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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산성비 처리가 백합나무 묘목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pH 수

준을 5.6, 4.9, 3.9, 2.9로 구분하고 묘목에 처리한 후, 지상부와 지하부의 부위별 건중량, 줄기의 길이생장, 토심별 뿌

리생장을 조사하여 인공산성비 처리에 따른 백합나무 묘목의 생장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상부의 총건중량은

인공산성비 처리와 토양 종류별로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세 가지 토양에서 모두 인공산성

비의 산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상부의 건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하부의 총건중량은 세 가지 토양에서 모

두 인공산성비 처리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토양종류에 대해서는 pH 2.9 처리구에서만 유의차가 있었다. 또한,

토양 A와 토양 C에서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지하부 건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줄기생장률은 6월-8월까

지 인공산성비 처리(p<0.01)와 토양 종류 간(p<0.01 또는 p<0.05)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세 가지 토양에서 모두 6

월에 줄기생장이 큰 폭으로 생장하였다. 또한 pH 3.9와 pH 4.9 처리구에서는 생장이 오히려 촉진되기도 하였으며,

pH 2.9 수준에서는 생장이 억제되었다. 토심 0-7 cm와 7-14 cm에서의 세근과 미세근량은 pH 수준 간 유의차가 인

정되었으나, 토심 14-21 cm에서의 세근량은 pH 수준별 처리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토양의 종류는 전

반적으로 미세근에 대해서만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imulated acid rain on growth of Liliodendron

tulipifera seedlings. The seedlings were treated with four levels of simulated acid rain, 5.6, 4.9, 3.9, or 2.9, and

dry weight, growth of stem and root were investigate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1% and

5% in the total dry weight of the above-part among the simulated acid rain treated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pH and different types of soil. The dry weight of the above part tended to decrease as the acidity of the

simulated acid rain increases. The total dry weight of the below-par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s of acidity of the acid rain in all three soils and w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oil

types at only pH 2.9 plot. The dry weight of the below part in soils A and C decreased as the pH level

decreases. The rate of stem growt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of acidity of the acid

rain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and among the treatment groups of soil types at 0.01 and 0.05 levels from

June to August. In all three soil types, the greatest stem growth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June. Moreover,

stem growth was promoted at pH 3.9 plot and pH 4.9 plot whereas it was suppressed at pH 2.9 plot. Though

the amount of fine roots and very fine roots in soil depth of 0-7 cm and 7-14 cm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of pH level, fine root was not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pH groups

in soil depth of 14-21cm. The types of soil significantly affected only on the amount of the very fin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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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문제로 크게 부각

되고 있는 산성비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 피해를

유발하고 그 피해범위와 사례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

정이며, 산림생태계 또한 산성비에 의한 다양한 피해 보

고와 쇠퇴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산성비에 의한 수

목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인공산성비를 이용

하여 수목의 생장 및 생리작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산성비가 수목에 미치는

영향은 수목의 내·외부적으로 종별 또는 종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비는 토양을 산성화하고, 토양과 식물

체로부터 무기양분의 용탈에 의해 양분순환체계를 혼란

시키며, 종자의 발아율 저하, 잎과 생식기관의 조직에 대

한 변화, 엽록소 함량의 감소, 광합성능력의 저하 등 생리

적인 장애와 지상부ㆍ지하부의 생장량 감소, 잎의 괴사반

점, 잎의 주름, 부정아의 발생, 조기낙엽 등의 형태적 특성

에 영향을 미친다(Ferenbaugh, 1976; Cole과 Johnson,

1977; Lee와 Weber, 1982; 오종환, 1986; 임업연구원,

1986; Kim, 1987; 정용문, 1988). 

한편, 인공산성비가 수목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장

이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스트로브잣나무(Wood와 Bormann, 1977), 미송(Lee와

Weber, 1979), 소나무와 개나리(정용문, 1987), 소나무와

잣나무에 인공산성비를 일정기간 처리한 결과, 산도가 낮

아짐에 따라 생장이 촉진되었고, 황자작(Yellow birch)과

몇 가지 침엽수종의 유식물에서는 낮은 산성도에서 생장

이 억제되었다고 보고(Wood와 Bormann, 1974; Percy,

1986; 김갑태, 1991)된 바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 장기간

산성비에 노출되면 수목의 생장이 감소된다고 보고(Binns

와 Redfern, 1983)되었다. 또한, 해송에 인공산성비를 처

리 한 결과, 산도에 따른 유식물의 생장촉진 및 억제(김명

란과 소웅영, 1994)가 보고되어 같은 종내에서도 pH 수준

에 따른 감수성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11종의 목본

식물에 인공적으로 조제된 산성비를 처리한 결과 산도차

이에 따라 종간 다양한 생장반응(Lee와 Weber, 1979)이 보

고되었다. 

이와 같이 산성비는 수목의 생장에 대하여 종간 또는 종

내에서도 산도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다양한 산도와 수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CO
2
)

의 감소효과가 크고(국립산림과학원, 2005), 생장이 빠르

며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유근옥, 2003)된 백합나무

(Liliodendron tulipifera L.)묘목에 인공으로 조제된 산성비

를 우리나라 월평균강수량과 동일하게 처리한 후, 지상부

와 지하부의 생장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성비에 의한

묘목의 생장반응성을 관찰하여 산성비가 백합나무 묘목

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수종과 공시토양 

백합나무 묘목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구내

채종원의 동일클론 개체로부터 채종하여, 동일 연구소 시

험포지에서 1년간 양묘 한 후 3종류의 토양을 담은 11호

포트(상부직경: 36 cm, 하부직경: 21 cm, 높이: 30 cm)에

이식하고, 자연강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온실로 운반하였

다. 묘목은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절을 실시하였

으며(국립산림과학원, 2004), pH가 다른 4종류의 산성비

와 3종류의 토양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하여 12구획의 처

리구를 배치하였으며, 처리구별로 3본씩 조사하였다. 공

시토양은 상토(질소 0.29 g/L, 인산 0.52 g/L, 칼륨 0.29

g/L)와 유기질이 없는 마사토의 혼합비율이 7:3(v/v)인 토

양(A), 상토와 마사토가 3:7인 토양(B) 그리고 마사토만으

로 이루어진 토양(C)으로 구성하였고, 토양 종류 별 화학

적 성질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인공산성비의 제조 및 처리

인공산성비는 1N 황산(H
2
SO

4
)과 1N 질산(HNO

3
)을

4:1(v/v)의 비율로 구성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인공산성

비를 지하수(pH 7.07±0.14)로 희석하여, pH 2.9, 3.9, 4.9

그리고 5.6으로 조정하고, pH 5.6은 대조구로 하였다. 대

조구의 pH 수준은 산성비를 정의하는 기준이고, pH 4.9는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31개 도시의 산성비 산술평균

값이다. 인공산성비의 pH 수준별 화학적 성질은 Table 2

Table 1. The chemical properties of soil types.

Soil types
(ratio)

Soil
texture

pH
Major cations (cmol+/kg ±S.D.) Major anions (ppm ±S.D.)

Ca2+ K+ Mg2+ Na+ Cl- NO
3

- SO
4

2-

Soil A(7:3) SL 5.35 7.60±0.17 0.29±0.01 2.22±0.07 0.63±0.02 163.30±16.70 7.47±1.66 66.93±1.68

Soil B(3:7) SCL 6.23 8.72±0.84 0.17±0.01 2.41±0.19 0.52±0.04 56.10±4.10 3.93±0.60 26.06±2.61

Soil C(0:10) SCL 7.75 9.08±0.09 0.21±0.00 2.48±0.01 0.45±0.00 29.03±2.64 5.23±2.46 13.58±2.36

The ratio of commercial soil and decomposed granite soil was different. Soil A is 7:3, Soil B is 3:7, Soil C is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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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인공산성비 처리는 묘목이 활착되었다고 판단되

는 2006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월평균강

수량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분무기로 매주 2회, pot당 0.5

L씩 50%는 잎 부분에 50%는 토양에 분무하였다. 또한 온

실 내 처리되는 인공산성비의 유실과 다른 처리구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구 사이를 비닐벽(plastic wall)

으로 차단하였다. 

3.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량 측정

생장량 측정은 토양별 인공산도 차이에 따른 묘목의 생

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

행기간 동안 인공산성비 pH 수준별 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지상부에 대해서는 전년

도에 생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당년에 형성된 줄기와 잎의

생장을 조사하였고, 지하부에 대해서는 주근을 제외하고

당년에 형성된 세근(fine root)과 미세근(very fine root)의

생장상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뿌리의 직경을 6

개로 구분한 Böhm(1979)의 뿌리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Table 3). 

인공산성비 처리가 완료된 후, 처리구별로 지상부와 지

하부 생장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인 잎, 줄

기, 뿌리의 생중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하고, 건조기(dry-

oven)를 이용하여 105oC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처리구별로 줄기의 생장률(%)을 알

아보기 위해 인공산성비 처리시작 시점부터 매달 선정된

줄기에 대하여 전자식 캘리퍼(digimatic caliper)를 이용하

여 신장된 묘목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산도차이와

토양종류에 따른 뿌리발달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토양

깊이를 0-7 cm, 7-14 cm, 14-21 cm로 구분하고, 토양깊이

별로 분포하는 세근과 미세근의 건중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인공산성비의 산도차이와 토양종류가 묘목의 생체량,

줄기 생장, 토심별 뿌리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pH 수준별 처리와 토양종류에 대해 각각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공산성비 처리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량

변화

백합나무 묘목에 인공산성비를 처리한 결과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은 세 가지 토양에서 대부분 인공산성비의

pH가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상부에 비하여 지하부의 건중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지상부의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했던 전년도에 생장한

수간의 건중량이 제외되고 당년도에 새롭게 형성된 줄기

를 대상으로 생장을 측정했기 때문이다. 지상부의 총건중

량은 세 가지 토양에서 모두 인공산성비의 산도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 가지 토양에서 모

두 대조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pH 2.9 처리

구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상부 총건

중량은 토양 C에서의 pH 3.9 처리구인 경우, pH 4.9 처리

구보다 높은 건중량 값을 나타내어 낮은 산도에서 다소

높은 생장을 나타내었다(Figure 1). 줄기건중량은 모든 pH

수준과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pH 수준과 줄기건중량은 직접적인 연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토양 A에서는 모든 pH 수준 처리구

에서 대조구와 비교해 낮은 줄기건중량을 나타내었고, pH

2.9 처리구에서 최소건중량(1.36 g)을 나타내었다. 엽건조

중량은 토양 A와 토양 C의 pH 3.9와 pH 4.9 처리구에서

는 대조구(토양 A: pH 5.6=0.36 g, 토양 C: pH 5.6=

0.96 g)보다 높은 값(토양 A: pH 4.9=0.77 g, pH 3.9=

0.52 g, 토양 C: pH 4.9=1.06 g)을 나타내었다. 지하부의

총건중량은 토양 A와 토양 C에서는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토양 B에서의 pH 수

준별 처리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었지

만,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른 뚜렷한 감소경향은 나타나

지 않았다. 지하부의 세근량은 토양 A와 토양 C에서만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건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The chemical properties of simulated acid rain.

pH levels
Major cations (cmol+/kg±S.D.) Major anions (ppm±S.D.)

Ca2+ K+ Mg2+ Na+ Cl− NO
3

− SO
4

2−

5.6 (Control) 9.72±0.05 1.71±0.04 1.01±0.00 2.89±0.00 10.89±0.04 7.63±0.01 15.29±0.01

4.9 9.77±0.05 1.59±0.01 1.02±0.01 2.90±0.04 10.73±1.29 8.46±1.30 18.56±0.42 

3.9 9.71±0.11 1.76±0.10 1.02±0.01 2.81±0.03 10.90±0.04 9.28±0.00 21.59±0.09 

2.9 10.29±0.28 1.83±0.07 1.42±0.23 2.87±0.03 13.07±1.63 16.30±1.72 39.09±0.12 

Table 3. Root classification by Böhm's (1979).

Root diameter(mm) Class

< 0.5 Very fine root

0.5 - 2.0 Fine root

2.0 - 5.0 Small root

5.0 - 10.0 Medium root

10.0 - 20.0 Large root

> 20.0 Very larg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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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양 B에서의 pH 수준별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낮은 건중량 값을 나타내었다. 미세근량은 세 가지 토양

에서 모두 인공산성비의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산성비의 pH 수준별 처

리는 백합나무 묘목에 대하여 생장이 촉진 또는 감소되는

반응으로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산성비

의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며, 건

중량이 감소하는 결과는 은행나무와 곰솔에 대하여 인공

산성비를 살포한 결과, 건중량이 대조구에 비해 다른 산

성비 처리에 생장이 억제되었다는 보고(김명란과 소웅영,

1994)와 잣나무 묘목의 잎과 뿌리의 건중량이 대조구에

비해 낮은 pH 처리구에서 감소하였다는 보고(진현오 등,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인공산성비 처리 결과

토양 A와 토양 C의 엽량과 미세근량이 대조구와 비교하

여 pH 3.9와 pH 4.9 처리구에서 다소 생장이 촉진된 결과

는 일정기간의 pH 3.9와 pH 4.9 수준의 산성비 처리는 민

감한 잎과 미세근 생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11개 수종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산성우를 처리한 결

과 산성비의 pH 값이 감소됨에 따라 Douglas-fir의 지상부

의 생장량이 증가하였다는 보고(Lee와 Weber, 1979)와 일

치하였다. 또한, 붉은 가문비나무, 테다소나무의 유식물에

인공산성비를 처리한 결과 유식물의 건물량이 증가되었

다는 보고(Lee 등, 1990; Wright 등, 1991)와도 동일한 결

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스트로브잣나무 유식물의 건중량

이 pH 3.0과 pH 4.0처리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Wood

와 Bormann, 1977)와 리기다소나무 유식물의 지상부 건

중량이 pH 5.6과 pH 3.5 처리에서 같았다고 보고(Rhyu,

1994)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동일

수종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작물종에 따른 식

물의 생장반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Evans, 1984)와 같이

산성비 처리가 수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동일 수종에 있어서도 부위별로 산성

비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공산성비 처리와 토양의 종류가 백합나무 묘목의 지

상부와 지하부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1%와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

정이 되어 인공산성비와 토양의 종류가 백합나무 묘목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Table 4). 

묘목 당 총건중량은 세 가지 토양에서 모두 인공산성비

의 처리에 따른 pH 수준별 처리는 1%와 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줄기 건중량은 토양 B

Figure 1. Dry weight of Liliodendron tulipifera seedlings treated with four pH levels of simulated acid rain under three soil types.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t 5% level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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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양 C에서 pH 수준별 처리 간 유의차(p<0.01)를 보였

으며, 대조구와 비교해 낮은 줄기 건중량을 나타내었다.

엽 건중량의 경우, 토양 A와 토양 C에서 pH 처리 간 유의

차(p<0.01)가 인정되었으나, 토양 B에서는 pH 처리간 유

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줄기 건중량과 엽 건중량의 pH

수준 간 유의차는 토양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하

부의 세근량은 토양 A와 토양 C에서만 유의차(p<0.01)가

인정되었고,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건중량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토양 B에서의 pH 수준별 처리

구는 대조구에 비해 낮은 건중량값을 나타내었지만 통계

적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미세근량은 토양 A와 토양

B에서 pH 수준별 처리에 대해 1% 수준에서 유의차가 나

타났다(Figure 1).

한편, 토양의 종류는 pH 4.9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pH

처리구에서 묘목의 총건중량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당해 연도에 생성된 줄기량에 대해서

는 모든 pH 수준의 처리구에서 1%와 5% 수준에서 유의

차가 인정되었다. 한편, 엽량은 대조구와 pH 4.9 처리구에

서만 토양종류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는 온도, 빛 등

의 제한된 온실 환경에서 기인한 부족한 엽량이 원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지하부의 세근(fine root, 0.5 mm-2.0

mm)은 pH 2.9처리구에서만 토양종류가 영향(p<0.01)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pH 처리구에서는 토양

의 종류가 세근량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미세근(very fine root, <0.5 mm)은 토양의

종류가 모든 pH 수준별 처리구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이는 토양의 종류가 뿌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뿌리의 굵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민

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당년도에 형성된 백합나무의 미

세근은 인공산성비 처리에 따른 영향 외에 토양의 종류도

부위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Table 4). 

2. 인공산성비 처리에 따른 시기별 줄기생장률 변화

인공산성비 처리를 지속하면서 줄기생장률을 관찰한 결

과 토양 A에서는 6월-8월까지의 줄기생장률은 pH 3.9 처

리구(6월=93.35%, 7월=11.30%, 8월=6.55%)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Figure 2). 토양 B에서는 6월에는 pH 3.9 처

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장률(80.41%)을 보였으며, 7월에는

pH 3.9와 pH 4.9 처리구(pH 3.9=39.71%, pH 4.9=62.11%)

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토양 C의 경우 6월에

는 pH 4.9 처리구에서 줄기생장률(81.5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공산성비 처리가 지속됨에 따라 줄기 생장률

은 세 가지 토양의 각 처리구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양 A와 토양 C의 경우, 6월에 가장 높은 생장

을 보였고 7월부터 생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Table 4. Significance of the dry weight of Liliodendron tulipifera seedlings treated with four pH levels of simulated acid rain in

three soil types.

 Treatments
Total dry

wt.

Above-ground Below-ground

Total Stem Leaf Total Fine root
Very fine

root

Effect of 
soil types

pH 5.6
(Control)

Soil A  15.25 a  2.46 a  2.10 a  .36 a 12.79 a  8.89 a  3.90 a

Soil B  16.01 a  3.59 b  3.01 b  .58 b 12.41 a  9.69 a  2.73 b

Soil C  18.71 b  4.22 c  3.26 b  .96 c 14.49 b 10.11 a  4.38 a

significance  **  **  **  **  **   **

pH 4.9

Soil A  11.35 a  2.38 a  1.61 a  .77 a  8.97 a  6.07 a  2.90 a

Soil B  13.05 a  3.53 a  3.01 b  .52 b  9.52 a  6.85 a  2.67 a

Soil C  14.39 a  3.44 b  2.38 c 1.06 c 10.95 a  6.43 a  4.52 b

significance   *  **  **    **

pH 3.9

Soil A  10.26 a  2.14 a  1.62 a  .52 a  8.12 a  5.60 a  2.52 a

Soil B  11.69 a  2.65 a  2.12 a  .53 a  9.04 a  7.24 a  1.80 a

Soil C  13.33 b  3.88 b  3.10 b  .78 a  9.45 a  5.88 a  3.57 b

significance  **  **  **     **

pH 2.9

Soil A  8.00 a  1.55 a  1.36 a  .19 a  6.45 a  4.61 a  1.84 a

Soil B  12.51 b  2.43 a  2.01 ab  .42 a 10.95 a  8.39 b  1.69 a

Soil C  11.75 b  2.56 a  2.19 b  .37 a  9.19 b  5.61 b  3.50 b

significance  **  *   **  **  **

The ratio of commercial soil and decomposed granite soil was different. Soil A is 7:3, Soil B is 3:7, Soil C is 0:10.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t 5% level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5% and 1%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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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B에서는 7월까지 높은 생장률을 유지하다가 8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에 형성된 동아에 의

해 생성된 새로운 줄기가 자라나올 때, 전반기에 주로 생

장하는 고정생장을 하는 백합나무의 일반적인 줄기생장

의 특징과 관련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줄기생장

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6월의 경우 인공산성우의 pH 수

준별 처리에 따라 줄기생장에 대한 영향이 촉진 또는 억

제로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인공산성비 처리가 지속됨에

따라 몇몇 처리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한 마지막 측정달인 10월의 경우, 토양 A와 C에서는 대조

구와 비교하여 인공산성비 처리구의 생장률이 낮게 나타

났으며, 토양 B에서는 pH 4.9 처리구만 대조구와 비교하

여 다소 높은 생장을 보였고 pH 3.9와 pH 2.9 처리구에서

는 생장이 정지되었다. 

세 가지 토양에서 전반적으로 pH 2.9 처리구에서는 대

조구와 비교하여 낮은 줄기생장을 보였는데, 이는 pH 2.9

수준의 강산성 처리에 의한 영향으로 백합나무 묘목의 줄

기생장이 억제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곰솔

의 유식물에 인공산성비를 처리하고 생장을 관찰한 결과

생장이 억제되었다는 보고(김명란과 소웅영, 1994)와 일

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토양 A와 B의 경우는 pH 3.9 처리구에서 대조구

보다 높은 줄기생장률을 나타내었으며, 토양 C의 경우는

pH 4.9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줄기생장률을 나타내

었다. 또한, 줄기생장이 감소하는 7월에서 10월까지 pH

3.9와 pH 4.9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은 줄기생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공산성비를 12가지 조경수

목에 처리한 결과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묘고가 증가

하였다는 보고(정용문, 1991)와 산성비의 처리가 대조구

와 비해 묘목성장이 촉진되었다는 보고(김갑태, 1992)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6종의 조경수종에 대해 인

공산성비 처리 후 생장률을 조사한 결과 초기에는 산성비

의 비료효과에 의해 생장이 촉진되기도 하였으나 5년 뒤

생장률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인공산성비 처리구에서 억

제되었다는 보고(정용문 등, 1997)의 경우 산성비에 의하

여 일시적으로 수목이 생장 촉진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장

기적으로는 생장이 억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장기간 산성비에 노출된 수목에서도 생장의 억제 및 고사

Figure 2. Percentage of stem growth of Liliodendron tulipifera treated with four levels of simulated acid rain in different soil types.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t 5% level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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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난다는 보고(Binns와 Redfern, 1983; Zedaker 등,

1988)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의 인

공산성비에 의한 시비 효과와 묘목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

시적인 생장반응으로 판단되므로 산성비가 백합나무의 생

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 

인공산성비의 처리와 토양의 종류가 백합나무의 줄기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의성 분석을 실

시한 결과, 토양 A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줄기생장률

은 pH 수준별 처리 간 통계적 유의차(p<0.01)가 인정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장이 극히 미약

한 9월-10월에는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토양 B

에서의 줄기생장률은 6월-8월에는 1% 수준에서, 9월의 줄

기생장률에 대해서는 5% 수준에서 pH 수준별 처리에 대

해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10월의 줄기생장률은 pH

수준별 처리에 대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토양 C의 경

우, pH 수준별 처리는 6월-8월까지의 줄기생장률에 대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차(p<0.01)가 인정되었으나, 8월-10월

까지의 줄기생장률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2).

세 가지 토양의 종류는 pH 5.6, pH 4.9, pH 3.9 처리구

에서 6월-8월까지는 1%와 5% 수준에서, pH 2.9 처리구에

서는 6월-9월까지 1%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인

정되어 생장이 활발한 8월까지 대부분 토양의 종류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 인공산성비 처리에 따른 토심별 뿌리발달

본 연구에서는 각 토양별로 토양깊이와 pH 수준에 따

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으며, 토양 A의 경우에는, 세근

량과 미세근량 모두 대조구에 비해 적은 건중량을 나타내

었다. 토양 B에서 역시 토심 14 cm-21 cm에서의 pH 2.9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토양깊이에서 대조구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토양 C에서도 대부분의 토양깊이에

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3). 이는 인공산성비에 의

해 세근과 미세근의 생장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

정 토양에서 산성비 처리에 따른 식물종과 수목의 생장이

감소하였다는 보고(Evans와 Lewin, 1981; 김갑태, 1987)

와 4단계로 조제된 황산비를 여러 작물에 대해 처리한 결

과 뿌리의 생장이 억제되었다고 보고(Lee 등, 1981)와 일

치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반면, 토양 C의 토심 0 cm-7 cm

에서의 미세근의 경우, pH 3.9(2.46g)와 pH 2.9 처리구

(2.98 g)에서 대조구(2.28 g)보다 높은 건중량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 산성비 처리에 따라 묘목의 생장이 증가하였

다는 결과들(정용문, 1987, 1988, 1991; 김갑태, 1989,

1991)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인공산성비 처

리에 대해서 백합나무 묘목의 세근과 미세근이 다른 영향

을 보인 것은 세근과 미세근의 민감도 차이와 토양종류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Table 5. Significance of the stem growth of Liliodendron tulipifera seedlings treated with four pH levels of simulated acid rain in

three soil types.

Treatments
Month 

JUN. JUL. AUG. SEP. OCT.

Effect of soil 
types

pH 5.6
(Control)

Soil A 80.53 a  10.02 a  4.98 a  4.74 a 2.78 a

Soil B 67.71 b  19.93 b  1.75 b  4.49 a 2.20 a

Soil C 63.00 b  8.65 a  5.40 a  2.02 a 2.49 a

significance  **  *  **

pH 4.9

Soil A 38.61 a  7.36 a  6.25 a  5.39 a 1.19 a

Soil B 58.00 b  62.11 b  5.48 a  3.05 a 2.68 a

Soil C 81.51 c  3.76 c  1.56 b  5.10 a  .39 a

significance  **  **  **

pH 3.9

Soil A 93.35 a  11.30 a  6.55 a  2.77 a 1.15 a

Soil B 80.41 b  39.71 b  4.89 b  1.71 a  .00 a

Soil C 53.79 c  1.25 d  1.97 c  1.12 a 1.73 a

significance  **  *  **

pH 2.9

Soil A 73.66 a  9.39 ab  2.96 a  5.27 a .59 a

Soil B 46.37 b  14.64 a  4.29 b  1.14 b .00 a

Soil C 48.68 b  6.39 b  .43 c  1.20 b .84 a

significance  **  *  **  **

The ratio of commercial soil and decomposed granite soil was different. Soil A is 7:3, Soil B is 3:7, Soil C is 0:10.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t 5% level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5% and 1%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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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공산성비 처리에 따라 백합나무 묘목

의 뿌리 성장이 대조구 비교하여 억제 또는 촉진 되는 등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은행나무와 곰솔의 뿌

리 길이는 pH 2.4에서 억제 또는 촉진되는 상반된 결과

(김명란과 소웅영, 199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탕단풍의 유식물에서 측근의 수와 길이

는 pH 수준(pH 3.0-4.0)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결

과(Dustin과 Raynal, 1988)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세 가지 토양에서 모두 토심별로 미세근량 보다 세근량

이 2-3배가량 많이 분포하였다. 토양 A의 경우, 토양깊이

14 cm-21 cm에서의 세근량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모두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H 처리 간 다른 토양깊이의

세근량과 미세근량들은 전체적으로 대조구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전체 지

하부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토양 C의 경우

도 토심 0 cm-7 cm의 미세근량에 대하여 pH 3.9, pH 2.9

처리구에서 대조구(2.28 g)보다 높은 값(pH 3.9=2.46 g,

pH 2.9=2.98 g)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토양 A와 마찬가지

로 전체 지하부량은 pH가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반면, 토양 B에서는 토양 A와 토양 C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토심 7 cm-14 cm와 14

cm-21 cm에서 pH 2.9 처리구의 세근량은 대조구보다 높

은 값(7 cm-14 cm=2.89 g, 14 cm-21 cm=2.26 g)을 나

타내었다. 미세근량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미약하였지만,

토심 7 cm-14 cm에서의 미세근량은 유사한 경향이 나타

났다(Figure 3). 이와 같은 결과는 인공산성비가 처리된 은

행나무묘목이 세 가지 토양종류에서 서로 다른 생장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는 보고(김갑태. 1987)와 유사한 경향이

라고 판단되며, pH 수준의 감소가 묘목의 생장억제가 아

닌 세근의 생장에도 유익한 효과를 주고 있음을 의미하기

도 한다. 그러나 몇몇 pH 처리구에서만 국한된 결과이기

때문에 백합나무 묘목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라고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수령별 백합나무 묘목, 성

목에 대한 토양별, pH 수준별 검증에 대한 장기적이며 지

속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양 A의 경우, pH 수준별 처리는 토심 0 cm-7 cm에

분포하는 세근량(p<0.01)과 토심 7 cm-14 cm에 분포하는

세근량(p<0.05)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토심 14 cm-21 cm에 분포하는 세근량은 pH 수준별

처리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토심 0 cm-7

cm에 분포하는 미세근(p<0.01)과 토심 7 cm-14 cm에서

측정된 미세근(p<0.05)은 pH 수준별 처리에 대해 유의차

를 보였다. 토심 14 cm-21 cm에 분포하는 미세근량은 세

Figur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oil depth and root growth depending on pH levels under different soil types.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t 5% level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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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

와 같은 결과는 포트공간의 제한된 생육공간이 그 원인이

라 사료된다. 토양 B의 경우, 토심 0 cm-7 cm의 세근은

pH 수준 간 처리에 대해 유의차(p<0.05)가 인정되었으며,

토심 7 cm-14 cm의 세근은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

러나 토심 14 cm-21 cm의 세근은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다. 미세근은 pH 처리간 토심 0 cm-7 cm에

서 측정된 건중량만이 통계적 유의차(p<0.01)가 인정되었

다. 토양 C의 경우, 세근은 토심 7 cm-14 cm에서 측정된

값에 대해 1%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고, 그 외의 토

양깊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토심 0

cm-7 cm과 7 cm-14 cm에서의 미세근은 각각 5%와 1% 수

준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Figure 3).

세 가지 토양의 종류는 세근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약하

였고 미세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토심별 세근의 건중량의 경우, pH 2.9 처리

구의 토심 14 cm-21 cm에서만 유의차(p<0.01)가 인정되

었고, 그 외 pH 처리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

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근발달에 대해 토양종류가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세 가지 토

양의 처리는 토심별 미세근에 대해서는 pH 처리구 간에

는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다양한 pH 처리구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토심 0 cm-7c m에서의 미세근량은

pH 3.9 처리구를 제외하고 각각 1%와 5% 수준에서 유의

차가 인정되었으며, 토심 7 cm-14 cm에서의 미세근량은

pH 5.6 처리구와 pH 4.9 처리구에서 통계적 유의차

(p<0.05)가 인정되었다. 또한, 토양의 종류는 pH 3.9 처리

구의 토심 14 cm-21 cm의 미세근량에 대해서만 영향

(p<0.05)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와 같은 결

과는 토양의 종류가 인공산성비의 pH 별 처리와 함께 지

하부의 미세근량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토양의 종류가 세근 보다 미세근에서 더 많은 유의

차가 인정되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뿌리

굵기에 따른 민감도의 차이라 사료된다.

결 론

인공적으로 pH 5.6, 4.9, 3.9, 2.9로 구분된 산성비를 일

정기간 처리한 백합나무 묘목의 생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중량, 줄기생장 및 토심별 뿌리생장

을 조사한 결과, 지상부의 총건중량은 인공산성비의 산도

가 증가함에 따라 지상부의 건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지하부의 총건중량은 토양 A와 토양 C에서 pH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지하부 건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줄기생장률은 세 가지 토양에서 모두 6월-7월에

줄기생장이 큰 폭으로 생장하였다. 또한 pH 3.9와 pH 4.9

Table 6. Significance of the fine and very fine root growth of Liliodendron tulipifera seedlings treated with four pH levels of

simulated acid rain in three soil types.

Treatments
Soil depths1 Soil depths2

0-7 cm 7-14 cm 14-21 cm 0-7 cm 7-14 cm 14-21 cm

Effect of
 soil types

pH 5.6
(Control)

Soil A 6.26 a 2.43 a  .19 a 2.69 a 1.03 a  .18 a

Soil B 6.02 a 2.54 a  1.13 a 1.49 b  .86 a  .38 a

Soil C 4.03 a 4.46 a  2.43 a 2.28 c 1.90 b  .21 a

significance   **  *

pH 4.9

Soil A 3.34 a 2.26 a  .47 a 1.11 a  .75 a  .14 a

Soil B 3.44 a 2.16 a  1.24 a 1.03 a  .69 a  .95 a

Soil C 2.99 a 3.29 a  .44 a 1.70 a 1.35 b  .14 a

significance    *

pH 3.9

Soil A 3.67 a 1.19 a  .74 a 2.00 a  .82 a  .45 a

Soil B 4.57 a 2.08 a  .88 a 1.20 b  .50 a  .11 b

Soil C 3.60 a 1.11 a  1.17 a 2.46 a  .85 a  .26 ab

significance   *  *

pH 2.9

Soil A 2.29 a 1.51 a  .81 a  .88 a  .54 a  .42

Soil B 3.23 a 2.89 a  2.26 b  .67 a  .99 a  .91

Soil C 3.97 a 1.64 a  .00 c 2.98 b  .60 a  .00

significance  **  **

The ratio of commercial soil and decomposed granite soil was different. Soil A is 7:3, Soil B is 3:7, Soil C is 0:10.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t 5% level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5% and 1% levels, respectively. 
1Dry weight of fine root was investigated in different soil depths.
2 Dry weight of very fine root was investigated in different soil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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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에서는 생장이 오히려 촉진되기도 하였으며, pH 2.9

처리구에서는 생장이 억제되었다. 토심 0-7 cm와 7-14 cm

에서의 세근과 미세근량은 pH 수준 간 유의차가 인정되

었으나, 토양의 종류는 미세근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인공산성비 처리는 백합

나무 묘목의 줄기 및 뿌리의 건중량 및 길이 생장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연환경에서의 백합나무도

산성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

부 산성비 단계에서의 생장 촉진은 일정기간의 인공산성

비에 의한 시비 효과와 묘목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생장반응으로 판단되므로 최근 가로수 및 용재수로 보급

중에 있는 백합나무 성목에 대한 장기적 관찰과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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