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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양묘과정에서 용기에 따른 편백 유묘의 생장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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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ypes Influence Chamaecyparis obtusa Seedling Growth 
During Nursery Culture

Min Seok Cho, A-Ram Yang and Jaeho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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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설양묘과정에서 편백 용기묘(2-0묘)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 용기의 구 용적 및 생육밀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용기 20구(400 mL/구, 150본/m2), 24구(320 mL/구, 200본/m2), 35구(240 mL/구, 260본/m2)에
서 편백의 근원경, 간장, 생체량, 뿌리밀도 및 묘목품질지수를 조사·분석하였다. 용기에 따른 근원경, 간장, 생체량,
뿌리밀도 및 묘목품질지수는 20구 용기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지만, H/D율과 T/R률은 용기에 따른 차
이가 없었다. 단위 면적 당 총 물질생산량은 35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20구와 24구 용기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
다. 또한, H/D율과 T/R률을 제외한 근원경, 간장, 물질생산량, 뿌리밀도 및 묘목품질지수는 용기 구 용적과는 정의
상관관계, 생육밀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양묘 단계에서 편백 2-0묘는 20구(400 mL/
구, 150본/m2) 용기가 적정 규격으로 판단된다. 편백 2-0묘 생산을 위한 적정 용기의 선정으로 우량 묘목 생산 및 경
제적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우수한 조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ntainer types on seedling growth of

Chamaecyparis obtusa (2-year-old) in the container nursery culture. We used three container types [20 cavities

(400 mL/cavity, 150 seedlings/m2), 24 cavities (320 mL/cavity, 200 seedlings/m2), and 35 cavities (240 mL/

cavity, 260 seedlings/m2)] and measured root collar diameter (RCD), height, biomass, root density and seedling

quality index (SQI). The RCD, height, biomass, root density and SQI were the highest at 20 cavities/tray

because this container has the largest volume and lowest seedling density. However, H/D and T/R ratio at all

container typ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total biomass per unit area (m2) were the lowest at 35

cavities/tray and those at both 20 and 24 cavities/tra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ntainer volum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CD, height, biomass, root density and SQI except for H/D and T/R ratio, while

seedling density negatively affected on them. Based on these results, 20 cavities/tray are optimal for container

seedling production of C. obtusa. Usage of optimal container will make us get better quality seedlings and

reduction of production costs in the container nursery as well as good field performances with higher survival

rate in plantation.

Key words: Chamaecyparis obtusa, container seedling, container volume, growth performances, seedling density

서 론

편백(Chamaecyparis obtusa)은 측백나무과 상록 침엽교

목으로 우리나라에는 1904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고,

주로 제주도, 전남, 경남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분포한다

(Kim et al., 1983; Lee, 1986). 2012년 1,870 ha 면적에

약 3,980천본이 조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침엽수종 중

소나무를 제외하고 조림 면적과 식재 본수가 가장 높은

수종이다(KFS, 2013). 최근에는 목재의 이용뿐만 아니라

수종 특유의 향기와 항균 물질 등으로 숲 치유와 산림휴양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Choi et al., 2012; KFS,

2013; Park et al., 2008), 이에 편백 묘목 생산 및 조림 면

적이 중부 이남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KFS, 2014).

현재 편백 노지묘는 1-1, 1-1-2, 1-2-2 묘령으로 양묘 및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설양묘에 의한

용기묘 조림이 시작되었다(Song et al., 2012).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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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노지묘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와 겨울철 월동과정에서의 동

해 피해가 묘목 생산현장에서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Kim et al., 2010a), 이에 시설양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

점이다.

시설양묘는 노지양묘보다 조림 시 높은 활착률, 우수한

생장, 연중 조림 가능, 양묘기간 단축, 생력화 가능, 노동

력 절감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Wilson et al., 2007). 또

한 현재 시설양묘 수종 확대 및 기준 마련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수종에 대한 용기묘 식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won et al., 2009). 시설양묘과정에서는 광, 온

도, 수분 등의 생육환경 조절과 용기 종류, 상토, 시비기술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ghai et al., 2014; Grossniiclke,

2005). 특히 용기에 따라 구 용적, 생육밀도, 용기 높이, 폭

등이 변화하며, 이는 용기묘 양묘 시 생육환경의 변화를

뜻한다(Cho et al., 2012; Pinto et al., 2012; Romero et

al., 1986). 또한 이러한 용기는 양묘과정뿐만 아니라 조림

후까지 묘목의 생리 및 형태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기에 따른 변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Landis et al., 1990; Pinto et al., 2011a). 

시설양묘는 다양한 용기의 개발과 함께 발전되어 왔으

며, 묘목 생산자는 작은 용기에서 양묘하는 것을 선호하

는데 이는 용기 구 용적이 작을수록 상토의 비용이 감소

하며, 단위면적 당 묘목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Apholo and Rikala, 2003). 그러나 대부분의 수종은 용기

구 용적이 크고, 생육밀도가 낮을수록 생장이 우수하다

(Dominguez-Lerena et al., 2006). 수종에 따른 차이는 있

지만, 대부분 용기가 클수록 양분이용 능력과 뿌리 발달

이 좋으며, 우수한 생장과 식재 후 높은 활착률을 보인다

(Hsu et al., 1996; McConnughay and Bazzar, 1991). 반

면, 생육밀도는 높을수록 낮은 근원경 생장을 나타낸다

(Ortega et al., 2006). 또한 용기묘에서는 구 용적에 따라

뿌리돌림(Root spiral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림 후 몇 년 간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Day and Parker, 1997). 즉, 수종 및 묘령별 생장과 묘목

품질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최대한 많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으며, 수종의 생장 및 형태학적 특성에 맞는 구 용적,

생육밀도, 용기 높이 및 폭 등이 고려 된 용기 개발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조림수종인 편백을 대상으로 세 가

지 용기에 따른 근원경, 간장, 생체량, 묘목품질지수 등 생

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시설양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적정 용기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수종 및 시험지 

시험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생산기술연구소 시설온실(N 37° 45', E 127° 10')이다. 서

부지방산림청 보성양묘사업소에서 분양 받은 편백 종자

를 이용하여 2009년 4월 파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가

을까지 2년간 용기에 따른 생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용기 및 양묘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용기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설

양묘용 플라스틱 용기 3 종류이며, 용기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용기 당 구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구 용적은 감

소하며, 생육밀도는 증가한다. 용기별 각각 20 tray씩 총 60

tray에 양묘하였으며, 총 1,580본의 용기묘를 이용하였다. 

양묘 시 피트모스:펄라이트:버미큘라이트(1:1:1, v/v)의

생육상토(Table 2)를 이용하였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m2당 20 L를 관수하였으며, 시비

는 6월부터 3달 동안 수용성 비료인 MultiFeed 19(19N:

19P
2
O

5
:19K

2
O, Haifa Chemicals, Israel)를 1 g·L−1 배액

으로 희석하여 주 1회 관수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 용기묘 모두 2009년 11월부터 1달간 야외 경화과정

을 거쳐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온실 내에서 월동하였

으며, 주 1-2회 관수하였다. 또한 2010년 3월부터 1달 동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ontainers.

Container type
(cavity no./tray)

Tray size
(L×W×H, cm)

Cavity volume
(mL)

Cavity width
(Φ, mm)

Seedling density
(no./m2)

20 40×32×15 400 68 150
24 42×28×14 320 64 200
35 44×30×16 240 50 260

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edia.

Composition rate(%)
pH EC

(ds m−1)
Total N
(g kg−1)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CEC

(cmolc kg−1)
Peat moss Perlite Vermiculite K+ Ca2+ Mg2+

33.3 33.3 33.3 5.3 0.1 3.7 13.6 0.20 1.52 0.8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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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야외 경화처리 후 2년차 양묘 및 생장 특성 조사를 실

시하였다. 

3. 생장 특성 조사

용기에 따른 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용기별 묘목을 40

본씩 선정하여 2009년은 6월부터 30일 간격으로 5회,

2010년에는 5월부터 20일 간격으로 7회씩 각각 근원경과

간장을 반복 측정하였다. 또한 편백 용기묘의 생장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근원경과 간장의 첫 번째 측정값

에 대한 상대생장량(mm or cm·day−1) 및 양묘된 묘목의

건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H/D율[SQ; Sturdiness Quotient

= height(cm)/root collar diameter(mm)]을 계산하였다
(Bayala et al., 2009; Hughes and Freeman, 1967; Lee

et al., 2006). 근원경과 간장 측정에는 전자식캘리퍼스와

스틸테이프를 각각 이용하였다. 2010년 9월 중순 모든 실

험이 끝난 후 근원경과 간장을 측정했던 용기별 40본의

묘목 중 무작위로 각 10본씩 선정하여 잎, 가지, 뿌리로 구

분한 뒤 48시간 동안 65oC로 건조한 후, 각각의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건중량 측정결과에 의해 용기묘 부위별 생체

량, 총 생체량, T/R률(Ratio of aboveground to belowground

biomass) 및 뿌리밀도[Root density = Root dry weight(g)/

Cavity volume(L)]를 계산하였다(Dominguez-Lerena et

al., 2006; Šestak et al., 1971). 또한, 종합적으로 양묘 된

묘목의 품질을 최종 판단할 수 있는 묘목품질지수[SQI;
Seedling Quality Index = Seedling dry weight(g)/(H/D ratio

+ T/R ratio)]와 묘목생산의 효율을 알 수 있는 단위 면적

(m2) 당 총 물질생산량[Total biomass = Seedling dry

weight(g) × Seedling density(no./m2)]을 계산하였다(Cho et
al., 2012; Deans et al., 1989).

4. 통계분석

용기에 따른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Duncan

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한 유의성 분석 및 용기의 구 용적

과 생육밀도에 따른 생장 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PC SAS program Version

8.2(SAS, 2000)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근원경 및 간장 생장

용기에 따른 편백 1-0묘 근원경과 간장 생장 및 상대생

장량은 35구 용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용기 구

용적이 클수록, 생육밀도가 낮을수록 높은 생장을 나타냈

다. 편백 2-0묘의 경우 1년생 묘목과 같이 20구 용기에서

가장 우수한 생장을 보였지만 1, 2년생 모두 20구와 24구

용기간 생장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Figure 1, Table 3).

소나무(Dominguez-Lerena et al., 2006; Ortega et al.,

2006), 낙엽송(Aghai et al., 2014), 전나무(Timmis and

Tanaka, 1976) 및 가문비나무(Paterson, 1996; Scarratt

1972) 등의 침엽수종에서 용기 구 용적이 크고, 생육밀도

가 낮을수록 높은 근원경과 간장 생장을 보인 결과와 같

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생육밀도가 낮을수록 지상부 생

육공간의 확보, 관수 및 시비 효과 증진, 통기성 향상 등

의 이점과 함께 구 용적이 클수록 지하부 생장 증진, 상토

내 양분함량 증가, 뿌리돌림 방지 효과 등으로 용기묘의

생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Dumroese et

al., 2013). 그러나 생장뿐만 아니라 생산적 측면도 고려되

어야 하므로 묘목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최대한

묘목을 많이 생산 할 수 있는 용기 선정이 필요하다.

편백 1-0묘(P=0.65)와 2-0묘(P=0.16) 모두 용기에 따른

H/D율 차이는 없었다. 시설양묘과정에서는 대부분 수종

별 묘목 품질이 가장 우수한 용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H/D율을 보인다(Cho et al., 2012). 또한 수목은 일반

적으로 생육밀도가 높을수록 묘목간의 수광 경쟁에 의해

활발한 지상부 생장을 보이면서 H/D율이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낸다(Kozlowski et al., 1991). 지하부 생장 대비

Figure 1. The growth patterns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of 1- and 2-year-old container seedlings grown at three

different container types. Vertical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40). Different letters within seedling age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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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부 생장 비율인 H/D율은 양묘된 묘목의 건전도를 판

단할 수 있으며(Deans et al., 1989), 묘목의 내건성 지표로

서 H/D율이 높을수록 조림 후 바람, 건조, 저온 등의 스트

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dett, 1990;

Grossnickle, 2012; Thompson, 1985).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와 같이 Pinto et al.(2011b)은 소나무(Ponderosa pine)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용기별 H/D율 차이가 없으며,

이는 수종별 적정 뿌리 생육 공간과 함께 양분 및 수분 공

급에 문제가 없는 기준 이상 용기 규격의 경우 지상부와

지하부 생장 배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H/D율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H/D율 지표만으로 적

정 용기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용기묘의 생리

및 생장 특성, 단위 면적당 묘목 생산량 및 생산 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생체량 및 묘목품질지수

용기에 따른 편백 2-0묘의 잎, 줄기, 뿌리 및 총 생체량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이면서 35구 용기에서 가장 낮았고,

용기 구 용적이 클수록, 생육밀도가 낮을수록 높은 생체

량을 보였다(Table 4). 이는 용기 구 용적이 작을수록 또는

생육밀도가 높을수록 편백(Song et al., 2012), 낙엽송

(Aghai et al., 2014), 소나무와 전나무(Jinks and Mason,

1998), 참나무류(Tsakaldimi et al., 2005), 자작나무

(Aphalo and Rikala, 2003), 물푸레나무(Cho et al., 2012)

등의 용기묘 생체량이 낮아지는 경향과 같다. 시설양묘과

정에서 용기 구 용적과 생육밀도는 광 환경, 수분 조건, 온

도 조건, 시비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종별 잎

의 형태학적 특성은 용기 규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광

투광률, 상토 내 수분함량, 온도, 통기성 등의 차이를 가져

오게 된다(Dominguez-Lerena et al., 2006; Pinto et al.,

2012). 이러한 시설양묘과정에서의 생육환경 변화는 수종

에 따라 생리적 반응과 관련하여 광, 온도, 수분 시비 등

의 과·부족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Dumroese

et al., 2013; Khan et al., 1996). 이에 따라 생체량과 각각

의 부위별 비율은 용기에 따라 수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Cho et al., 2010), 용기에 따른 생육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광합성 산물의 배분이 수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Groves et al., 1998). 편백은 삼나무

보다 토양 수분이 감소하면 생장과 광합성 활동이 저하되

며(Nagakura et al., 2004), 생육공간의 광도 및 토양 내

양분함량이 감소할수록 상대적으로 엽 생장 및 광합성 능

력이 불량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gihara and

Yamaji, 1993; Han and Chiba, 2009). 본 연구에서도 여

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구 용적의 감소와 생육밀도

의 증가에 따라 특히 광 부족 및 관수와 시비 효율 감소의

영향으로 35구 용기에서 가장 낮은 생체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종별 적정 용기에 따른 최적 생육환경은

높은 양분이용효율과 우수한 생체량을 보이며(Richards et

Table 3. The root collar diameter, height and H/D ratio of 1- and 2-year-old container seedlings grown at three different

container types. 

Seedling age
(year old)

Container type
(cavity no./tray)

Root collar diameter Height
H/D ratio

(cm mm−1)Growth
(mm)

RGRz

(mm day−1)
Growth

(cm)
RGR

(cm day−1)

1
20 1.6±0.2a  0.013±0.001a  13.0±1.2a  0.129±0.013a 0 8.4±0.7a

24 1.5±0.1ab  0.012±0.001b  12.4±0.7b  0.121±0.008a  08.5±0.5a

35 1.4±0.1b  0.011±0.001b  11.2±0.6b  0.109±0.008b 0 8.2±1.0a

2
20 4.1±0.2a  0.021±0.002a  41.2±2.7a  0.233±0.027a  10.0±0.3a

24 3.9±0.2a  0.020±0.002ab  41.4±2.7a  0.242±0.024a  10.7±0.5a

35 3.2±0.2b  0.015±0.001b  36.4±3.8b  0.211±0.032a  11.3±1.6a

zRGR: Relative growth rate. Values are means of 40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s within a seedling age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The effect of container types on the biomass production, T/R ratio and root density of 2-year-old container seedlings.

Container type
(cavity no./tray)

Dry weight
(g) T/R ratio

(g·g−1)
Root density

(g·L−1)
Needle Stem Root Seedling

20 4.36±0.08a 0.97±0.19a 0.99±0.17a 6.33±0.41a 5.46±0.72a 2.48±0.43a

24 3.30±0.22b 0.77±0.10ab 0.65±0.06b 4.72±0.27b 6.32±0.44a 2.02±0.19ab

35 1.83±0.39c 0.56±0.16b 0.39±0.08c 2.79±0.58c 6.10±0.46a 1.64±0.35b

Values are means of 10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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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73), 스트레스와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묘목이 생산

되기 때문에 적정 용기의 적용은 묘목생산에서 생장 외에

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Will and Teskey, 1997).

편백 2-0묘의 T/R률은 용기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

다(P=0.22)(Table 4). 일반적으로 양묘과정에서 묘목은 광

조건이 불량할수록 수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

상부에 광합성 산물을 더 많이 배분하여 T/R률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수분과 온도 조건이 불량하면 양

분 및 수분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부에 광합성 산물

이 더 많이 배분되어 T/R률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Kozlowski et al., 1991). Cho et al.(2012)은 용기 구 용

적이 작을수록, 생육밀도가 높을수록 백합나무, 들메나무,

느티나무 및 참느릅나무의 T/R률은 감소하였지만, 물푸레

나무와 백합나무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용기 구 용적과 생육밀도가 각기 다른 용기는

광, 온도, 수분 등의 요인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생리적 특성과의 상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뿌리 밀도(g·L−1)는 구 용적 대비 용기묘의 지하부 발달

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35구 용기에서 다

른 두 용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4). 뿌

리 및 총 생체량이 우수한 20구와 24구 용기에서 우수한

뿌리 생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35구 용기에서는 수광

경쟁에 의해 지하부보다 지상부에 배분되는 광합성 산물

이 상대적으로 20구와 24구 용기보다 많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용기묘는 용기 구 용적에 따라 뿌리돌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림 후 몇 년 간 생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Day and Parker, 1997). 본 연구에서 편

백 2-0묘는 24구 용기 구 용적인 약 320 mL까지 지하부

생장 및 뿌리돌림 문제가 없었으며, 24구 용기 구 용적 이

상의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뿌리 발달이

우수한 용기에서 생산된 조림목은 높은 생존율과 우수한

생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조림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지

하부 생장과 관련된 높은 근원경, 뿌리 물질생산량, 뿌리

밀도와 함께 낮은 H/D율 및 T/R률 조건을 가진 묘목 생

산이 필요하다(Davis and Jacob, 2005; Dumroese et al.,
2013). 

용기에 따른 편백 2-0묘의 묘목품질지수는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면서 35구 용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용

기 구 용적이 클수록, 생육밀도가 낮을수록 묘목품질지수

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2). 근원경, 간장 및

생체량 값이 가장 높은 20구 용기에서 묘목품질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근원경, 간장 및 생체

량 등의 생장이 우수한 묘목이 무조건적으로 묘목품질이

우수한 것은 아니며(Cho et al., 2012), 생리적 특성과 함

께 생장뿐만 아니라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적 생장이 이

루어졌을 때 묘목품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

묘과정에서는 낮은 H/D율과 T/R률 및 높은 물질생산량일

때 건전하게 생산된 묘목으로 평가받는 것이다(Bayala et
al., 2009).

편백 2-0묘의 단위 면적 당 총 물질생산량(g·m−2)은 35

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20구와 24구 용기는 유의적 차이

가 없었다(Figure 3). 용기에 따른 생육밀도의 차이는 단

위 면적 당 총 물질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시설양묘

과정에서는 생장 및 묘목품질이 우수하여도 생육밀도가

낮으면 단위 면적 당 묘목 생산 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 면적 당 총 물질생산량은 낮아지며, 경제적 측면에

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위 면적

당 묘목 생산 본수가 가장 낮은 20구 용기가 24구 용기 수

준의 단위 면적 당 총 물질생산량을 보였으며, 이는 20구

용기가 다른 두 용기보다 상대적으로 생장이 월등히 높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활엽수 5수종을 대

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Cho et al.,

2012). 즉, 묘목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

Figure 2. The effect of container types on seedling quality
index(SQI) of 2-year-old container seedlings. Vertical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10). Different letters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3. The total biomass per unit area (m2) of 2-year-old
container seedlings grown at three different container types.

Vertical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10). Different

letters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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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용기묘의 생리 및 생장 특성과 단위 면적 당 묘목

생산량, 효율 및 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 결

과 편백 2-0묘는 20구 용기에서 묘목품질 및 생산성 두 가

지 측면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용적 및 생육밀도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시설양묘에서 대부분의 수종은 용기의 구 용적과 근원

경, 간장, 물질생산량, 양분이용효율 등은 정의 상관관계,

H/D율, T/R률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반면 생육밀

도는 용기 구 용적 결과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Apholo and Rikala, 2003; Cho et al., 2012; Dominguez-

Lerena et al., 2006; Grossnickle, 2005; Jinks and Mason,

1998; Kim et al., 2010b; Landis al., 1990; Ortega et al.,

2006; Pinto et al., 2011b; Timmis and Tanaka, 1976).

또한 용기별 생육환경 변화는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형태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용기에 따라 묘목의 품

질과 생산성이 달라진다(Martini et al., 1991). 

편백 2-0묘의 근원경, 간장, 생체량, 뿌리밀도, 묘목품질

지수 및 단위 면적 당 총 물질생산량은 용기 구 용적과 정

의 상관관계, 생육밀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

히 근원경, 생체량 및 묘목품질지수는 강한 상관관계 결

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H/D율과 T/

R률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각각의 분산분석에 의한 유

의적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Table 5). 우수한

묘목의 품질과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용기를 한 가지 결

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용기 규격별 구

용적 및 생육밀도와 모든 측정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편백 2-0묘는 20구 용기에서 대부분의 측정 인

자를 만족시켰다.

용기묘의 근원경, 간장, 생체량, 뿌리밀도 등의 묘목 규

격으로만 적정 용기의 적용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묘목의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리적 특성

과 물질생산량의 적절한 배분을 판단할 수 있는 H/D율,

T/R률, 묘목품질지수와 함께 생산 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기

구 용적 및 생육밀도에 따른 생장, 물질생산량의 배분, 묘

목품질지수 및 경제적 측면인 묘목 생산비용을 동시에 고

려했을 시 편백 2-0묘 생산을 위해서는 20구(400 mL/구,

150본/m2) 용기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용기 규격에 따른 편백 생장 특성 변

화를 볼 수 있었다. 용기에 따른 구 용적 및 생육밀도는

시설양묘과정에서 묘목의 품질뿐만 아니라 생육환경과 묘

목 생산의 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종 및 묘령별 적정 용기의 선정은 우량 묘목 생산으로

우수한 조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와 함께 단위 면적

당 묘목 생산량 증가 및 생산비용 절감, 양묘기간의 단축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주요 조림수종인 편백을 대상으로 세 가지 용

기에 따른 근원경, 간장, 생체량, 뿌리밀도, 묘목품질지수

등의 생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 용기 규격을 구

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용기별 용기 구 용적 및 생육밀도 변화에 따라 편백의

생장 특성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근원경, 간장, 생체량, 뿌

리밀도 및 묘목품질지수는 20구 용기에서 유의적으로 가

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용기 구 용적이 작고, 생육밀도가

높을수록 낮았다. 그러나 H/D율과 T/R률은 용기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H/D율과 T/R률을 제외한 근원경, 간

장, 생체량, 뿌리밀도 및 묘목품질지수는 용기 구 용적과

는 정의 상관관계, 생육밀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위 면적 당 총 물질생산량은 35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20구와 24구 용기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편백 2-0묘는 20구(400 mL, 150

본/m2) 용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백 2-0묘 생산

을 위한 적정 용기의 선정으로 우량 묘목 생산 및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우수한 조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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