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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몽골 반건조지에서 질소 시비가 Populus sibirica 묘목의 생리적 특성 및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 2년생 P. sibirica 묘목을 식재하고 처리구별로 묘목 당 요소 5 g (N1), 15 g (N2), 30 g 
(N3) 및 N2와 같은 질소량인 황산암모늄 33 g (NS) 등을 시비하였다. 잎의 엽록소 함량은 6월과 7월에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엽록소 함량이 8월에는 처리구 간 차이를 보였으며 6월과 7월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잎의 노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6월과 7월의 순광합성률은 N2와 NS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6월
의 증산 속도는 순광합성률의 경향과 달리 N2 처리구에서 NS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묘목의 근원경 

상대생장률은 NS 처리구에서만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수고 상대생장률은 처리구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소 시비에 따른 엽면적 차이는 처리구 간에 유의성을 보였으나, 대조구와 각 질소 처리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지에서 P. sibirica 묘목의 초기 생육 증진을 위하여 요소보다 황산암모늄을 시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

다. 요소와 황산암모늄 시비가 토양 및 묘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몽골에서 황산암모늄의 적정 시비량 산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itrogen fertilization on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growth of Populus sibirica seedlings in a semi-arid area, Mongolia. 2-year-old P. sibirica seedlings were planted 
in May, 2015 with applications of urea 5 g (N1), 15 g (N2), 30 g (N3) and ammonium sulfate 33 g (NS; same 
nitrogen amount with N2) to each seedling. Chlorophyll cont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in 
August, but not in June and July. The lower chlorophyll contents in August than those in June and July might be 
related to leaf senescence. In June and July, net photosynthetic rate was higher in NS and N2 than in the control. 
Unlike the tendency of photosynthesis, transpiration rate was highest in N2, but lower in NS than in any other 
nitrogen treatments. Relative growth rate of root collar diameter was significantly higher only in NS than in the 
control and it of height did not differ among treatments. Leaf area in nitrogen treatment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in the control. Ammonium sulfate seemed to be more suitable fertilizer than urea for the early 
growth of P. sibirica seedlings in the study site. However, as the effects of urea and ammonium sulfate on soils and 
seedlings were different, further studies would be necessary to determine the optimal amount of ammonium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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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토지 황폐화는 토지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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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태적 손실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Kassas, 1995). 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조 및 반건조지에서 발생하는 토지 황폐화는 사막화 

현상으로 정의된다(United Nations, 1994). 건조 및 반건

조지는 전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며, 건조지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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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Veron et al., 2006). 몽

골은 국토의 90%가 황폐화 되고 있는 사막화 지역이며, 

주된 원인은 방목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이다(Batjargal, 

1997). 몽골 내 방목지의 22.1%에서는 과잉 방목이 행해

지고 있고, 방목지의 70% 이상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igjidsuren and Oyuntsetseg, 

1998). 

사막화 지역을 복원하고 산림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몽골 내에서 조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

림을 위한 기술 및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Tsogtbaatar, 

2004). 질소 시비는 묘목 식재 시 토양 내 질소 농도를 증

가시켜 묘목의 활착과 생장을 돕는다. 특히, 사막화 지역

은 토양 내 양분이 부족하고(Garcia et al., 2000), 조림 후 

묘목의 양분 흡수로 인하여 토양 내 양분이 감소하므로 

식재 전 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Berthrong et al., 

2009). 몽골에서 수행된 질소 시비 연구는 주로 초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Wesche and Ronnenberg, 2010) 묘목

에 적용할 적정 시비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건조지에서 질소 시비는 묘목의 생리적인 특성에 영향

을 준다. 잎의 엽록소 함량 및 광합성은 잎의 질소 농도

와 관련이 있어(Hak et al., 1993; Evans, 1989) 건조한 환

경에서도 질소 시비에 의해 잎의 엽록소 함량 및 광합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thju et al., 2001). 또

한 토양 내 질소는 건조지에서 식물의 생장을 제한하는 

주요 인자로(Yahdjian et al., 2011), 건조지에서 질소 시

비는 시비량에 따라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Fisher et al., 1988; Wu et al., 2008). 한

편, 엽면적은 질소 공급에 대하여 즉각 반응하는 생장 지

표이다(Cechin and Fumis, 2004). 일반적으로 식물은 건

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엽면적을 감소시키고 단위 

면적 당 잎의 건중량을 증가시키는데(Fischer and Turner, 

1978), 건조지에서 질소 공급에 의하여 엽면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소 시비가 Populus sibirica 묘목의 생리적 

특성 및 초기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

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몽골 사막화 지역에 조림을 

위한 적정 시비량 및 비료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개황 및 시비 처리

연구 대상지는 몽골 불강(Bulgan)아이막 라샨(Rashaant)

솜 엘센타사라이(Elsentasarkhai) 지역이다(47°19′ N, 103° 

42′ E). 이 지역은 반건조지로 연강수량이 203.4 mm이고

(Jung et al., 2014), 생장 기간은 5월에서 8월이며(Priess 

et al., 2011) 2015년의 생장 기간 동안 평균 온도는 18.0℃
이었으나 일교차가 21.0℃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사질토

인 본 연구 대상지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1.26 dS m-1, 질

소 농도는 0.04%, 유효인산은 10.11 mg kg-1, 양이온치환

용량은 3.16 cmolc kg-1, pH는 8.46이었다(Jung et al., 

2014).

2015년 5월 21일, 연구 대상지 내 5개의 조사구(6 m×7 

m)에 2년생 P. sibirica 묘목을 1m 간격으로 식재하였다. 

2년생 P. sibirica 묘목의 초기 근원경 및 묘고는 각각 

10.49±0.26 mm, 67.8±1.53 cm이었다. 식재 후 각 조사구

에 묘목 당 요소 5 g (N1), 15 g (N2), 30 g (N3) 및 N2와 

같은 질소량인 황산암모늄 33 g (NS) 등을 묘목 주변에 

윤상시비하였고, 하나의 조사구는 대조구(C)로 시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질소 시비량은 질소 시비 수준과 비료

의 종류에 따른 묘목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하여 산정되

었으며, 본 연구 대상지에서 수행되었던 Jung et al. 

(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관수는 식재 후 한 달 

동안은 매일 3 L씩, 그 이후에는 3일마다 9 L씩 실시하

였다.

2. 묘목의 생리적 특성 및 생장 조사

묘목의 엽록소 함량은 DMSO (dimethyl sulfoxide) 추

출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Barnes et al., 1992; Hiscox 

and Israelstam, 1979). 2015년 6월 24일, 7월 16일, 8월 22

일에 각 처리구 당 5본의 묘목에서 묘목 당 1개씩의 잎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잎 시료를 잘게 자른 후 20 mg을 정

량하고 DMSO 5 ml를 가하였다. 이후 65℃의 중탕기에

서 1시간동안 엽록소를 추출하고 분광광도계(UH530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648 nm와 665 nm의 파장으

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총 엽록소 함량을 산출하였다. 

묘목의 순광합성률과 증산 속도는 2015년 6월 24일, 7

월 16일, 8월 22일에 각 처리구 당 3본의 묘목을 선정하

고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CI-340, CID Bio-Science, USA)

와 LED 광 모듈(CI-301LA, CID Bio-Science, USA)을 이

용하여 묘목 당 1개의 잎에서 측정하였다. 광 모듈 이용 

시 1000 μmol m-2 s-1
의 광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기상조

건에 따라 6월에는 광 모듈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하여 오전에 측정하였고, 7월에는 광 모듈을 이용하

여 오후에 측정하였으며, 8월에는 광 모듈을 이용하여 오

전에 측정하였다. 오전 측정은 8시부터 10시 사이에, 오

후 측정은 16시부터 18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동년 5월 22일과 8월 23일에 모든 묘목의 근원경 및 묘

고를 측정하였다. 근원경은 묘목의 지면으로부터 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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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Total chlorophyll content (mg g-1)

June July August

C 1.58(0.06) 1.25(0.21) 0.64(0.13)bc

N1 1.74(0.16) 1.67(0.05) 0.68(0.04)bc

N2 2.12(0.21) 1.66(0.14) 0.52(0.03)c

N3 1.73(0.20) 1.78(0.15) 1.04(0.10)a

NS 1.46(0.14) 1.70(0.07) 0.82(0.07)ab

Table 1. Total leaf chlorophyll content of Populus sibirica seedlings from June to August, 2015 after nitrogen fertilization
treatments.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is in parenthesis.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s (P<0.05). Symbols of each treatment mean: C, control; N1, urea 5 g tree-1; N2, urea 15 g tree-1; N30, urea 30 
g tree-1; NS, ammonium sulfate 33 g tree-1.

위치에 표시를 하고 디지털 캘리퍼(Mitutoyo 700-125,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매번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

였고, 묘고는 정아까지의 길이를 절척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3개월간의 근원경 및 묘고 생장량을 5월에 측정

한 값으로 나누어 근원경 및 묘고 상대생장률을 산출하

였다.

동년 8월 26일에 각 처리구 당 5본의 묘목에서 묘목 당 

15개씩의 잎을 채취하였다. Winseedle V4.4A (Regent 

Instruments Inc., Canada)을 이용하여 채취한 잎 시료의 

단위 잎 당 엽면적을 측정하고 65℃에서 건조한 후 건중

량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평균 엽면적을 평균 잎의 건중

량으로 나누어 단위 잎 당 SLA (Specific Leaf Area)를 산

출하였다(Knops and Reinhart, 2000).

 

3. 통계 분석

처리구 간 질소 시비에 따른 잎의 엽록소 함량, 순광합

성률, 증산 속도 및 단위 잎 당 엽면적, SLA의 차이는 일

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검정하였고 사후검정

은 Duncan 검정을 이용하였다(P<0.05). 묘목의 생리적 

특성은 측정한 월별로 나누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리구 간 질소 시비에 따른 묘목의 근원경 및 묘고 상대

생장률의 차이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하여 검

정하였고 사후검정은 LSD 검정을 이용하였다. 공분산분

석 시 공변량은 5월의 근원경 및 묘고로 하였다(P<0.05). 

모든 분석에 SAS 9.3 software (SAS Institute Inc., USA)

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토양 질소 농도

질소 시비 3주 후 토양 질소 농도는 대조구에서 0.43 

mg kg-1, N1 처리구에서 0.87 mg kg-1, N2 처리구에서 

0.97 mg kg-1, N3 처리구에서 1.19 mg kg-1, NS 처리구에

서 1.11 mg kg-1
이었다. 토양 질소 농도는 모든 질소 처리

구에서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질소 처리구 중 

N3 처리구는 N1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대상지는 사질 토양이며, pH 8.46인 알칼리 토

양이다(Jung et al., 2014). 이러한 토양에서는 질소 시비 

후 용탈 및 암모니아 휘발로 질소 손실이 발생한다(Fenn 

and Kissel, 1973).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질소 시비에 의하여 토양 질소 농도가 증가

하였으며, 시비량에 따라 토양 질소 농도가 다르게 나타

났다.

2. 묘목의 생리적 특성

잎의 엽록소 함량은 6월과 7월에 처리구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8월에는 처리구 간 차이를 보였다

(Table 1). 6월의 엽록소 함량은 1.46-2.12 mg g-1, 7월의 

엽록소 함량은 1.25-1.78 mg g-1
의 범위를 보였다. 8월의 

엽록소 함량은 가장 높은 값을 보인 N3 처리구(1.04 mg 

g-1)에서만 대조구(0.64 mg g-1)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그리고 모든 처리구의 엽록소 함량은 6월과 7월에 비

해 8월에 감소하였다.

건조지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는 질소 시비에 의하여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Mauromicale 

et al., 2006; Pandey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질소 시

비에 의하여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8월

의 엽록소 함량 감소는 잎의 노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질소 시비의 효과는 시비 초기에 발생하므로 8

월의 엽록소 함량에서 나타난 처리간 차이의 유의성은 

잎의 노화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온대지

방에서 엽록소 함량은 엽록소가 형성된 후 9월까지 유지

되다가 이후 감소하는데(Demarez, 1999), 연구 대상지에

서는 생장 기간이 짧아 8월에 잎의 노화가 시작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Dordas and Sioulas (2008)은 질소 공급

이 노화에 의한 엽록소 함량 감소를 늦추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도 N3 처리에 의하여 노화에 의

한 엽록소 함량의 감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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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et photosynthetic rate (a) and transpiration rate 
(b) of Populus sibirica seedlings from June to August, 2015
after nitrogen fertilization treatments.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and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P<0.05). Symbols of each 
treatment follow those in Table 1.

순광합성률은 6월과 7월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1a). 6월의 순광합성률은 NS 처리구에서 11.15 μmol CO2 

m-2 s-1, N2 처리구에서 10.79 μmol CO2 m-2 s-1
로 대조구

의 순광합성률(4.05 μmol CO2 m-2 s-1)보다 유의하게 높았

으며 N1, N3 처리구에서는 각각 6.11 μmol CO2 m-2 s-1, 

7.07 μmol CO2 m-2 s-1
이었다. 7월의 순광합성률은 각 처

리구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NS, N2 처리구에서 각각 

15.20 μmol CO2 m-2 s-1, 14.26 μmol CO2 m-2 s-1
으로 다른 

처리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8월의 순광합성률은 N3 처리

구에서 다른 모든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증산 속도는 질소 시비에 따른 경향이 6월, 7월, 8월에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Figure 1b). 6월의 증산 속도는 대

조구(0.68 mmol H2O m-2 s-1)보다 질소 처리구에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질소 처리구의 증산 속도는 N2 

처리구에서는 2.79 mmol H2O m-2 s-1
로 가장 높았으며, 

NS 처리구에서는 1.89 mmol H2O m-2 s-1
로 다른 질소 처

리구보다 낮았다. 그러나 7월의 증산 속도는 각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8월의 증산 속도

는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N3 처리구에서 

0.75 mmol H2O m-2 s-1
로 가장 높았다.

6월의 순광합성률은 N2와 NS 처리구에서만 대조구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N1 처리구의 경우 순광합성

률을 증가시키기에 부족한 시비량으로 보이고, N3 처리

구의 경우 과도한 질소는 광합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Guo et al. 2006). 

잎의 질소는 주로 엽록소를 합성하는데 이용되며 일부

는 광합성 효소를 합성하는데 이용된다(Evans, 1989). 질

소 시비에 의한 광합성의 변화는 잎의 단위 면적 당 엽록

소 함량 증가 또는 엽면적의 확장을 통한 전체 엽록소 함

량 증가에 영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소 시비에 의

하여 엽록소 함량 및 엽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Table 1, 

2). 따라서 질소 시비에 의한 NS와 N2 처리구의 순광합

성률 증가는 광합성 효소의 증가 등 다른 요인에서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6월의 증산 속도는 N2와 NS 처리구에서 높았던 광합성

의 경향과 달리 N2 처리구에서만 높게 나타났고 NS 처리

구에서 다른 모든 질소 처리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증산

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소하는데(Hsiao, 1973), 본 

연구 대상지는 건조한 환경임에도 N2 처리구에서 증산 

속도가 높으므로 N2 처리가 묘목에 수분 스트레스를 유

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7월의 증산속도

는 처리구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질

소 공급 시 증산으로 인한 수분 손실은 잎이 생장하는 초

기에 발생한다는 결과와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echin and Fumis, 2004). 

순광합성률과 증산 속도는 엽록소 함량과 같이 잎 노

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odward and 

Rawson, 1976). 8월의 순광합성률과 증산 속도는 6월 및 

7월과 다른 경향을 보이며, 8월의 엽록소 함량과 같은 경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노화에 의해 순광합성률 및 

증산 속도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묘목의 생장

묘목의 근원경 상대생장률은 NS 처리구(14.99%)에서

만 대조구(10.4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른 처

리구의 근원경 상대생장률은 N1 처리구에서 13.01%, N2 

처리구에서 12.97%, N3 처리구에서 11.17%로 대조구의 

근원경 상대생장률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묘고 상대생장률은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각 처리구의 묘고 상대생장률은 대조구에서 

8.47%, N1 처리구에서 8.42%, N2 처리구에서 10.30%, 

N3 처리구에서 9.29%, NS 처리구에서 8.74% 등으로 나

타났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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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ve growth rate of root collar diameter (RCD)
and height of Populus sibirica seedlings after nitrogen 
fertilization treatments.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and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CD 
between treatments (P<0.05). Symbols of each treatment follow 
those in Table 1.

Treatment　 Leaf area (cm2) SLA (cm2 g-1)

C 10.29(1.53)ab 125.65(17.88)

N1 7.81(0.82)b 112.29(2.87)

N2 10.76(0.49)a 127.19(2.61)

N3 12.31(0.65)a 130.61(4.28)

NS 12.69(0.47)a 124.75(2.83)

Table 2. Leaf area and specific leaf area (SLA) per leaf of
Populus sibirica seedlings in August, 2015 after nitrogen 
fertilization treatments.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is in
parenthesis.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s (P<0.05). Symbols of each 
treatment follow those in Table 1.

일반적으로 질소 시비는 식물의 생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N1, N2, N3 처리구에서는 묘

목의 근원경 상대생장률이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N1과 N3 처리구의 경우에는 질소 시비에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N2 처리구는 광합성이 증가하였으나 생장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유사한 광합성률을 보인 NS 처리구는 근원경 상

대생장률이 증가하였다. NS 처리구의 높은 근원경 상대

생장률은 생리적 산성 비료인 황산암모늄이 토양 pH를 

낮춰 질소를 포함한 양분 흡수를 촉진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alvagiotti et al., 2009). 또한 건조 시 질소 시

비에 의하여 증산이 증가하면 수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Nielsen and Halvorson, 

1991). NS 처리구의 경우 6월의 증산 속도가 다른 질소 

처리구보다 낮아 질소 시비에 따른 수분 스트레스가 낮

았을 것으로 보인다(Figure 1b). 

묘목의 근원경 상대생장률과 달리, 묘고 상대생장률은 

질소 시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건조한 환경에서 수목의 생장은 수고 생장보다 직경 생

장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Archibald and Bond, 

2003).

질소 시비에 따른 엽면적 차이는 처리구 간에 유의성

을 보였으나, 대조구와 각 질소 처리구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또한 SLA는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2). 

Chang (2003)은 질소 시비가 엽면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Knops and Reinhart (2000)은 질소 시비가 

SLA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질소 처리구의 엽면적 및 SLA는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식재 당년에 시

비가 시행되어 광합성 산물이 잎보다 활착을 위해 뿌리 

등에 주로 분배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anham et al., 1999). 

결   론

본 연구는 반건조지인 몽골 사막화 지역에서 조림을 

위하여 적정 시비량 및 비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3개 수준으로 처리된 요소 중 중간 수준의 처리는 

순광합성률을 증가시켰으나 증산으로 인한 수분 손실 등

으로 상대생장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황산암모늄은 같은 

질소량인 요소와 비교하여 순광합성률과 묘목의 근원경 

상대생장률을 증가시켰으며 증산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적었다. 한편, 묘목의 엽록소 함량 및 엽면적, SLA에서는 

질소 시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몽골 사막화 지역에서 묘목의 초기 생육 증진

을 위하여 요소보다 황산암모늄을 시비하는 것이 더 적

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소와 황산암모늄 시비가 

토양 및 묘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요소의 시비량

을 그대로 황산암모늄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황산암모늄의 적정 시비

량 산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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