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99, No. 3, pp. 359~367 (2010)

359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식재시기 및 조림지 하층식생 조건이 소나무 용기묘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조민석1·김길남2
*·권기원2·이수원1

1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2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전공

Effect of Planting Season and Vegetation Competition on
Growth Performances of Containerized Seedlings

of Pinus densiflora

Min Seok Cho1, Gil Nam Kim2
*, Ki Won Kwon2 and Soo Won Lee1

1Forest Practice Research Center,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Pocheon 487-821, Korea
2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Forest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 용기묘(1-0묘)를 대상으로 계절별 식재시기 및 조림지 하층식생 조건에 따른 생존율

과 생장 특성을 조사하여 용기묘 조림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적정 식재시기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4한 용기묘의 식

재기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재시기는 봄, 여름, 가을의 세 처리를 하였으며, 시험지는 하층식

생이 무성한 지역(A)과 그렇지 않은 지역(B)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소나무 용기묘의 생존율은 모든 시험지에서 여

름 식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용기묘의 근원경과 묘고 생장은 여름 식재가 가장 우수한 값을 보

였으며, 식재 후 초기에는 생장이 불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장률이 점점 높아졌다. 대부분의 식재시기 처리에

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 생장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생산량에 있어서도 세 시험지 모두 여름 식재가 가

장 높았으며, 하층식생이 발달하지 않은 B 지역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소나무 용기묘는 여름 조림이 가

능하여 식재기간을 기존의 봄과 가을에서 여름까지 확대시킬 수 있으며, 높은 생존율과 생장을 위한 하층식생 관리

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optimal planting season of the effect of vegetation competition

around planting tree. This study evaluates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planting period of containerized seedling

of Pinus densiflora (1-0 year). We planted seedling at three different seasons (spring, summer, fall) at 18 plots in 3

locations. Planting sites were composed of vigorous vegetation (Site A) and less vigorous vegetation (Site B). For

over 3 years, the study investigated survival rate, growth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and biomass of

containerized seedling of P. densiflora. In all sites, containerized seedling of P. densiflora showed high survival rate

in summer planting. Height and root collar diameter of containerized seedling of P. densiflora were the highest in

summer planting, but in the initial period after planting growth was not good. After time passed, growth rate was

increased. Site B showed better growth than Site A. Biomass was the highest in summer planting and also the

highest in Site B. These results suggest that planting period can be extended by using containerized seedling and

vegetation control in the initial is very important for survival and growth of containerized seedling.

Key words : planting season, vegetation competition, Pinus densiflora, growth performances, survival rate, containerized

seedling

서 론

우리나라의 소나무림 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23.1%(1,473천ha)이다(산림청, 2009). 세계적으로 소나무

(Pinus densiflora) 분포는 한국과 만주 및 일본에 걸쳐 분

포하며, 제주도 한라산에서 함경북도 은성군 증산에 이

르기까지 전국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

역에서 분포하고 단일 수종으로는 최대면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종이다(양효식, 2002). 그러나 최근 들어 소

나무재선충과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산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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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나무 조림지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중효와 홍성천, 2004).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쇠퇴위기에 처해있

는 소나무림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

만(윤충원과 홍성천, 2000; 이경재 등, 2006; 이광수 등,

2009), 아직까지 소나무 용기묘 조림기술에 관련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림지의 광선, 수분, 온도, 토양 등의 무기환경과 함께

식재방법, 식재시기, 시비처리, 하층식생 처리 등의 식재

기술은 조림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Auchmoody, 1982).

특히 각 수종별로 묘령 및 생육상태와 조림지 하층식생

관리 등을 고려한 입지 환경에 따른 식재시기의 적절한

선택은 조림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용기묘의 조림

에서 3~5년 동안 지속되는 하층식생과의 수광경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림한 묘목이 가능한 빠르게 임

지에 활착되어 신속하게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림기

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묘의 종류별로 식재

시기, 식재방법, 시비처리, 하층식생처리 등과 관련된 기

술개발과 연관된 기초 또는 실연 연구가 필요하다(권기

원 등, 2009). 

현재 우리나라에서 묘목의 식재는 대부분 봄에 집중되

지만 때로는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가을 식재는 노동력 분산과 함께 묘목의 활착을 앞당겨

초봄 생장을 일찍 시작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겨울철 동해나 한해, 도복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식재대상 지역이나 수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용기묘의 경우에는 겨울을 제외하고 연중 식재가 가능하

지만 수종별 조림지 입지환경에 따라 피해를 입을 위험

이 있다(이돈구 등, 2010).

식재 묘목의 활착은 토양온도, 토양수분의 이용정도와

묘목자체의 발근력에 의해 지배된다(마상규, 1982). 따라

서 수종에 따른 적정 생육환경 조건만 갖추어지면 연중

식재 시에도 조림성공률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

기묘는 노지묘보다 수분, 온도 등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

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연중식재 시 노지묘보다 유리

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Helenius et al., 2002). 용기묘의

여름 식재는 하층식생이 가장 왕성할 때 한 번의 풀베기

로 추가적인 풀베기 작업 없이 조림 묘목이 수광경쟁에

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높은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무육관리 작업이 생략되

어 조림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반면, 봄 식재는 풀

베기 작업을 식재 당년에 약 1~2회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야 하며 하층식생과의 수광경쟁 기간이 길고, 가을 식재

는 동해 등의 피해로 인해 생존율이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 용기묘(1-0묘)를 대상으로 봄, 여

름, 가을 계절별 식재시기에 따른 생육반응 특성을 조사

하여 용기묘 조림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적정 식재시기를

구명 및 식재기간의 확대 가능성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림지 하층식생과의 수광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여 우수한 조림성과를 보일 수 있는 조림기술을 개발하

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수종 및 시험구 설치 방법

1) 공시수종

본 연구에서는 안면도 소나무 채종원에서 2004년 가을

에 채취한 종자를 이용하여,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

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시설온실에서 생산된 소

나무(Pinus densiflora) 용기묘 1-0묘를 이용하였다. 2005

년 4월 12일 파종을 실시하였으며 양묘 시 104혈 용기(60

mL/hole-840seedlings/m2, Shinill Science, Korea)를 이

용하였다. 생육상토는 피트모스:펄라이트:질석(1:1:1, v/

v)의 상토(Table 1)를 이용하였다. 시비는 발아 40일 후 3

개월 간 수용성 비료인 MultiFeed 19(N:P:K=19:19:19,

Haifa Chemicals, Israel)를 1 g·L−1 배액으로 희석하여 주

1회 20 L/m2 관수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 시험구 설치 및 시험지 현황

시험대상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산림생산기술연구

소 시험림(북위 37° 45', 동경 127° 10')과 강원도 홍천(북

위 37° 42', 동경 128° 26') 및 전북 진안(북위 35° 47',

동경 127° 21')의 3곳을 선정하였다. 시험지별로 하층식

생이 발달하여 무성한 A 지역과 하층식생이 발달하지 않

은 B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plot 총 6개 plot을 설

치하였으며, plot당 100본씩 총 300본의 묘목을 반복 식

재하였다. A 지역은 하층식생의 평균 높이 50 cm 이상,

식피율 80% 이상이고, B 지역은 평균 높이 20 cm 이하,

식피율 40% 이하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식

재시기 처리는 2006년 봄(4월), 여름(7월), 가을(9월)의 세

시기로 나누어 식재하였으며, 용기묘 조림을 위해 묘목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edia using containerized seedling.

Soil texture (%)
pH

EC
(ds/m)

NO
3

(mg/kg)
P
2
O

5

(mg/kg)

Ex-Cations (cmol
c
/kg) C.E.C.

(cmol
c
/kg)Peat moss Perlite Vermiculite K+ Ca2+ Mg+

33.3 33.3 33.3 6.0 0.1 0.1 123 4 10 7 17



식재시기 및 조림지 하층식생 조건이 소나무 용기묘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361

을 이동 시 또는 식재 시 뿌리 분(plug)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식재 2일 전까지만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였다. 식

재 시에는 용기묘 뿌리 분 끝에서 수직으로 5 cm 깊이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N:P:K=15:10:10, KG Chemical

Co., Ltd. Korea)를 20 g/seedling을 시비하였으며, 식재

전 하층식생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시험지

의 기후 환경은 Table 2와 같으며(기상청, 2006~2008),

시험지의 임황, 지황 및 토양특성은 Table 3과 4와 같다.

시험지의 토양분석에 사용된 모든 방법은 농업기술연구

소(1988)의 토양분석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2. 측정 및 결과 분석

조사 대상 지역별로 식재시기별 소나무 용기묘의 생육

특성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식재 연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년간 묘고와 근원경을 반복 측정하여, 연

차별 생장과 상대생장률을 분석하였다. 2006년 식재 시

측정한 묘고와 근원경의 측정값을 100으로 하였으며,

2008년까지 각각의 연도별 가을(9월 중순) 측정값을 이

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생장률을 계산하였다(권

기원과 이정호, 1994). 2008년 9월 중순 모든 실험이 끝

난 후 묘목을 채취하여 잎, 가지, 뿌리를 구분하여 각각

의 건중량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의해 묘목 각각

의 물질생산량과 총 물질생산량 및 T/R율을 계산하였다

(Šestak et al., 1971). 또한 2008년 가을 현재의 식재시기

별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식재시기에 따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Ducan의 다중검정법으로 각각의 처리구간의 유의성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PC SAS program

Version 8.2(SAS Institute Inc., 2000)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존율

식재시기별 생존율은 모든 시험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면서 여름 식재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하층식생이 발달하지 않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약 20%

Table 2. Seasonal climatic conditions of the plantation sites from 2006 to 2008.

Site Year Month
Air temperature (oC) Total

precipitation
(mm)

Mean relative
humidity

(%)

Soil surface
 temperature

(oC) mean max. min.

Pocheon

2006

April 10.5 17.6 5.1 80.0 57.0 11.9

July 22.3 26.3 19.6 718.0 85.0 24.7

September 18.7 25.6 13.1 14.0 68.0 22.4

2007

April 10.2 17.8 4.2 47.1 55.0 12.0

July 22.8 27.4 19.4 242.0 78.0 25.5

September 20.1 24.9 16.7 216.8 78.0 22.4

2008

April 13.3 20.9 6.6 36.3 58.0 14.8

July 24.5 28.9 21.4 725.6 84.0 26.7

September 20.2 27.0 15.2 123.3 75.0 23.8

Hongcheon

2006

April 10.4 17.3 4.4 84.0 58.0 11.8

July 22.8 26.8 20.0 1244.5 83.0 24.4

September 18.5 26.1 13.1 25.0 72.0 22.1

2007

April 10.3 17.7 3.4 37.0 57.0 13.0

July 23.8 28.8 20.1 227.4 76.0 25.7

September 19.9 24.8 16.4 291.0 81.0 21.6

2008

April 12.3 20.5 4.9 28.5 59.0 14.5

July 25.3 30.0 21.8 466.3 79.0 27.5

September 19.6 26.8 15.0 95.1 77.0 22.6

Jinan

2006

April 11.9 17.7 6.8 66.1 67.0 14.0

July 25.0 29.0 22.3 527.4 85.0 25.0

September 20.9 26.9 15.9 41.1 72.0 22.7

2007

April 11.8 18.3 5.8 28.5 57.0 14.6

July 24.9 29.2 21.8 206.7 78.0 26.3

September 22.2 26.0 19.2 457.1 82.0 23.6

2008

April 14.0 21.0 7.7 47.5 57.0 16.4

July 27.2 31.8 23.7 205.9 74.0 28.7

September 22.7 28.6 18.2 27.7 69.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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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Table 5). 이 결과는 벚

나무의 식재시기별 생존율에서 여름 식재가 94%의 높은

값을 보였으며(Seifert et al., 2006), 리기테다소나무, 삼

나무, 편백, 독일가문비 및 일본잎갈나무가 4월 식재보다

6월 식재가 생존율이 우수하였다(마상규, 1978). 또한, 독

일가문비 용기묘가 여름 식재가 생존율 및 묘고의 생장

이 가장 우수하였다(Luoranen et al., 2006) 및 구상나무

의 식재시기별 활착률은 하기식재인 경우 활착률이 84%

로 춘기식재의 72%보다 높은 결과(김갑태 등, 2002)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하층식생이 가장 무성

Table 3. The basic properties of the plantation sites.

Site Plot
Slope 

direction
(o)

Altitude
(m)

Slope
(o)

Side
 direction

Topography

Soil depth (cm)

Soil moistureOrganic 
horizon

A horizon

Pocheon

A1

1 172 160 19 low beeline 5 21 moderate

2 172 160 24 low beeline 2 19 moderate

3 174 170 29 upper beeline 5 23 slight wet

B

1 70 245 36 upper beeline 4 29 moderate

2 67 240 19 upper beeline 2.5 22 moderate

3 85 240 19 upper beeline 3 28 slight dry

Hongcheon

A

1 222 930 16 low beeline 7 20 wet

2 221 930 18 low beeline 1 7 wet

3 221 930 17 low beeline 17 30 wet

B

1 173 950 39 upper beeline 4 16 moderate

2 172 950 40 upper beeline 5 17 moderate

3 175 960 39 upper beeline 6 20 moderate

Jinan

A

1 248 410 24 low beeline 2 14 moderate

2 200 410 31 low beeline 1.5 8 moderate

3 200 410 32 middle beeline 0.5 12 slight dry

B

1 243 475 39 upper beeline 1 19 moderate

2 244 475 40 upper beeline 1.5 18 moderate

3 246 485 41 upper beeline 4 20 moderate

1Site A was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Site B was not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Table 4. Soi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plantation sites.

Site pH
Total

nitrogen
(%)

Organic 
matter
(%)

P2O5

(mg/kg)

Ex-Cations
(cmolc/kg) Texture

Soil texture (%) C.E.C.
(cmolc/kg)

K+ Ca2+ Mg+ sand silt clay

Pocheon
A1 4.40 0.12 3.44 2.20 0.38 1.10 0.46 CL 30.0 32.5 37.5 9.44

B 4.55 0.12 2.51 6.40 0.20 0.18 0.14 CL 40.0 30.0 30.0 6.88

Hongcheon
A 5.10 0.39 0.75 2.60 0.44 4.97 0.61 L 42.5 30.0 27.5 2.88

B 4.85 0.16 4.98 0.82 0.32 0.52 0.17 CL 40.0 25.0 35.0 16.00

Jinan
A 4.60 0.22 5.56 83.2 0.42 0.74 0.23 CL 25.0 35.0 40.0 16.42

B 5.10 0.29 7.55 1.38 0.53 2.40 0.54 CL 32.5 32.5 35.0 19.90

1Site A was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Site B was not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Table 5. Effect of planting season on survival rate of Pinus densiflora in the field.

Planting season

Survival rate(%)

Pocheon Hongcheon Jinan

A1 B A B A B

Spring 68.9±11.2b2 95.6±3.4a 51.1±11.1c 77.8±6.6b 42.2±12.1b 77.8±7.9a

Summer 88.9±6.0a 97.8±5.1a 77.8±7.7a 95.6±2.7a 66.7±12.4a 82.2±8.4a

Fall 82.2±7.4a 91.1±7.7b 66.7±10.7b 68.6±8.9c 37.8±10.2b 53.3±8.8b

1Site A was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Site B was not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2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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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에 풀베기를 실시하면서 묘목을 식재하다. 이에

따라 봄 식재보다 하층식생과의 수광경쟁에서 조림한 묘

목이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가을 식재보다 동해 등의

피해가 적어 생존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노

지묘의 경우는 묘목 굴취 후 산지에 직접 식재하기 전까

지 묘목의 관리 상태에 따라 활착률이 달라지며(송인규

등, 1997), 수분이나 뿌리에서의 토양 탈착으로 식재 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용기묘는 식재

과정에서 근계가 보호되어 수분 스트레스에 대해 어느 정

도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재 시 조림지에 용기를

옮기기 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여, 뿌리 분(plug)이 충

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온의 여름철이지만

식재를 실시하여도 조기에 활착되어 바로 생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근원경 및 묘고 생장

Figure 1, 2, 3은 2006년 식재한 소나무 용기묘 1-0묘

의 식재시기별 근원경과 묘고의 생장 및 연년 상대생장

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역별 근원경과 묘고의 생장은 진안시험지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경기도 포천, 강원도 홍천 시험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시험지에서 하층식생이 무성하

지 않은 B 지역이 무성한 A 지역보다 높은 생장률을 나

타냈다(P 0.032). 이는 조림한 묘목과 하층식생과의 경

쟁이 조림 성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조림지 하층식생 조건에 따른 하층식생 처

리 등의 차별화된 식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

시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세 시험지 모두 근원경 생장은 여름에 식재할 경우에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P 0.0001). 또한 대부분의 시

험지에서 식재 1년차에는 생장이 가장 불량하였으며, 시

간이 지날수록 생장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는 식재 초기에 이식 후유증 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

으며, 식재 시 묘고가 20 cm 이하이므로 하층식생과의

경쟁이 식재 당년도에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식재 후 3년차 이상이 되어야 묘목이 어느 정도의 안

정된 생장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재 후에 관찰되는 묘목의 스트

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능한 빠르게 임지에 활

착되어 생장할 수 있는 식재시기, 식재방법, 시비처리, 하

층식생처리 등의 용기묘 식재기술 개발과 함께 용기묘 양

묘과정에서의 건전한 묘목생산에 대한 다양한 실연연구

가 필요하다.

세 시험지에서 묘고 생장도 근원경의 생장특성과 같은

경향으로 여름에 식재 할 경우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며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P 0.033), 봄과 가을

간의 유의적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묘고의 생장

은 근원경의 생장과 달리 대부분 식재 2년차에 가장 낮

은 생장률을 보였다. 이는 소나무의 고정 생장 특성

(Kramer and Kozlowski, 1979)에 의해 1년차 생장은 대

 ≤

 ≤

 ≤

Figure 1. The growth performances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of Pinus densiflora according to planting season in
Pocheon (left; site A2, right; site B). 1Different letters o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Site A was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Site B was not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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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조림 전 양묘과정에서 형성된 세포들의 생장에 의

한 것으로 유리한 생육환경을 지닌 시설 내에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건전한 세포들이 형성되어 이식 1년

차 생장을 주도함으로서 양호한 생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민석 등, 2008). 그러나 이식 후유증 등의 스트레

스에 의해 이식 당년에는 다음해에 자랄 세포의 형성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이식 2년차의 생장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3년차부터는 입지환경에 적응하면서 생

Figure 2. The growth performances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of Pinus densiflora according to planting season in

Hongcheon (left; site A2, right; site B). 1Different letters o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Site A was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Site B was not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Figure 3. The growth performances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of Pinus densiflora according to planting season in Jinan

(left; site A2, right; site B). 1Different letters o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Site A was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Site B was not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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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활력이 안정 상태로 회복되어 다시 높은 생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묘목의 근원경과 묘고의 생장은 여름식재

가 가장 우수하였는데, 6개의 온대 활엽수(Seifert et al.,

2006) 및 자작나무(Luoranen et al., 2003)와 가문비나무

(Luoranen et al., 2006) 용기묘의 근원경과 묘고의 생장

이 여름식재가 가장 우수하였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

타냈다. 이는 각 지역별로 소나무 여름 식재가 봄 식재보

다 하층식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용이하며, 가

을 식재보다 빠른 활착에 의한 긴 생육활동을 할 수 있어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용기묘의 경우 연

중 식재가 가능하며, 불리한 생육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

력이 노지묘보다 높고(권기원 등, 2009; Helenius et al.,

2002), 산지에 식재 전까지 뿌리 분(plug)을 형성하고 있

어 뿌리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장이 우

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재시기에 따른 묘목의 생장은

다양한 환경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수분이용,

토양온도와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Cabral and O'Reilly,

2005; McMillin and Wagner, 1995) 노지묘의 경우 굴취

시기와 보관 시 온도 및 기간 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McKay, 1996; Puttonen, 1987; Ritchie et al.,

1985). 따라서 용기묘 또한 우리나라 수종에 대해 노지묘

연구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작물에서도 식재시기,

식재장소 등에 따른 생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김재철 등, 2006; Marlene, et al., 2008; Morrill and

Kushnak, 1999; Tayyar et al., 2008), 이는 식재지역의

생육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식물의 유전적 생장 특성도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재묘목의 수종 및 지역의 생육환경에 따른 적정 식재

시기의 구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3. 물질생산량 및 T/R율

Table 6은 식재시기에 따른 총 물질생산량과 잎, 줄기,

뿌리 각각의 물질생산량 및 T/R율을 나타낸 표이다. 

식재시기에 따른 총 물질생산량은 세 시험지 모두 유

의적 차이를 보이면서 여름 식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

으며, 잎과 가지 각각의 물질생산량도 총 물질생산량과

같은 경향이었다. 이는 자작나무 용기묘의 건중량이 7월

과 8월 식재가 다른 계절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난 결과(Luoranen et al., 2003)와 같

은 경향이다. 그러나 뿌리의 물질생산량은 모든 시험지

에서 봄 식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식재시

기에 따른 T/R율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

지에서 봄 식재 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여름 또는

가을 식재 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봄 식재에서 뿌

리가 활착하여 근계가 형성되는 기간이 다른 두 시기보

다 길고, 하층식생과의 수분, 양분 등의 경쟁에서 우위를

Table 6. Effect of planting season on the biomass production and biomass distribution of Pinus densiflora in the field.

Site Season
Dry weight (g)

T/R Ratio
Leave Shoot Root Total

Pocheon

A1

Spring 10.3±5.9a2 15.3±5.6b 10.8±9.2a 036.3±4.4ab 04.0±2.6a

Summer 15.6±4.8a 25.1±6.1a 06.7±1.7a 047.4±12.7a 06.1±0.2a

Fall 08.4±3.0a 14.8±2.4b 06.1±5.6a 029.2±10.3b 05.7±3.6a

B

Spring 20.9±1.5b 23.8±3.4b 22.3±11a.4 067.0±6.5b 02.6±1.8a

Summer 50.0±5.4a 55.6±5.2a 17.7±3.5a 123.3±9.2a 06.1±1.1a

Fall 24.1±9.4b 30.2±12.0b 08.7±3.7b 062.9±12.6b 09.1±2.3a

Hongcheon

A

Spring 04.8±1.9a 05.4±1.5a 06.0±2.3a 016.2±1.9a 02.0±1.1b

Summer 07.4±1.9a 07.7±2.4a 03.3±2.0a 018.4±5.0a 05.3±2.2a

Fall 05.2±0.8a 08.0±1.5a 03.2±0.9a 016.3±1.5a 04.5±1.7ab

B

Spring 02.0±1.9a 03.3±0.6b 02.5±2.1a 007.7±1.6b 04.8±2.9a

Summer 03.8±1.2a 06.0±1.2a 02.0±1.1a 011.8±1.6a 05.9±3.0a

Fall 02.3±1.2a 04.9±1.1ab 02.6±0.8a 009.8±1.2ab 03.1±1.3a

Jinan

A

Spring 22.7±15.1a 32.9±7.1ab 12.1±5.0a 067.7±18.0a 05.4±2.9a

Summer 30.0±8.7a 39.6±4.9a 09.9±6.1a 079.6±9.2a 11.5±1.1a

Fall 26.4±3.2a 30.2±2.5b 10.1±2.4a 066.7±3.6a 05.9±1.8a

B

Spring 33.0±20.8a 47.4±6.6b 25.0±20.7a 105.4±19.4ab 05.0±3.3a

Summer 45.2±6.9a 56.0±4.5a 15.8±6.5a 117.1±16.0a 07.1±2.8a

Fall 29.3±5.9a 40.2±9.6b 10.4±6.1a 079.8±14.9b 08.5±4.7a

1Site A was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Site B was not vigorous in vegetation growth.
2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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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기 위해 지하부 생장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면

하층식생과의 수광경쟁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

에 지상부의 물질생산량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이다. 침

엽수종은 조림 시 근계 활착 및 생장은 지온이 5oC 이상

에서 시작되며, 12~17oC에서 증가되고, 20oC에서 가장 활

발한 생육활동과 뿌리 활착이 이루어진다(Andersen et al.,

1986; Lopushinsky and Max, 1990).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세 지역 모두 가을의 기온이 여름보다 낮아, 가을 식

재는 생육 및 활착의 적정 온도에 만족하는 조건이 여름

식재 시보다 불량한 것으로(Table 2), 이에 따라 생육활

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봄 식재는 하

층식생과의 경쟁에 의해, 가을 식재는 불량한 생육온도

조건과 뿌리 활착 기간의 부족에 의해 생육이 좋지 못하

며, 여름 식재는 두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가장 우수한 물

질생산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포천과 전북 진안 시험지는 하층식생이 발달하

지 않은 B 지역의 물질생산량이 A 지역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강원도 홍천 시험지는 B 지역보다 A 지역에

서 높은 값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 용기묘(1-0묘)를 대상으로 봄, 여

름 가을의 계절별 식재시기에 따른 생육반응 특성을 조

사분석하여 용기묘 조림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적정 식재

시기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식재시기별 생존율은 모든 시험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면서 여름 식재가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하

층식생이 발달하지 않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은 생

존율을 나타냈다. 근원경과 묘고의 생장은 모든 시험지

에서 여름 식재에서 가장 우수한 값을 보였으며, 식재 후

초기에는 생장이 불량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장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별로 여름 식

재는 봄 식재보다 하층식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가 용이하며, 가을 식재보다 빠른 활착에 의한 긴 생육활

동을 할 수 있어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의 시험지에서 하층식생이 무성하지 않은 B 지역이 무성

한 A 지역보다 생장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

생산량에 있어서도 세 시험지 모두 여름 식재에서 가장

높았으며, 하층식생이 발달하지 않은 B 지역이 A 지역보

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용기묘 조림 시 식재 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면 여름에 용기묘를 조림할 경우

에도 조림 직전 하층식생이 가장 왕성 할 때 풀베기를 실

시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식재한 용기묘보다 하층식생

과의 경쟁을 적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여름 시재는 가을

식재보다 뿌리 활착 및 생육활동에 충분한 기간이 있어 여

름 식재가 우수한 조림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여름에 조

림함에 있어 풀베기 작업 등의 무육관리를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추가적인 무육관리 작업이

생략되어 조림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나무 용기

묘는 여름 조림이 가능하여 식재기간을 기존의 봄과 가을

에서 여름까지 확대시킬 수 있으며, 높은 생존율과 생장을

위한 하층식생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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