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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험림에 양돈분뇨를 처리하여 수목의 지상부 biomass 및 질소저장 능력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며 공시수종은 8개의 포플러(Dorskamp, 72-30, 72-31, Bonghwa1, Eco28, 62-10, Suwon, 97-18) 및 버드나무

클론(131-27) 그리고 기타 4수종(Liriodendron tulipifera L.,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and W.C.Cheng, Quercus

palustris Münchh., Acer okamotoanum Nakai)이다. 지상부 biomass 구성 비율은 줄기, 가지, 잎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지상부 biomass의 부위별 질소함량은 잎, 가지, 줄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은 양돈

분뇨 처리구의 모든 수종 및 클론들이 평균 ha당 30 ton, 무처리구가 ha당 16 ton으로 나타나 양돈분뇨 처리구가 높

았으며 양돈분뇨 처리구에서 Dorskamp 클론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이 ha당 48.3 ton으로 가장 높았다. 수목의 질

소저장 능력은 양돈분뇨 처리구의 모든 수종 및 클론들이 평균 ha당 159 kg, 무처리구가 ha당 90 kg으로 나타나 양

돈분뇨를 처리한 수종들의 질소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Dorskamp 클론이 ha당 286.5 kg의 질소를 저장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Dorskamp 클론이 양돈분뇨 처리에 적합한 클론으로 나타났지만 양돈분뇨에 대한 내성 및 피해 등

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aboveground biomass and nitrogen storage potential of tree

species-eight clones of a poplar and hybrids, one clone of Salix alba L., dawn redwood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and W.C. Cheng), yellow 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 L.), Okamoto maple (Acer okamotoanum Nakai),

and pin oak (Quercus palustris Münchh.)- after treating with liquid pig manure. Stems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aboveground biomass, and followed by branches and leaves. Nitrogen content in aboveground

biomass components was the highest in leaves, and followed by branches and stems. Average aboveground

biomass production was higher in the clones and species treated with manure than those of not treated, 30 ton/

ha and 16 ton/ha, respectively. In the manure-treated site, clone ‘Dorskamp’ of Populus deltoides×Populus nigra

showed the highest aboveground biomass (48.3 ton/ha). Average nitrogen storage potential was superior in the

clones and species treated with manure than those of not treated, 159 kg/ha and 90 kg/ha, respectively. Clone

‘Dorskamp’ also showed the greatest nitrogen storage potential (286.5 kg/ha) among tested tree species.

Therefore, ‘Dorskamp’ is the most suitable clone for treating liquid pig manure, but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any damages or tolerance from the treatment.

Key words : aboveground biomass, clone, liquid pig manure, nitrogen storage, poplar 

서 론 

가축분뇨는 2009년 현재 연간 43백만톤이 발생하고 있

으며 전체 발생량 중 86%(37백만톤)가 퇴·액비로 자원

화 되고 10%(4백만톤)는 정화처리, 3%(1백만톤)는 해양

투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협약(런던협약)에 의해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다른

대체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가축분뇨를 퇴·

액비, 전기 및 열에너지의 형태로 이용하는 순환시스템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Lee and Heo,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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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퇴·액비화된 경우 속성수 바이오매스 생산, 채

종원 시비 및 특용수 재배 등과 같은 임업생산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현철 등, 2011; 권용희 등,

2009). 하지만 퇴·액비화 과정에서의 비용발생에 의한

임업생산의 경제성 문제로 인해 가축분뇨를 직접 수목

에 처리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2차오염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

히 가축분뇨 중 양돈분뇨의 경우에는 특성상 수분이 많고

처리가 어려우며, 축우분뇨에 비해 질소함량이 뇨(尿)는 3

배, 분(糞)은 3.3배 많게 나타나(Kim et al., 2001) 수계로

유입시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암모니아 독성에 의한 어

류 피해 및 염소 처리효과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Wade, 1998; Cho et al., 2000). 따라서 이러한 양

돈분뇨를 직접 처리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및 하천의 오염

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식물을 이

용하여 오염된 토양의 복원기술인 phytoremediation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Licht and Isebrands, 2005).

Phytoremediation은 정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다소 많

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넓은 지역의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처리공법으로 적절하며(옥용식

등, 2003) 적용되는 수목 중 포플러류는 생장 속도가 빠

르고 높은 증산량 및 근권의 범위가 넓어 광범위한 지역

에서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Isebrands and Karnosky, 2001). 여진기 등

(2003)은 시험림에 포플러를 식재하여 축우분뇨를 처리

한 결과, 식물체내 질소 및 인산 함량이 축우분뇨를 처

리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3년생 포플러 1

본이 연간 총 604L의 축우분뇨를 흡수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우관수 등(2006)은 포플러 1년생 삽목묘 6수종(9

개 클론)에 각각 지하수와 양돈분뇨를 처리하는 실내실

험을 한 결과 수고생장은 지하수 처리구가 양돈분뇨 처

리구보다 우수하였지만 식물체내 질소 및 인산 함량은

양돈분뇨 처리구가 지하수 처리구보다 높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김현철 등(2009)은 시험림에 식재한 포플러 및

기타 수종에 양돈분뇨를 처리한 결과, 수고 및 흉고직경

생장량이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잎과 가지의 질소 및 인산 함량도 양돈분뇨 처

리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phytoremediation에 적합한 포플러클론 및 기

타 수종들을 시험림에 식재하여 가축분뇨 중 질소함량이

높은 양돈분뇨를 처리한 후 수종 및 클론간의 바이오매스

와 질소 저장능력을 평가하여 양돈분뇨 처리에 적합한 수

종 및 클론을 선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림 조성

양돈분뇨 처리에 따른 포플러클론 및 기타 수종들의 바

이오매스 및 질소 저장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2007년 3월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에 1년생 삽목묘인 현사시(Populus

alba×Populus glandulosa), 양황철(Populus nigra×Populus

maximowiczii), 이태리포플러(Populus euramericana), 수원

포플러(Populus koreana×Populus nigra var. italica), 미

루나무 교잡종(Populus deltoides×Populus deltoides) 및

버드나무 클론(Salix alba L.)과 1년생 실생묘인 메타세쿼

이아(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and W.C. Cheng),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우산고로쇠(Acer

okamotoanum Nakai) 및 대왕참나무(Quercus palustris

Münchh.) 등 총 13종을 2 m×2 m 간격으로 0.33 ha의

면적에 식재하여(Table 1) 시험림을 조성하였다. 양돈분

뇨를 처리한 처리구에 수종 및 클론별로 각각 16본씩 3

반복으로 배치하였고(0.25 ha)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

은 대조구에 수종 및 클론별로 각각 16본씩 배치하였다

(0.08 ha). 

Table 1. Poplar clones and tree species used in this study.

Species Clone
Number of trees planted in each treatment

LPM Control

Populus alba × Populus glandulosa 72-30, 72-31, Bonghwa1 48 16

Populus nigra × Populus maximowiczii 62-10 48 16

Populus euramericana Eco28 48 16

Populus koreana × Populus nigra var. italica Suwon 48 16

Populus deltoides × Populus deltoides 97-18 48 16

Populus deltoides × Populus nigra Dorskamp 48 16

Salix alba L. 131-27 48 16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and W.C.Cheng - 48 16

Acer okamotoanum Nakai - 48 16

Liriodendron tulipifera L. - 48 16

Quercus palustris Münchh. - 48 16

*LPM: with liquid pig manure, Control: without liquid pig ma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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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돈분뇨 처리

2008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양돈분뇨를 처리하였

으며, 매년 수목의 잎이 완전히 자란 5월부터 생장이 멈추

기 시작하는 9월까지(2010년도는 8월까지 처리) 처리하였

다. 인근 양돈축사에서 배출되는 양돈분뇨를 시험림에 설

치된 물탱크에 저장한 후 파이프로 된 관수시설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으며, 처리구에 식재한 수목의 줄기 주변을 직

경 50 cm 범위로 둥글게 판 다음 양돈분뇨가 흘러넘치거

나 토양의 과습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수하였

다(Figure 1). 따라서 매년 기상 및 토양 조건에 따라 양돈

분뇨 처리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2008년에는 매회 본당 3

L씩 총 94 L 처리하여 처리구 전체에 59 ton/0.25 ha 처리

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본당 5 L씩 총 183

L, 186 L씩 처리하여 처리구 전체에 각각 114 ton/0.25 ha,

116 ton/0.25 ha씩 처리하였다(Figure 2). 처리된 양돈분뇨

에 포함된 질소 농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본당 처리된 질

소량을 환산했을 때 2008년에 0.4 kg, 2009년과 2010년도

에는 0.8 kg씩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2에 본 연

구에 사용된 양돈분뇨의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3. 지상부 biomass 조사 및 표본목 선정

2010년 10월에 4년생 포플러 클론 및 기타 수종들의 흉

고직경을 조사한 후 지상부 biomass 추정을 위해 양돈분

뇨를 처리한 처리구의 포플러 클론 및 기타 수종들에 대

하여 층화임의추출법(Snowdon et al., 2002)을 이용하여

각각 흉고직경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6개의 표본목

(Table 3)을 선정 하였으며, 선정된 표본목을 지표의 높이

Figure 1. Treatment of liquid pig manure at the test plantation.

Figure 2. Total amount of liquid pig manure treated at the
test plantation.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pig manure used in this study.

pH T-N (mg/L) NH
4
-N (mg/L) NO

3
-N (mg/L) T-P (mg/L)

Liquid pig manure 7.8 ± 0.7 4173.3 ± 47.4 3644.2 ± 55.7 101.3 ± 6.2 59.3 ± 2.4

*Data are mean ± SD.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tree species sampled for estimation biomass at the test plantation.

Clone/Species Number of trees Height(m) DBH(cm)

Eco28 6 10.7±0.5(9.1-12.3) 9.7±0.8(6.4-12.1)

Dorskamp 6 09.5±0.8(7.1-11.2) 9.7±1.0(5.8-12.7)

97-18 6 10.2±0.8(7.9-12.8) 8.6±0.9(5.2-11.4)

72-30 6 09.8±0.6(7.1-11.5) 8.5±0.8(5.2-10.7)

72-31 6 10.1±0.6(7.8-11.4) 8.2±0.6(5.9-10.1)

Bonghwa1 6 08.7±0.3(8.4-9.9) 7.8±0.7(5.6-10.2)

62-10 6 09.4±0.6(7.1-11.0) 7.7±0.9(4.4-11.1)

Suwon 6 09.1±0.8(5.5-11.2) 8.4±1.2(4.7-12.5)

131-27 6 07.9±0.8(4.7-10.2) 7.9±1.3(2.8-11.9)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6 03.1±0.6(1.2-5.1) 3.3±1.0(0.4-6.7)

Acer okamotoanum 6 02.7±0.5(0.9-4.4) 2.7±0.3(1.9-4.0)

Liriodendron tulipifera 6 02.6±0.4(0.9-3.8) 2.3±0.5(1.0-4.2)

Quercus palustris 6 03.2±0.7(1.3-5.8) 3.4±0.7(1.2-6.0)

Note: Data are mean ± SD. The values in parenthesis are ranges. DBH is diameter at breast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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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절단하여 현지에서 잎, 줄기, 가지의 부위별 전체 생

중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부위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3

반복으로 채취한 다음 생중량을 조사한 즉시 건조기에서

75oC로 3일 이상 무게변동이 없을 때까지 건조시켜 건중

량을 조사하고 생중량 : 건중량 비를 구하여 포플러 클론

및 기타 수종들의 표본목에 대하여 각각 전체 생중량에

대한 건중량 값을 추정하였다.

4. 질소함량 조사

양돈분뇨 처리에 따른 지상부 biomass의 질소함량을 조

사하기 위해 각 클론 및 수종별로 건중량 조사를 마친 표

본목의 잎, 가지, 줄기 등을 직경 40 mesh 체에 통과하도

록 분쇄한 후 각 부위별로 0.5 g씩 3반복으로 취한 다음

식물체분석법(GARES, 2008)에 준하여 질소농도(T-N)를

측정하였다. 각 클론 및 수종들의 개체당 총 질소함량은

식 (1)을 통하여 추정되었다(Snowdon et al., 2002).

(1)

여기서 N
AGB

:nitrogen contents in the aboveground biomass,

N
ci
:nitrogen contents of the ith component이다.

5. 지상부 biomass 및 질소함량 추정

양돈분뇨 처리구와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

에 대한 지상부 biomass 및 질소함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구의 각 클론 및 수종별로 수확한

표본목에 대하여 건중량과 흉고직경간 그리고 질소함량

과 흉고직경간의 회귀모델을 각각 유도하였으며 적용된

기본 모델은 식 (2)와 같다.

(2)

여기서 y:parameter(aboveground biomass, aboveground

biomass-N), x:DBH, a and b:parameter estimates이다. 

이때 변수의 자연대수 변환 시 발생하는 편이는

Baskerville(1972)의 모델을 통하여 식 (3)과 같이 수정되

었다.

 (3)

여기서 y':bias corrected parameter, zi:log(y), MSE:mean

squared error이다. 

이렇게 유도된 회귀모델에 시험림 전체 수목의 흉고직

경을 대입하여 각 클론 및 수종별 지상부 biomass 및 질

소함량을 추정하였다. 

6. 통계분석

양돈분뇨 처리에 따른 수종 및 클론의 지상부 biomass

및 질소함량을 수종 및 클론간 비교하기 위하여 SAS/

STAT(ver. 8.01) 프로그램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지상부 biomass 구성 비율

표본목들의 지상부 biomass 구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포플러 및 버드나무 클론의 지상부 biomass 비율은 줄기,

가지, 잎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우산고로쇠의 경우에

는 줄기, 가지, 잎의 비율이 각각 78%, 8%, 14%로 나타나

가지의 비율이 잎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Figure 3). 전

체 수종 및 클론에 대한 평균 지상부 biomass 구성 비율

은 줄기, 가지, 잎이 각각 60%, 28%, 12%로 나타나 여진

기 등(2010)이 연구한 포플러 지상부 biomass의 비율과 유

사하게 나타났다. 

2. 지상부 biomass 부위별 질소 농도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구의 지상부 biomass 부위별 질

소 농도는 대왕참나무와 메타세쿼이아를 제외한 모든 수

종 및 클론에서 잎, 가지, 줄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왕참나무와 메타세쿼이아는 잎, 줄기, 가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igure 4). 잎의 질소 농도는 버드나무 131-27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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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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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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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centage of aboveground biomass(AGB) components

of tree species.

Figure 4. N concentration of aboveground biomass(AGB)

components of tree species treated with liquid pig manur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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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72-31, 72-30과

같은 현사시 클론들이 각각 2.27%, 2.26%로 높게 나타났

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김현철 등(2009)이 본 시험

지에서 2009년도에 조사한 잎의 질소 농도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지의 질소 농도는 Dorskamp와

Bonghwa1 클론이 각각 0.80%, 0.76%로 나타나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Suwon, 72-30 및 62-10 클론이 각각

0.65%, 0.64%, 0.64%로 나타났다(P<0.01). 줄기의 질소

농도는 메타세쿼이아가 0.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대왕참나무가 0.43%로 높게 나타났다. 

3. 수종 및 클론별 지상부 biomass 및 질소함량 추정

표본목의 흉고직경과 지상부 biomass 및 개체당 질소함

량에 대하여 유도된 회귀모형의 추정 모수를 Table 4에 나

타내었으며 회귀모델과 식 (3)의 편이 수정모델을 통해 지

상부 biomass 생산량 및 질소함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은 양돈분뇨 처리구가 수종 및 클

론별 전체 평균이 ha당 30 ton으로 나타났고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가 ha당 평균 17 ton으로 나타나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구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이 약

1.8배 더 높게 나타났다(Figure 5).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구의 수종 및 클론별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은 Dorskamp 클론이 ha 당 48.4 ton으로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regression equations used for estimating aboveground biomass (AGB) and aboveground biomass N

(AGB-N) of tree species.

Response variable(y) a b MSE Adjusted r2

AGB (kg)

72-30 -2.8381 2.6607 0.0326 0.944

72-31 -2.7334 2.5732 0.0082 0.973

Bonghwa1 -2.4746 2.4263 0.0354 0.910

62-10 -2.6012 2.5902 0.0269 0.972

Eco28 -3.4943 2.8058 0.0185 0.962

Suwon -2.1938 2.2860 0.0093 0.989

97-18 -2.3069 2.2967 0.0077 0.986

Dorskamp -2.7660 2.5253 0.0129 0.980

131-27 0.3964 1.1035 0.0549 0.879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0.5336 1.3504 0.1065 0.962

Acer okamotoanum -4.0546 3.0225 0.1103 0.905

Liriodendron tulipifera -1.2438 2.0230 0.2113 0.869

Quercus palustris -1.5074 2.1779 0.0093 0.995

AGB-N (g)

72-30 -0.3807 2.1668 0.0563 0.866

72-31 -0.8848 2.3768 0.0116 0.956

Bonghwa1 -1.3213 2.7475 0.0978 0.825

62-10 -1.1537 2.6177 0.0179 0.981

Eco28 -3.0622 3.2610 0.0516 0.925

Suwon -0.0721 2.0611 0.0170 0.976

97-18 -0.9740 2.4192 0.0199 0.969

Dorskamp -1.0500 2.5499 0.0229 0.967

131-27 1.2528 1.5628 0.0614 0.929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2.0349 1.4489 0.5790 0.982

Acer okamotoanum -8.4431 2.7318 0.1033 0.877

Liriodendron tulipifera -4.4832 2.1205 0.2185 0.875

Quercus palustris -4.7226 2.1881 0.0130 0.993

*The equations used were of the form ln Y (g or kg)=ln (a) + b × ln(DBH). MSE is mean squared error.

Figure 5. Aboveground biomass of tree species.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LPM: with liquid pig manure, Control: without
liquid pig manure



720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4호 (201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1), 다음으로 72-30 및 Eco28

클론이 각각 ha당 46.9 ton, 46.4 ton으로 높게 나타났고

우산고로쇠가 ha당 2.8 ton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1). 흔히 포플러는 양료 요구도가 높으며 빠른 생장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양돈분뇨

를 처리한 처리구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은 포플러 클

론들이 버드나무 131-27 클론, 백합나무, 대왕참나무, 메

타세쿼이아 및 우산고로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Dorskamp, 72-30, Eco28 및 62-10 클론의 경우에는 양돈

분뇨 처리구가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 보다

각각 2.4배, 2.3배, 2.8배 및 2.5배로 지상부 biomass 생산

량이 높게 나타났다. 대왕참나무의 경우에는 포플러 클론

들 보다 생산량이 높지 않았지만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

구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이 ha당 23.5 ton,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이 ha당

7.3 ton으로 나타나 처리구가 무처리구 보다 3.2배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버드나무 131-27 클론 및 메타세쿼이아의

경우에는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이 처리구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

돈분뇨에 포함된 고농도의 암모늄태 질소(NH
4

+) 등에 의

해 다른 수종 및 클론들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포플러의 경우 단벌기 집약재배로 연간 ha

당 20-25 ton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집약관리를 하지 않으

면 연간 ha당 8-12 ton을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영본과 여진기, 2003). 본 연구에서는 4년생 수목들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을 추정하였으며, 양돈분뇨를 처리

한 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한 Dorskamp 클론의 경우 연간

ha당 생산량은 12.1 ton으로 나타나 단벌기 집약재배로 생

산하는 biomass 생산량 보다 낮았지만 여진기 등(2010)이

하천연변에 식재한 포플러의 지상부 biomass 생산량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4와 식 (3)의 편이 모델을 통해 추정된 지상부

biomass의 질소함량을 조사한 결과,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

리구의 수종 및 클론별 전체 평균 지상부 biomass 질소함

량은 ha당 159 kg으로 나타났으며, 무처리구의 수종 및 클

론별 전체 평균 지상부 biomass 질소함량은 ha당 90 kg으

로 나타났다(Figure 6).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구에서

Dorskamp, Eco28 및 72-30 클론의 지상부 biomass의 질

소함량은 각각 ha당 286.5 kg, 209.8 kg 및 188.17 kg 으

로 나타났고 양돈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각각 ha당 117 kg, 65.7 kg 및 92.5 kg으로 나타나 양돈

분뇨 처리구가 무처리구 보다 각각 2.4배, 3.2배 및 2.1배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구의 수종

및 클론들의 지상부 biomass의 질소함량이 높았지만 버드

나무 131-27 클론 및 메타세쿼이아의 경우에는 양돈분뇨

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가 1.2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Dorskamp, Eco28 및 72-30 클론들의 경우

양돈분뇨를 처리한 처리구에서의 지상부 biomass 및 질소

함량이 다른 수종 및 클론들 보다 우수하게 나타나 양돈

분뇨 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양돈분뇨에 대

한 내성 및 피해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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