일 온난화 조건에서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
묘의 생리 및 생장특성만을 다룬 실험이 대부분이고, 기온

의 강도를 달리하여 한반도에 넓게 분포하는 수종을 대상

으로 발아와 초기생장반응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와 졸참

나무 (Q. serrata Murray)는 각각 한반도 북부 및 남부지역

의 대표적 천이 후기 수종으로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수

종이다 (Kim et al., 2009; Lee and Song, 2011). 우리나라 산

림 대부분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심각

하게 훼손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산림녹화정책

으로 빠르게 복구되었고, 이후 자연보호지역의 확대로 산

림 천이가 진행되었다 (Lee et al., 1998; Cho et al., 2018). 
이에 따라 천이 후기종인 신갈나무와 졸참나무는 우리

나라 중·남부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Lee and 
Chung, 1965; Park, 2014). 신갈나무는 졸참나무에 비해 비

교적 높은 고도 (중부지방: 해발고도 100 m 이상, 남부지방: 
해발고도 300 m 이상)에 분포한다 (Choung, 1998). 반면에, 
졸참나무는 남부 저산지에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중부

지방에서는 해발고도 500 m 이하에 주로 분포한다 (Park, 
2014). 또 지형적으로도 신갈나무는 산복 이상에 분포하고 

졸참나무는 그 이하에 분포하는 경향이다 (Lee, 1989). 그
러한 공간 분포의 지형적 차이는 미기후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식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반응에서 차이를 

and consequently contribute to increase establishment rate in the early growth stage of the plants. But we have 
to consider diverse variables to understand properly the effects that global warming influences germination 
in natural condition. Treatment of global warming in the medium level increased the growth and the biomass 
of both Q. serrata and Q. mongolica. But the result of treatment in the high level showed different aspects. 
In particular, Q. mongolica, which grows in cooler zones of higher elevation on mountains or northward in 
latitude, responded more sensitively. Synthesized the results mentioned above, continuous global warming 
would function in stable establishment of both plants unfavorably. Compared the responses of both sample 
plants on temperature rise, Q. serrata increased germination rate more than Q. mongolica and Q. mongolica 
responded more sensitively than Q. serrata in biomass allocation with the increase of temperature. It was 
estimated that these results would due to a difference of microclimate originated from the spatial distribution 
of both plants. 

Key words: experimental warming, germination, Quercus mongolica, Q. serrata, seedl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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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른 강도의 온난화 환경이 신갈나무와 졸참

나무의 발아와 초기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온난화 강

도가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발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 온난화 강도가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생장량과 

물질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온난화 환경 조성

강도가 다른 온난화 환경은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환경

과학원에 설치된 온도구배온실 (TGC; Temperature Gra-
dient Chamber)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TGC는 폭 3.5 m, 
길이 30 m, 높이 3 m 규모의 터널형 비닐하우스이고, 내부

의 기온은 일사량 또는 전기열풍기 작동으로 상승된다. 온
실의 입구에서 출구로 갈수록 일평균 기온차가 0℃에서 

약 5℃까지 증가하도록 연속적인 구배를 유지하며 연중 

24시간 온난화 조건을 조성하였다. 온도구배는 TGC의 입

구 (inlet)와 출구 (outlet)의 기온 차이에 따라 자동시스템으

로 환풍기를 조절하여 유지하였다. TGC는 자연적인 기온

과 광조건 및 기상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온난화 환경 조

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Lee et al., 2000). 본 연구에

서 실험은 시료식물을 온실 내 대조구, 중간 강도 온난화 

처리구 (Tm, medium warming treatment) 및 강한 강도 온

난화 처리구 (Th, high warming treatment)에 배치하여 수

행하였다. 실험기간 (2011년 3월 17일∼10월 17일) 중 Tm
과 Th의 일평균기온은 각각 20.5℃와 22.0℃로 대조구 

(18.8℃) 대비 각각 + 1.7℃ 및 + 3.2℃의 온난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각각 RCP 2.6과 RCP 6.0 시나리오의 기온 상

승 예측 값 (각각 + 1.8℃ 및 + 3.0℃) 수준의 온난화 효과

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KMA, 2017). TGC의 낮 (6시∼18
시)과 밤 (18시∼6시)의 평균기온은 기온상승을 유발하는 

에너지원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Tm 및 Th의 낮

평균 기온은 대조구보다 + 2.8℃ 및 + 4.2℃ 높았고, 밤평

균 기온은 대조구보다 + 0.9℃ 및 + 2.6℃ 높았다. 일평균 

상대습도는 대조구가 73.7%이었고, Tm과 Th는 대조구보

다 각각 4.4% 및 8.2% 낮았다. 평균 대기수증기압차 (Vapor 
pressure deficit, VPD)는 대조구가 0.6 kPa, Tm 및 Th가 각

각 0.8 kPa 및 0.9 kPa 이었고, 최대 VPD는 대조구, Tm 및 

Th가 각각 1.56 kPa, 1.94 kPa 및 2.23 kPa이었다.

2. 발아 실험

신갈나무와 졸참나무 종자는 2010년 10월에 강원도의 

자연림에서 채집하였다. 신갈나무림은 보통 사면 중부 이

상에 성립하고 졸참나무림은 그 이하에 분포하여 종자의 

수집 장소는 고도 400 m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발아실험

을 위한 종자는 각종 종자 크기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종

자를 선별하여 젖은 모래에 저온 (5℃) 저장하여 보관하였

다. 종자는 2011년 3월 17일 파종 전에 10시간 침수 전처

리를 실시한 후 멸균수로 수 회 세척하고, 8 cm의 상토를 

채운 삽목상자에 총 100립씩 (25립× 4반복) 파종하였다. 파
종한 삽목상자는 TGC에 대조구, 중간 강도 온난화 처리구 

(Tm) 및 강한 강도 온난화 처리구 (Th)에 위치시켰다. 관수

는 매일 18시에 1시간씩 자동으로 관수하였다. 
발아는 종자의 떡잎이 보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

으며, 파종 후 1일 또는 2일 간격으로 70일 동안 관찰하

고, 최종발아율 (Final Germination percentage, FGP), 평
균발아일수 (Mean Germination Time, MGT), 발아속도 

(Germination Rate, GR) 및 일평균발아속도 (Mean Daily 
Germination, MDG)를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 최종발아율 (FGP) =총 발아수 / 파종한 종자수× 100 
•   평균발아소요일 (MGT): (Kulkarni et al., 2007), MGT 

= ∑ (Ni × Ti) / ∑Ni [Ni: i일에 발아한 종자 수, Ti: 치
상 후 조사일 수]

•   발아속도 (GR): 수정된 Timson’s index (Khan and Ungar, 
1997)=GR= ∑G / t [G: 2일 간격의 발아율, t: 치상 후 

조사기간 (70일)], GR의 최댓값은50 (i.e. 3500/70)으로 

값이 클수록 발아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생장 및 생물량 실험

발아실험을 종료한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묘목을 펄라

이트 : 상토 : 버미큘라이트 : 질석을 1 : 1 : 1 : 1로 혼합한 토

양을 채운 화분 (외경: 22.5 ×내경: 19.5 ×높이: 22.0 cm)에 

화분 당 1본씩 이식하였다. 이식은 발아 실험이 끝난 6월 

초에 실시하였다. 이식 후 평균 묘고의 묘목 15본씩을 온

도구배온실 내의 대조구, Tm 및 Th에 배치하였다. 파종 당

해년도의 10월 중순 처리구 당 15본의 묘목을 채취하여, 
직경과 지상부 높이를 측정하였고, 묘목별 직경 대비 높

이의 비율 (H/D율)을 계산하였다. 채취한 묘목의 건중량은 

잎, 줄기 및 뿌리로 구분하여 65℃ 건조기에서 48시간 건

조 후 측정하였다. 부위별 건중량을 이용하여 묘목 전체 

대비 뿌리 중량 비율 (root mass ratio, RMR), 줄기 중량 비

율 (stem mass ratio, SMR) 및 잎 중량 비율 (leaf mas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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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R) 그리고 지하부대비 지상부 중량 비율 (shoot weight 
to root weight ratio, S/R율)을 산출하였다.

4. 통계처리

온도 상승 강도에 따른 발아와 생장반응 자료의 통계 

분석은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Wallis test 후 Dunn̓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하였으며, 두 가지 요인의 기

여 여부는 일반화된 선형분석방법 (Generalized linear 
model; GLM)으로 검증하였다 (P<0.05). 또한 발아, 생장

량, 생물량 관련 특성과 일평균 기온상승 사이의 상관관

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TATISTICA 통계프로그램 (Statsoft Co. 2007)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     과

1. 발아 반응

발아 실험 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신갈나무의 발아

율은 Tm과 Th에서 둘 다 대조구에서의 발아율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졸참나무의 발

아율도 Tm과 Th에서 대조구에서의 발아율보다 높게 나타

났다 (P<0.01). 
신갈나무의 평균 발아소요일 (MGT)은 Tm 및 Th에서 둘 

다 대조구에서보다 앞당겨졌다 (P<0.01). 졸참나무의 경

우는 Tm과 Th에서 신갈나무보다 더 크게 발아소요일이 

단축되었다 (P<0.01). 
발아속도 (GR)도 두 종 모두 Tm과 Th에서 대조구보다 

빨라졌으며 (P<0.01), 졸참나무가 신갈나무보다 더 크게 

빨라졌다. 

2. 초기생장 반응

1) 생장량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생장량 (지상부 길이, 직경 및 H/
D율)을 분석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신갈나무의 지상부 길이는 Tm 및 Th에서 대조구보다 

더 길었다 (P<0.01). 졸참나무의 지상부 길이도 Tm 및 Th
에서 대조구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P<0.05). 

신갈나무의 직경은 Tm 및 Th에서 대조구보다 높게 나

타났다 (P<0.05). 졸참나무의 직경은 처리구에 따라 차이

를 보여 Tm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Th는 대조구

보다 낮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P = 0.223). 
신갈나무의 H/D율은 Tm과 Th에서 대조구보다 높게 나

타났다 (P<0.05). 졸참나무의 H/D율도 Tm과 Th에서 대조

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1). 

2) 생물량 및 생물량 분배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생물량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신갈나무는 Tm의 줄기와 잎 건중량

이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각 P<0.001, P<0.01). 
Th구에서는 뿌리 건중량과 총 생물량이 대조구보다 낮았

다 (각각 P<0.01, P<0.001). 
졸참나무에서는 Tm의 줄기 건중량이 대조구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P<0.05). Th구에서는 뿌리 건중량과 총 

생물량이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각각 P<0.01, 
P<0.05). 잎 건중량은 온난화 처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64).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생물량 분배반응을 분석한 결

과를 Fig. 4에 나타내었. 신갈나무의 LMR은 온난화 강도

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P<0.01). SMR도 Tm과 Th에

Fig. 1.   Germination responses of Q. mongolica and Q. serrata to different air temperatures (ambient air temperature (control); medium 
warming treatment (Tm); high warming treatment (Th)) for 70 days after sowing day. Values at each treatment having a different 
small letter are significant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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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1). 반면에, RMR은 

Tm과 Th에서 대조구 (0.71±0.02)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1). S/R율은 Tm과 Th에서 대조구 (0.42±0.03)보다 

높았다 (P<0.01)
졸참나무의 경우 Th의 LMR과 SMR이 대조구보다 높

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각 P = 0.081; P = 0.176). RMR Th에서 대조구보다 낮았다 

(P<0.05). S/R율은 Tm과 Th에서 대조구 (0.55±0.03)보다 

높았다 (P<0.05). 

고     찰

1. 온난화 환경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

RCP 2.6과 6.0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일평균 1.7℃와 

3.2℃의 온난화 처리가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발아 반응 

(발아율, 발아속도, 발아소요일)을 촉진시켰다 (Fig. 1). 신갈

나무와 졸참나무의 발아 반응은 기온과의 상관관계가 높

고, 종, 기온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발아는 종자의 크기 (Xiao et 
al., 2004), 무게 (Tripathi and Khan, 1990), 숙기 (Jeonet al.,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ir temperatures and growth parameters and result of generalized linear model analysis (GLM) on 
growth parameters of Q. mongolica (Qm) and Q. serrata (Qs) under different air temperatures.

Parameter
Correlation coefficient GLM

Qm Qs Sp Trt Sp × Tp

Germination response
Final germination percentage 0.72** 0.96*** * *** n.s.
Mean time germination -0.94*** -0.98*** *** *** ***
Germination rate 0.96*** 0.98*** *** *** ***

Growth response
Height (H) 0.20 0.27 ** *** n.s.
Diameter (D) 0.05 -0.15 ** ** n.s.
H/D ratio 0.21 0.49** *** ** n.s.

Biomass & Biomass allocation
Stem weight (S) 0.04 0.07 n.s. *** n.s.
Leaf weight 0.07 0.03 ** ** n.s.
Root weight (R) -0.32* -0.22 *** *** n.s.
Total biomass -0.18 -0.11 ** *** n.s.
Root mass ratio -0.49** -0.32* n.s. *** n.s.
Leaf mass ratio 0.47** 0.16 n.s. ** n.s..
Stem mass ratio 0.32* 0.28 *** *** n.s.
R/S ratio 0.47** 0.35* n.s. *** n.s.

Sp, species; Trt, Treatment; *, P<0.05; **, P<0.01; ***, P<0.001; n.s., non significant. 

Fig. 2.   Growth responses of Q. mongolica and Q. serrata to different air temperature (ambient air temperature (control); medium warming 
treatment (Tm); high warming treatment (Th)). Values at each treatment having a different small letter are significant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n.s., not-significan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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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종자 분포지 (Choi et al., 2008), 생활사 (Rees, 1993), 
계통 (Figueroa and Armesto, 2001), 환경인자 (Baskin and 
Baskin, 1998)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Xu et al., 2017). 그 중 온도는 발아율과 발아속도 및 유

묘의 활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인자로

서 (Heydecker, 1977; Bewley and Black, 1982; Moles and 
Westoby, 2004; Choi et al., 2008), 일반적으로 기온상승이 

온대 산림 (Thompson and Naeem, 1996)과 고산 및 아고산 

초원 (Xu et al., 2017)에서 초기 발아와 발아율 증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도 온도상승 처리가 발아반응을 촉진시켰다는 다수의 연

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Thompson and Naeem, 
1996; Klady et al., 2011; Cho et al., 2014).

발아율과 발아속도는 일반적으로 임계 온도까지는 증가

하였다가 그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Thompson, 
1970; Bonner and Karrfalt, 2008; Choi et al., 2008). 물푸레

나무 (Fraxinus rhynchophylla)는 채취장소에 따라 다소 차

이는 있지만 15℃ 내지 20℃ 이상이 되면 발아율이 감소

하였다 (Choi et al., 2008). 본 실험의 경우도 4월 15일에서 

5월 25일 사이에 발아가 진행되었는데, 그 시기의 기온이 

시료식물의 발아 적정 온도 (6.9∼22.2℃)에 포함되어, 온
난화 처리가 발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아반응과 기온 사이의 상관관계는 졸참나무가 신갈나

무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Table 1; 신갈나무 R = 0.72, 
P<0.01; 졸참나무 R = 0.96, P<0.001). 이는 신갈나무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대에 분포하는 수종이므로 발

아적정온도가 졸참나무보다 낮아 발아율 상승여력이 낮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ee, 1989; Choi et al., 2008).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기온 상승이 졸참나무와 신갈나

무의 종자발아력을 높이고, 초기 정착을 높일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지구온난화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

여야 한다. 그 예로 기온상승에 따른 겨울 및 봄철 가뭄현

상 악화 및 토양 수분함량 감소는 수분에 민감한 졸참나무

와 신갈나무의 종자 생명력 또는 휴면타파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기온상승이 초기 발아에 미치

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종자 휴면단계부

터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Bernareggi, 2015; Footitt 
et al., 2018).

2. 온난화가 초기생장에 미치는 영향

생장량과 생물량은 생육기간 동안 광합성과 호흡으로 

결정되는 식물의 생리적 기작의 최종 생산물로 생육의 건

전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식물의 생장단계 중 발

아 직후 초기단계에서 생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초기정

Fig. 3.   Biomass of Q. mongolica and Q. serrata to different air temperatures (ambient air temperature (control); medium warming treatment 

(Tm); high warming treatment (Th)). Values at each treatment having a different small letter are significant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n.s., not-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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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유묘의 총 생물량 및 구성 요소별 생물량은 특정 

생육 온도환경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

는 포물선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 (Lopushinsky and Max, 
1990; Peng and Dang, 2003). 따라서 기온상승이 식물체의 

생물량을 감소 (Wang et al., 1995; Wertin et al., 2011) 또는 

증가시키거나 (Cannell and Smith, 1986; Lee et al., 2012) 
생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Ghannoum et al., 2010) 등 

종의 특성이나 분포지, 기온상승조건 등에 따라 연구 결과

가 다양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중간 강도의 온난화 (일평

균 약 + 1.7℃) 처리가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생장량 및 

총 생물량을 증가시켰다 (Figs. 2 and 3). 이것은 0~1년생 

굴참나무 묘목과 2~3년생 굴참나무 묘목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 온난한 환경이 지상부 길이와 근원경을 증가시켰

던 연구 결과 (Lee et al., 2012; Han et al.,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부분의 온대 및 아한대 수종은 수분결핍이 

발생하지 않는 온도상승조건에서 양분 이용효율 증가 및 

생육기간 증가로 생장이 촉진됨으로써 생물량이 증가하였

다는 연구들이 있다 (Cannell et al., 1989; Xu et al., 2009; 
Lee et al., 2012). 본 실험에서 중간 강도의 온난화 환경은 

충분한 관수가 이루어져 토양수분결핍이 발생하지 않는 

실험 조건이었기 때문에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초기 생

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강한 강도의 온난화 환경 (일평균 약 + 3.2℃)은 신갈나

무와 졸참나무의 초기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h에서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줄기와 잎 

건중량은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뿌리 건중량

은 대조구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높은 토양온도조

건이 식물체 뿌리의 산소 흡수를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추

정되며 (Garzoli, 1988; Peng and Dang, 2003), 특히 여름철

의 높은 온도가 생장에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한데 기인

한 결과 (Norby et al., 2000)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사례에

서도 기온상승에 의해 비교적 고위도에 분포하는 거제수

나무 (Betula costata) 묘목의 뿌리 건중량이 감소하고 (Han 
et al., 2014), 남한계선에 분포하는 루브라참나무 (Q. rubra) 
묘목의 생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S/R율은 온난한 환경에 대한 종별 반응이 다양한데 

(Ericsson et al., 1996; Peng and Dang, 2003), 본 연구결과

에서는 종보다는 온난화 처리가 생물량 분배반응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신갈나무와 

졸참나무는 Th에서 RMR이 가장 낮았고, S/R율이 가장 높

았다 (Fig. 4). 이러한 결과는 지하부 생물량 감소와 관련이 

Fig. 4.   Biomass allocation of Q. mongolica and Q. serrata to elevated air temperatures (ambient air temperature (control); medium warming 
treatment (Tm); high warming treatment (Th)). LMR: leaf mass ratio; RMR: root mass ratio; SMR: stem mass ratio; S/R: shoot root 
ratio. Values at each treatment having a different small letter are significant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n.s., not-signifi-
can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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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갈나무는 Tm에서도 S/R율이 대

조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Tm에서 지하부와 지상

부의 생장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의 

생물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기인한다 (Fig. 3). 생물

량 분배반응과 기온 사이의 상관관계는 신갈나무가 졸참

나무보다 높게 나타나 신갈나무가 온난화에 졸참나무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이는 자

연에서 양 식물의 공간 분포가 가져오는 미기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Lee, 1989; Choi et al., 2008).
H/D율은 묘목의 건전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H/D율

이 높다는 것은 식물체가 가늘고 약해 (spindly) 물리적

인 요인 (강풍, 건조, 서리)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ompson, 1985; Haase, 2007; Song et al., 2014). 일반적

으로 온난한 환경에서 묘목의 H/D율은 지상부 길이의 증

가와 직경의 감소로 증가하는데 (Jeong et al., 2010; Arend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신갈나무의 Th를 제외하고는 

온난화 처리구에서 H/D율이 증가하였다 (Fig. 1). 특히, 졸
참나무는 기온과 H/D율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

타나 (R = 0.49, P<0.01), 온난할수록 초기의 안정적인 정

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기온상승 강도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참나

무류의 종자 발아와 초기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신갈나무와 졸참나무를 대상으로 온

도구배온실을 이용하여 대조구, 중간 강도 온난화 처리구 

( + 1.7℃) 및 강한 강도 온난화 처리구 ( + 3.2℃)를 준비하

여 재배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아반응과 초기생장

반응은 기온상승 강도 및 수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
간 강도의 온난화 환경은 두 종의 발아반응을 촉진하고, 
생장량 (묘고, 근원경)과 생물량 (잎, 줄기, 뿌리의 건중량 및 

총 생물량)을 증가시켜, 초기정착에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m에서 두 종 모두 대조구보다 

낮은 RMR과 높은 H/D율을 나타내, 장기적으로는 생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강한 강도의 

온난화 환경은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발아반응을 촉진

시켰으나, 생육기간 종료 시점의 총 생물량은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뿌리 생장은 대조구보다 크게 저하되었

고, 이로 인하여 RMR은 낮고 S/R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강한 강도의 온난한 환경이 봄철에는 발아시

기를 앞당겨 생장기간을 증가시켰지만, 여름철에는 임계치 

이상의 높은 온도가 생장에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물의 생장은 온난화 처리기간, 
토양수분, 광환경 등의 환경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

로, 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

른 환경인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기간에 걸친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온상승에 대한 두 식물의 

반응을 비교하면, 발아 반응에서 졸참나무가 신갈나무보다 

기온상승에 따른 발아율 상승이 높게 반응하였고, 생물량 

분배반응에서 신갈나무가 졸참나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

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연에서 양 식물의 공간 분포가 

가져오는 미기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기여도 박성애·김태규: 연구주관, 심규영·공학양· 
서상욱: 실험보조, 양병국: 연구지도, 이창석: 논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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