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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태리포플러와 현사시를 대상으로 양돈폐수 처리하고 수액이동량을 측정, 기상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2007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이태리포플러가 현사시 보다 평균 1.5배 많은 양의 수액이동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1월 이후 두 수종의 수액이동의 차이가 점점 감소하다가 1월 말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액이동은

기온이 높으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두 수종 모두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10월 말부터 급격히 수액이동이 감

소하였다. 강수량과 수액이동의 관계는 휴면기동안 강수변화가 적어서 뚜렷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휴

면기로 들어가는 9월 이후에도 두 수종 모두 수액이동이 여전히 이루어졌다. 수종 간에는 이태리포플러가 수액이동

량이 현사시보다 평균적으로 높았지만 급격히 감소되는 온도에는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아 현사시보다 기온에

더 민감한 것으로 간주된다. 휴면기동안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은 각각 이태리포플러가 2,288 L, 현사시가 1,501 L였

다. 이로 미루어 양돈폐수 제거 목적의 포플러가 식재 될 때 이태리포플러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s: We examined sapflow of two populus tree species (Populus alba × Populus glandulosa and Populus

euramericana) grown under Swine wastewater treatment, and measured relationship between sapflow and

climate facters. Sapflow of P. euramericana was 1.5 times greater than that of P. alba × P. glandulosa from

September to late December 2007. However, sapflow of P. euramericana and P. alba × P. glandulosa was

similar after late Janua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 temperature and sapflow was relatively high. There

was a decrease in sapflow tendency of the two poplar species during the late October when the mean

temperature was low. Trends on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humidity and sapflow showed low relationship.

However, data showed weak relationship between sapflow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period of less

precipitation, sapflow of P. alba × P. glandulosa has no relationship. Sapflow of two populus species was still

active during non-growing season. P. euramericana was considered as a better species than P. alba × P.

glandulosa, in terms of phytoremediation.

Key words : Swine wastewater, Populus alba × Populus glandulosa, Populus euramericana, phytoremediation, sapflow. 

서 론

축산분뇨가 토양으로 집적되면 지하수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생태계의 부영양화를 초래한다(Fujino et al., 2005). 그

러나 축산폐수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원소인 질소

와 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침출수 자체가 수

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수목에 관수해 준다

면 축산폐수의 흡수 및 제거 효과는 물론 수목의 생장에 필

요한 양료와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여진

기 등, 2002). 또한 환경오염지에 식물을 이용한 정화기술

(phytoremediation)을 적용하면 광범위한 면적에 적용이 가

능하고 처리비용이 낮다. 이에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응하

고 생장이 빠르며 높은 증산량으로 오염물질을 흡수 하고

분해 하는 기능이 뛰어난 포플러 두 수종, Populus

alba × Populus glandulosa와 Populus euramericana를 축

산분뇨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에 적합한 phytoremediation

수종으로 보고하였다(여진기 등, 2002; 2003). 포플러는 높

은 수분 이용효율과 빠른 생장률, 넓게 퍼지는 뿌리 시스

템으로 인해 토양침식의 방지는 물론 오염물질의 흡수와

분해제거에 탁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플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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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remediation에 적합하다고 이미 여러 논문에서 보고된

바 있다(Jordahl et al., 1997; Ronald et al., 2006). 특히 침

출수 제거 목적의 phytoremediation은 수분 흡수 능력을 아

는 것이 중요한데, 수목의 수분 흡수 능력을 아는 적합한

방법으로써 수액이동 측정방법이 있다(Wendt et al., 1967).

오염된 침출수를 제거시키기 위해 수목을 대상으로 침출수

를 관수하는 경우, 수목이 수액이동을 통해서 오염된 침출

수를 어느 정도의 양만큼 흡수 할 수 있는지와 흡수된 침

출수를 얼마만큼 소비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

지의 연구는 대다수 포플러의 생육기간에 얼마나 많은 오

염물질이 제거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포플러의

생육이 감소하는 9월과 그 이후에 포플러와 수액이동량과

의 관계는 연구되어진 것이 많지 않다. 생장이 감소하는 휴

면기동안의 수액이동량을 알아보는 것은 phytoremediation

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수목을

이용한 양돈폐수 제거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포플러의 생장이 감소하는 휴면기 동안에 침출수를 얼마나

제거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수액이동량에 영향을 끼치

는 인자인 기상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침출수 처리

 수원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야외 실

험구 총 494 m2에 2003년 1년생 삽목묘로 식재된 현사시

(Populus alba×Populus glandulosa)와 이태리포플러(Populus

euramericana)를 대상으로 양돈폐수 원액을 처리 하였다

(Table 1). 각 수종은 1열 당 11본씩 3열 33본, 2반복, 총

132본을 식재하였다(Figure 2). 

식재된 수종의 열과 열 사이에 침출수 원액을 저장할 수

있도록 탱크를 토양층에 만들어놓고 양돈폐수 원액을 공

급하였다. 공급량의 기준은 양돈폐수 원액을 저장한 탱크

의 수위를 측정하여 적정 수위(10~30 cm)가 유지되도록

수시로 공급하여 이를 식물체가 흡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생장능력이 감소하는 9월부터 그 이듬

해 2월까지 수행되었다. 

2. 수액이동량

두 수종의 포플러에 Thermal dissipation probe (TDP-

30)를 설치한 후 30분마다 수액이동량을 자동 측정하여

실험구에 설치된 CR10X Datalogger에 자동 저장하고 자

료는 다음의 식으로 환산(Granier, 1987)하였다. 
bK=(cdTm-adT)/dT
dV=0.00019× bK1.231 (cm s−1)
eS

A
=-0.0039+0.59 fS

T

Sap flow=S
A
×V×3600 (cm3 h−1)

adT(oC) = Thermocouple differential voltage (mV)×25 
bK =dimensional parameter 
cdTM=value of dT when there is no sap flow (zero

set value) 
dV=sap flow velocity (cm s−1) 
e S

A
=sapwood area (cm2) 

f S
T
=circumference (cm)

3. 미세기상

실험구와 가장 가까운 측후소에서 관측한 수원시의 기

후 일별자료(평균기온, 상대습도, 강우량)를 이용하였고, 이

를 수액이동량과 비교 하였다. 평균기온, 상대습도와 수액

이동량과의 관계는 통계프로그램(SAS)을 통하여 회귀분

석 하였다. 

Figure 1. Total sap flux density during this study.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two poplar species used in

this study.

Populus spp.
Age

(years)
Diameter at breast 

Height(cm)

Populus alba × Populus glandulosa 6 6.9 ± 0.3

Populus euramericana 6 7.3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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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기간에 따른 수액 이동

휴면기 동안의 두 수종의 수액이동을 관찰한 결과, 2007

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의 수액 이동량

을 보면 1본당 이태리포플러가 2,288 L, 현사시가 1,501 L

의 수액이동을 하였다(Figure 1). 9월부터 2월 말까지 이

태리포플러가 현사시보다 평균 1.5배 많은 양의 수액이동

을 하였다. 이미 이태리포플러가 현사시보다 흉고직경 생

장능력이 높으므로 증산량이 더 많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

다(여진기 등, 2003). 같은 실험구에서 이태리포플러와 현

사시 두 수종의 증산률을 실험한 결과, 현사시보다 이태

리포플러의 증산률이 더 높았다(제선미 등, 2007). 다소 수

액이동이 왕성한 9, 10월 두 달 동안의 수액이동량을 보

면 현사시가 대략 510 L, 이태리포플러가 1,060 L정도의

수액이동을 하였다.

두 수종 모두 평균기온이 낮아지는 10월 말부터 급격히

수액이동이 감소하였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영하의 온도

대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태리포플러의 수액이동

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사시의 값과 비슷하게 되었다.

1월 이후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의 차이가 점점 감소하

다가 1월 말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월 한

달 동안의 누적된 수액이동량이 현사시가 101 L, 이태리

포플러가 103 L로서, 수액의 이동이 있기는 하나 다른 실

험 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값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

였다.

하루 동안의 평균 수액이동량을 보면 현사시가 9월에

하루 평균 7.8 L, 10월에 11.5 L이동하였고, 이태리포플러

가 9월에 하루 평균 23.3 L, 10월에 19.2 L의 수액이동을

하였다. 이태리포플러의 수액이동량은 9월보다 10월에 감

소한 것에 비해 현사시는 오히려 9월보다 10월 동안에 더

많은 양의 수액이동을 하였다. 

2. 기상인자와 수액 이동과의 관계

평균기온과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의 관계를 본 결과 두

수종 모두 평균기온과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태리포

플러의 수액이동량이 현사시보다 평균기온에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이태리포플러와 현사시 두 수종의 적응력을 쓰레기 매

립지에서 실험한 결과 식재 후 적응력이 강한 수종은 현

사시로서 생존률이 69%였다(구영본 등, 2002). Meiresonne

et al.(1999)이 교잡종 poplar인 Populus trichocarpa × P.

deltoides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에서도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수액이동량은 기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제시한 바 있다. 

기온과 수액이동량과의 관계와 달리, 두 수종 모두 수

액이동량은 상대습도에 부의 관계인 결과를 보였다. 대부

분의 식물에서 뿌리의 물질 흡수 능력은 토양, 식물체, 대

기 사이의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Cermark et al., 2007; Wullschleger et al, 1998), 습도가

높으면 대기중의 수분 포텐셜이 변화되어 결국 수액이동

을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

대습도와 수액이동량과의 관계가 평균기온과 마찬가지로

이태리포플러가 현사시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Figure 2. Diagram of experimental site.

Figur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sapflow density in this study fo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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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Figure 4). 

-5oC 이하의 평균기온을 가지는 기간 동안의 수액이동

량의 변화는 다른 저온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기온이 내려 갈수록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도 비례해서 감

소하던 것과 달리, 기온이 -5oC 이하로 온도가 내려 갈 때

는 오히려 수액이동량이 증가했다. 두 수종 모두 양의 차

이는 있으나 그 경향이 비슷했다(Figure 5). 동결에 저항

성을 갖는 일부 목본식물들은 생장시기 동안의 수분 결핍

에도 저항성을 갖는다(Taiz and Zeiger, 2005). Taiz and

Zeiger(2005)는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목본 식물들은 별개

의 두 단계를 통해서 저온에 순화된다고 하였다. 그 첫번

째 단계가 식물이 단일과 비동결 저온에 노출되면 초가을

Figure 4.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sapflow density in this study for October.

Figure 5. Comparison of sap flux density of the planted poplar clones for December and January.

Figure 6. Comparison of the sap flux density of the planted poplar clones with relative humidity. Bars indicate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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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한성이 유도된다. 순화를 촉진하는 확산 가능한 활

성물질이 체관부를 통해 잎에서 월동하는 줄기로 이동하

여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기에 목본식물의 물관부

물관에서는 물이 줄어들어 이후에 동결이 일어난다고 해

도 물이 팽창하여 줄기가 파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다. 때문에 줄기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두 수종의

포플러가 -5oC 이하의 평균기온을 가지는 기간 동안에 수

액이동활동이 비교적 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량과 수액이동량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차를 볼 수

없었는데, 휴면기동안 적은 강수변화로 인해 뚜렷한 경향

을 보이지 않았다. 본 실험기간 동안 9월 14일에 강수량

이 79 mm, 15일에 26 mm로서 다른 실험의 기간보다 강

수량이 높았을 때, 두 수종의 수액이동이 급격히 증가했

다(Figure 6). 9월 17일에 이태리포플러는 평균 17 L에서

28 L로 증가하였고 현사시는 평균 4 L에서 8 L로 증가하

였다(Figure 6). 강수량의 변화가 잦은 기간 동안 black

poplar 수액이동량과 강수와의 관계를 본 실험에서, 강수

량이 높은 기간이 강수량이 낮은 기간에 비해 높은 수액

이동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Luc and Muller, 2002). 

결 론

양돈폐수 처리하의 포플러의 수액이동을 휴면기동안에

조사,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휴면기로 들어가는 9월 이

후에도 두 수종 모두 수액이동이 여전히 이루어졌다. 휴면

기 동안의 두 수종의 수액이동량이 각각 이태리포플러는

2,288 L, 현사시가 1,501 L가 이동했다. 이는 이태리포플

러가 현사시의 대략 1.5배 많은 수액양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수액이동을 이용하여 계산해본 결과, 이 실험

의 실험구(494 m2)에 식재된 이태리포플러 1본이 축산폐

수를 흡수한 전체양이 휴면기 동안에만 75,504 L(2,288 L/

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태리포플러가 현사시보다 온

도에 따라 수액이동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나 평균적

으로 높은 수액이동량을 보였다. 그러므로, 양돈폐수 제거

의 목적으로 식재 하는 경우 이태리포플러가 더 적합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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