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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및 졸참나무를 대상으로 시설양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정 용기의 생육밀도 

및 용적을 구명하고자, 16 종류의 용기[4 생육밀도(100, 144, 196, 256본/m2)×4 용적(460, 380, 300, 220 cm3/구)]에서 생산

된 용기묘의 생리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생육밀도 및 용적에 따른 용기묘의 광합성 특성, 광화학 효율 및 엽록소 함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세 수종 모두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은 묘목의 광합성 

기구에 영향을 미치며,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졸참나무의 기공전도도를 제외하고 광합성 속도, 수분이용효율, 기공전도도 

및 엽록소 함량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광화학 효율은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상호작용이 없었다. 또한, 물푸레나무와 졸

참나무의 광합성 속도는 생육밀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세 수종 모두 광합성 속도와 용적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광합성 속도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느티나무는 160～210본/m2
과 430～460 cm3/구, 물푸레나

무는 130～150본/m2
과 390～440 cm3/구, 졸참나무는 130～170본/m2

과 420～460 cm3/구가 최적 용기 규격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종별 적정 용기 적용으로 양묘과정에서 우량 용기묘 생산뿐만 아니라, 조림 후에도 우수한 생장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ntainer types on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Zelkova serrata, Fraxinus rhynchophylla and Quercus serrata in the container nursery stage. We used 16 container 
types [4 growing densities (100, 144, 196 and 256 seedlings/m2)×4 cavity volumes (460, 380, 300 and 220 cm3/cavity)] 
and performed two-way ANOVA to test the differences in photosynthesis, photochemical efficiency and chlorophyll 
content among container types. Als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rrelate container dimensions 
with photosynthetic rate. Container types had a strong influence on photosynthesis of three species seedlings. Growing 
densities and cavity volumes ha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photosynthetic rate, water use efficiency, stomatal 
conductance and chlorophyll contents except stomatal conductance of Q. serrata. In all three species, however,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factors of container type were not found with regard to photochemical efficiency. 
Growing dens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hotosynthetic rate of F rhynchophylla and Q. serrata, while cavity 
volumes positively affected on those of three species seedlings. The range of optimal container types was deter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photosynthetic rate. Consequently, optimal growing density and cavity 
volume of container by each tree species were found to be approximately 160～210 seedlings/m2 and 430～460 
cm3/cavity for Z. serrata, 130～150 seedlings/m2 and 390～440 cm3/cavity for F. rhynchophylla and 130～170 
seedlings/m2 and 420～460 cm3/cavity for Q. serrata, respectively. Application of adequate container will induce 
higher quality seedling production in nursery stage, which will also increase seedling growth in plant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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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림 육성 및 지속가능한 자원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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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간 약 2만 ha 이상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활

엽수 조림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약 51%를 차지

하고 있으며(KFS, 2016), 또한 목재 가치가 높은 국산 활

엽수 용재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침엽수 위주로 조성된 채종원

으로 인해 활엽수 종자 수급의 어려움이 있다. 수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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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대부분 양묘시업과정에서 생육밀도가 낮아 단위 

면적 당 묘목 생산량이 침엽수보다 떨어지는 활엽수 묘

목 생산은 양묘현장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Cho, 

2015), 활엽수 조림 면적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KFS, 

2016).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기

상이변으로 노지묘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와 겨울철 월동과정에서의 동해 피해가 대량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Kim et al., 2010), 농촌 노동인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과거와 달리 양묘현장에서는 여러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양

묘기술 개발 연구 확대 및 묘목 생산기반 시스템의 전환

이 필요한 시점이며, 활엽수 임분 조성 확대를 통한 산림

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유망 

활엽수를 대상으로 고품질 우량 묘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시설양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묘목생

산 방법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에서 우량 묘목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력화와 함께 고품질의 

묘목을 얻기 위해 실행하고 있다. 시설양묘에 의한 고품

질 우량 용기묘의 생산은 우수한 생장, 양묘기간의 단축, 

생력화 가능, 노동력 절감,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대

응 등 묘목 생산과정의 이점뿐만 아니라 조림 후 우수한 

생장 및 높은 조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Haase et al., 

2006; Salifu and Jacobs, 2006).

시설양묘에서 광, 온도, 수분 등의 생육환경 조절과 용

기, 상토, 시비 등은 용기묘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Grossnickle, 2005; Aghai et al., 2014). 특히 용

기에 따른 생육밀도, 용적, 높이, 구 직경 등의 차이는 무

기환경과 양분 조건 등의 생육환경 변화를 뜻하며, 이러

한 변화된 생육환경 조건에 의해 수종별 생리 및 생육 반

응이 달라지므로 묘목품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Romero et al., 1986). 용기 규격은 단위면적 당 묘목 생

산량과 상토 사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Apholo and Rikala, 

2003). 또한 용기는 양묘과정뿐만 아니라 조림 후까지 묘

목의 생리 및 형태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

림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용기에 따른 변화 요인을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Margolis and Brand, 1990; 

Pinto et al., 2011).

수목의 광합성 능력과 함께 엽록소 함량, 엽록소 형광 

반응, 수분이용효율, 기공전도도 등의 생리 특성은 용기

의 생육밀도 차이에 따른 광, 온도, 수분 등의 생육환경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Dumroese et al., 2013). 또

한, 용적에 의한 상토량 및 뿌리 생육공간 차이에 따른 

시비 및 관수 조건과 이용효율 변화로 광합성 능력이 감

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Khan et al., 1996). 묘목은 수종

에 따라 시설양묘과정에서 광, 온도, 수분, 양분 등의 과·

부족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생

리 특성은 묘목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Binder 

et al., 1997; Bigras, 2005; Helenius et al., 2005). 즉, 용기

의 생육밀도 및 용적에 의해 수종별 광합성 기작이 다르

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광합성 산물의 생산과 배분에 의

해 묘목품질이 좌우된다(Groves et al., 1998). 이러한 생

리적 특성은 양묘과정에서의 묘목품질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조림 후에도 잠재적 능력에 의해 지속적인 상관

을 보이게 된다(Lloret et al., 1999).

이에 본 연구는 온대 주요 활엽수종인 느티나무, 물푸

레나무 및 졸참나무를 대상으로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

이 각기 다른 16가지 용기별 묘목의 생리 특성을 조사하

여,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생리 특성 변화 및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구명하고,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생육밀도와 용적을 기준으로 적정 용기 규격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수종 및 시험지 

시험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생산기술연구소 시설온실(N 37˚45′, E 127˚10′)이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수종은 느티나무(Zelkova 
serrata),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 및 졸참나

무(Quercus serrata)이다. 느티나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전

의면, 물푸레나무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 졸참나무는 충

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2012년 가을 채종된 종자를 이

용하였으며, 파종 전까지 종자를 –2℃ 기준으로 저온 저

장하였다. 세 수종에 대한 종자품질 검사를 실시하였으

며, 모두 종묘사업실시요령(KFS, 2014)에 제시된 수종별 

종자품질기준 이상의 발아율을 보였다.

2.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 처리

용기 규격과 관련된 생육밀도와 용적 처리를 위해 요

인설계(factorial design) 방법을 이용하였다. 용기는 100, 

144, 196, 256본/m2
의 4가지 생육밀도와 220, 300, 380, 

460 cm3/구의 4가지 용적을 달리하여 제작한 총 16가지 

규격이다(4 growing density treatments×4 cavity volume 

treatments = 16 container types).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 

처리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내 공시 수종의 노지묘 생육밀

도 기준(KFS, 2014)과 함께 우리나라 활엽수 6수종을 대

상으로 기존에 상용되는 3가지 용기를 이용하여 선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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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Materials for growing density (A) and cavity volume (B) treatments.

Volume (cm3) Diameter (cm) Depth (cm) Depth/Diameter ratio

220 4.80 12.2 2.54

300 5.34 13.4 2.51

380 5.86 14.1 2.41

460 6.27 14.9 2.38

Table 1. Th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cavity in container.

Bulk density
(g m-3)

pH
EC

(ds m-1)
O.M.
(%)

Total N
(%)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C.E.C.
(cmolc kg-1)K+ Ca2+ Mg2+

0.37 6.1 0.06 4.0 0.08 3.0 0.3 3.3 2.5 24.3

Table 2.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growing media before nursery culture.

연구 결과(Cho et al., 2012)를 참고하였다. 활엽수 노지묘 

1년생 묘목은 대부분 m2 당 120본 이하의 낮은 생육밀도

로 양묘되고 있지만, 용기묘는 상대적으로 노지묘보다 높

은 생육밀도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배인 256본까지 처리하였다. 적정 용적은 수종

별 지하부 부피에 따라 다르지만 처리 간 약 100 cm3 차이

에서 묘목품질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보고(Landis et al., 

1990)를 참고하여 용적 처리를 실시하였다. 용기의 생육밀

도와 용적을 조절하기 위해 스티로폼 받침(Figure 1A)과 

원기둥형 플라스틱 재료(Figure 1B)를 이용하였으며, 플라

스틱 용기 구(cavity)의 용적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양묘 방법

양묘 연구에 이용된 용기묘는 생육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티로폼 받침(tray, 50 cm×50 cm)에 25본씩 양묘

하였으며, 수종별로 16가지 용기 규격별 각각 12 tray씩, 

총 192 tray에 4,800본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수종의 종

자를 2일간 침수 후, 2013년 4월 중순 수종별 종자 효율 

기준(KFS, 2014)으로 용기 구당 100% 이상의 효율을 될 

수 있도록 느티나무 2립, 물푸레나무 3립, 졸참나무 2립

을 각각 파종하였다. 용기는 스티로폼 받침을 이용하여 

온실 지면에서 70 cm 높이의 용기 받침 위에 배치하였다. 

양묘 시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Peat moss : 

Perlite : Vermiculite = 1 : 1 : 1, v/v)가 혼합된 생육상토

(Table 2)를 이용하였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m2 당 20 

L를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관수하였으며, 시비는 6월부

터 3달 동안 수용성 비료인 MultiFeed 19 (19N : 19P2O5 : 

19K2O, Haifa Chemicals, Israel)를 1 g L-1 (1,000 ppm) 배

액으로 희석하여 주 1회 관수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4. 생리 특성 조사

용기 종류에 따른 광합성 특성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2013년 8월 초 용기별 생장 속도가 비슷하고, 평균적인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용기묘 6본을 선정한 후, 휴

대용 광합성측정장치(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 

Li-6400XT, 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줄기 끝에서 

2～3번째 잎을 대상으로, 한 개체목 당 3반복씩 총 18반

복의 광합성 속도, 기공전도도, 증산 속도를 측정하였다. 

광합성 특성 측정 시 광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LED 

light source (LI-6400-02, 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PPF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를 1,200 μmol 

m-2 s-1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합성 반

응을 측정하였다. 광합성측정장치의 leaf chamber에 유입

되는 공기의 유량은 500 μmol s-1, 온도는 25℃, 상대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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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ypes
Photosynthetic rate
(μmol CO2 m-2 s-1)

Stomatal conductance
(mol H2O m-2 s-1)

Water use efficiency
(μmol CO2 mmol H2O

-1)Density
(No./m2)

Volume
(cm3/cavity)

100 220 6.28±0.24 d 0.101±0.006 ef 4.31±0.57 de

300 7.54±1.11 b-d 0.112±0.001 c-e 4.54±0.71 cd

380 6.95±0.47 b-d 0.066±0.006 i 6.94±0.71 a

460 7.79±0.85 b-d 0.093±0.005 e-g 5.36±0.53 b-d

144 220 6.69±0.31 cd 0.074±0.013 g-i 5.89±0.99 a-c

300 7.18±0.83 b-d 0.071±0.006 hi 6.46±0.61 ab

380 9.90±1.78 a 0.176±0.018 b 4.22±0.91 de

460 8.80±0.14 ab 0.127±0.030 c 5.02±0.64 cd

196 220 6.64±0.64 cd 0.091±0.006 f-h 5.09±0.60 cd

300 6.73±0.44 cd 0.096±0.005 ef 4.41±0.55 de

380 7.37±0.44 b-d 0.129±0.004 c 4.04±0.45 de

460 10.03±2.49 a 0.273±0.001 a 3.13±0.87 e

256 220 7.18±1.42 b-d 0.187±0.014 b 3.06±0.80 e

300 7.41±1.20 b-d 0.123±0.017 cd 4.38±0.66 de

380 8.65±0.88 a-c 0.124±0.001 cd 5.44±1.22 b-d

460 7.31±0.50 b-d 0.103±0.007 d-f 5.23±0.63 b-d

Density 1.83NS 51.38*** 7.85***

Volume 7.62*** 38.13*** 1.56NS 

Density×Volume 2.57* 73.59*** 7.33***

Values are means of 6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 values with asterisks a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wo-way ANOVA.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Table 3. The photosynthetic rate, stomatal conductance and water use efficiency of Z. serrata seedlings grown at sixteen different
container types in nursery. 

는 60～70%로 설정하여 외기의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광합성측정기에 CO2 injector system 

(LI-6400-01, LI-COR Inc., USA)을 부착하여 CO2 농도를 

400±2 μmol mol-1 범위 내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시켰

다(Barker et al., 1997; Kim and Lee, 2001). 용기 종류에 

따른 수분이용효율(Water use efficiency)의 차이를 조사

하기 위해서 PPFD 1,200 μmol m-2 s-1 기준에서의 광합성 

속도(Pn)를 증산 속도(Tr)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WUE= 

Pn/Tr), 기공전도도(Stomatal conductance)도 동시에 측정

하였다(Ashraf et al., 2002; Liang et al., 2006).

용기별 광화학 효율을 조사하기 위해 2013년 8월 초 

엽록소 형광반응 측정기(Continuous source chlorophyll 

fluorometer, OSI 30P, ADC, UK)를 이용하여 형광반응을 측

정하였다. 엽록소 형광반응 측정을 위해 광합성 측정과 동

일한 잎을 대상으로 한 개체목 당 3반복씩 총 18반복의 잎

에 대해 sample clip으로 광을 차단하여 측정 전 약 20분간 

측정 대상 잎을 암 조건에 적응시킨 후, 2,000 μmol m-2 s-1

의 광선을 조사(照射)하였다(Demmig and Bjorkman, 1987). 

초기 형광반응(Fo)과 최대 형광반응(Fm)을 측정하여, 형광

반응 최대 변화치(Fv=Fm-Fo)에 따른 광화학 효율(Fv/Fm)

의 변수를 계산하였다(Krause and Weis, 1991).

용기 종류에 따른 엽록소 a, b 함량 및 a/b율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해 2013년 8월 초 용기별 생장 속도가 비슷하

고, 평균적인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용기묘 6본을 선

정하여 잎에 대한 엽록소 함량을 조사하였다. 엽록소의 

추출은 Hiscox and Israelstam (1978)의 방법에 따라 

dimethylsulfoxide (DMSO)를 추출 용매로 이용하여 엽록

소를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가시-자외선 분광광도계(UV- 

Vis spectrophotometer, Libra S35, Biochrom, UK)를 이용

하여 663 nm와 645 nm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엽록

소 함량을 계산하였다(Mackinney, 1941; Arnon, 1949).

5. 통계분석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이 실험대상 활엽수 세 수종의 

생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SAS 

System for Windows Version 8.2 (SAS Institute Inc., USA)

와 Sigmaplot Version 10.0 (Systat Software Inc., USA)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에 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16가지 용기 종류에 따른 유의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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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ypes
Photosynthetic rate
(μmol CO2 m-2 s-1)

Stomatal conductance
(mol H2O m-2 s-1)

Water use efficiency
(μmol CO2 mmol H2O

-1)Density
(No./m2)

Volume
(cm3/cavity)

100 220 4.49±0.42 bc 0.031±0.007 g  8.72±1.50 b

300 6.81±0.68 a 0.048±0.001 c-f  7.67±1.70 b-d

380 6.79±0.90 a 0.052±0.008 b-e  7.70±2.42 b-d

460 6.60±1.46 a 0.074±0.014 a  5.13±1.71 cd

144 220 4.86±0.85 bc 0.053±0.008 b-e  5.85±1.50 b-d

300 6.83±0.64 a 0.063±0.002 a-c  7.88±0.53 bc

380 6.76±0.44 a 0.067±0.005 ab  4.36±0.86 d

460 6.69±0.16 a 0.057±0.005 a-d  6.91±0.91 b-d

196 220 4.68±0.96 bc 0.043±0.014 d-g  7.31±2.50 b-d

300 5.73±1.19 ab 0.062±0.016 a-c  6.69±1.70 b-d

380 6.57±0.48 a 0.048±0.003 c-f  4.32±0.61 d

460 6.61±0.35 a 0.060±0.004 a-d  7.49±1.43 b-d

256 220 2.97±0.28 e 0.014±0.003 h 12.70±3.92 a

300 3.05±0.53 de 0.034±0.014 fg  8.53±1.37 bc

380 4.27±0.55 cd 0.041±0.003 e-g  6.46±1.35 b-d

460 5.01±0.52 bc 0.059±0.010 a-d  6.89±1.19 b-d

Density 30.17*** 14.91***  4.55**

Volume 18.36*** 19.72***  6.28**

Density×Volume  2.32*  3.53**  2.67*

Values are means of 6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 values with asterisks a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wo-way ANOVA.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Table 4. The photosynthetic rate, stomatal conductance and water use efficiency of F. rhynchophylla seedlings grown at sixteen
different container types in nursery.

위해 Duncan의 다중검정법(Multiple comparison)을 이용하

였고, 용기 두 요인의 양적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생리 

특성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를 분석하였다. 

Sigmaplo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용기의 생육

밀도와 용적이 동시에 고려된 용기 규격을 제시하기 위해 

광합성 속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다음의 식(Gaussian function)으로 실시하였다.

위 식에서 x, y는 각각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이며, z

는 광합성 속도를 뜻한다. e는 자연로그상수이며, x0, y0

는 z 값이 가장 높을 때 각각의 생육밀도와 용적이다.

결과 및 고찰

1. 광합성 특성

용기 규격에 따른 느티나무의 광합성 속도와 기공전도도

는 196본/m2-460 cm3/구, 수분이용효율은 100본/m2-380 

cm3/구 용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광합성 속도, 기

공전도도 및 수분이용효율 모두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

에 따른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생육밀도에 따른 

광합성 속도와 용적에 따른 수분이용효율의 유의적 차이

는 없었다(Table 3). 물푸레나무는 생육밀도가 높을수록, 

용적이 작을수록 광합성 속도와 기공전도도가 감소하였

으며, 수분이용효율은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광

합성 속도, 기공전도도 및 수분이용효율 모두 용기의 생

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Table 4). 

졸참나무는 196본/m2-460 cm3/구 용기에서 가장 우수한 

광합성 속도를 보였으며, 수분이용효율은 256본/m2-220 

cm3/구 용기에서 가장 높았다. 광합성 속도와 수분이용효

율은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상호작용이 존재하

였지만, 기공전도도는 상호작용이 없었다(Table 5).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라 수종별 광합성 활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생육밀도 차이

에 따른 광도, 수분, 온도, 양분 조건 등의 생육환경 변화

(Dumroese et al., 2013), 용적별 상토 및 지하부 생육공간

의 차이에 의해 양분 및 수분 이용효율 변화로 광합성 활

동이 증가 또는 감소하기 때문이다(Khan et al., 199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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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ypes
Photosynthetic rate
(μmol CO2 m-2 s-1)

Stomatal conductance
(mol H2O m-2 s-1)

Water use efficiency
(μmol CO2 mmol H2O

-1)Density
(No./m2)

Volume
(cm3/cavity)

100 220 3.91±0.18 c 0.034±0.004 c-e  7.14±1.38 bc

300 5.99±0.72 ab 0.055±0.017 a-e  5.69±0.54 cd

380 5.98±0.31 ab 0.052±0.005 a-e  5.76±0.34 cd

460 5.66±1.00 b 0.065±0.035 a-c  4.61±0.03 d

144 220 5.53±0.39 b 0.064±0.025 a-d  6.50±1.70 cd

300 5.77±0.07 ab 0.068±0.008 a-c  5.33±0.64 cd

380 6.29±0.49 ab 0.078±0.024 a  5.42±0.83 cd

460 5.84±0.47 ab 0.073±0.034 a  4.88±0.76 d

196 220 4.35±0.08 c 0.034±0.005 c-e  9.18±0.91 a

300 4.34±0.53 c 0.028±0.004 e  9.32±1.68 a

380 5.56±0.79 b 0.055±0.021 a-e  5.35±0.07 cd

460 6.71±0.71 a 0.070±0.017 ab  5.19±0.33 cd

256 220 3.69±0.05 c 0.037±0.007 b-e 10.5±0.77 a

300 3.73±0.24 c 0.031±0.007 de  8.80±1.88 ab

380 5.44±0.55 b 0.051±0.005 a-e  6.58±1.10 cd

460 5.54±0.49 b 0.045±0.010 a-e  7.13±0.88 bc

Density 12.08*** 6.34**  18.99***

Volume 24.81*** 3.79*  20.95***

Density×Volume  4.62*** 0.79NS   2.68*

Values are means of 6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 values with asterisks a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wo-way ANOVA.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Table 5. The photosynthetic rate, stomatal conductance and water use efficiency of Q. serrata seedlings grown at sixteen different
container types in nursery.

러한 용기 규격에 따른 광합성 활동의 변화는 묘목품질

지수의 차이로 나타난다. 또한 생리 특성 대부분,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두 요

인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생육환경이 변화되고 이에 

수종별 생리 활동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Romero et al., 

1986). 이러한 생리 특성들은 양묘과정뿐만 아니라 조림 

후에도 잠재적 능력에 의해 지속적인 상관을 보인다

(Tsakaldimi et al., 2005). 양묘와 조림 후 생리 특성 연구

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Zhang et al. (1997)은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양묘와 조림 후 광합성 활동

과 수분이용효율의 관계를 밝혔다. 또한, 양묘과정에서의 

광합성 속도는 조림 후 생장과 정의 상관을 보이며, 반대

로 수분이용효율과는 부의 상관 결과가 보고된다(Adams 

and Kolb, 2004). 즉, 용기의 한정된 공간에 따른 수분, 양

분 등의 양과 질의 변화로 양묘과정과 조림 후 묘목의 생

리적 활성 및 수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며

(Landis et al., 1990), 이에 묘목의 품질과 조림 성과의 차

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광합성 활동의 감소는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Chaves and Oliveira, 2004). 일반적으로 식물

의 CO2와 수분 교환은 90% 이상 기공을 통해 일어나며, 

기공을 통해 흡수된 CO2로 광합성을 하고, 증산을 통해 

수분조절을 한다(Cornic, 2000). 식물이 수분 스트레스

를 받게 되면, 내부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기작

으로 기공을 닫아 증산 속도를 낮추어 광합성을 통해 

CO2를 얻는 것보다 수분 손실을 감소시켜 수분이용효율

을 증대시킨다(Gimenez et al., 1992). 그러나 식물이 기

공을 닫게 되면 엽육 세포내 CO2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동반한다

(Takemura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적정 용기 규격 

이외의 조건에서는 광합성 속도가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수분이용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량한 수분 

조건에 의해 기공의 개폐반응을 조절하여 수분 스트레

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수분이

용효율은 생장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수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수분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공을 닫아 광

합성 속도보다 증산 속도를 더 많이 감소시킨다(Osonubi 

and Davies, 1980). 그러나 이러한 효율 증가 전략은 식물

의 생장과 부의 상관으로 나타난다(Richards and Cond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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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hotochemical efficiency of three species seedlings grown at sixteen different container types in nursery. Vertical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6). Different letters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a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wo-way ANOVA.

2. 광화학 효율

엽록소 형광반응 측정에 의한 광화학 효율은 수목의 

생육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서(Rascher et 

al., 2000), 광합성 능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Maxwell 

and Johnson, 2000),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식물의 건전한 잎은 0.70～0.83 정도의 광화학 

효율을 보인다(Krause and Weis, 1991). 묘목 생산과정부

터 조림 후까지 연차적인 생리와 생장 특성의 상호관계

에 대해 기 보고된 광화학 효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Dreyer et al. (1994)는 적정 생육조건에서의 높은 광화학 

효율과 연계한 활발한 광합성 활동으로 양묘과정에서 묘

목품질 향상을 가져오고, 이에 우수한 조림 성과로 이어

진다는 선순환 관계를 밝혔다

용기 규격에 따른 느티나무의 광화학 효율은 196본

/m2-300 cm3/구 용기에서 가장 높았으며, 144본/m2-220 

cm3/구 용기가 가장 낮았다.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 두 

요인간 상호작용은 없었다. 생육밀도에 따른 통계적 차

이는 없었지만, 유의적 차이를 보이면서 460 cm3/구 > 

380 cm3/구 > 300 cm3/구 > 220 cm3/구 용적 순의 광화학 

효율을 보였다(Figure 2A). 물푸레나무는 용기의 생육밀

도와 용적 두 요인간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느

티나무와 반대로 생육밀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만 있었

다. 또한 16가지 용기 중 100본/m2-300 cm3/구와 196본

/m2-300 cm3/구 용기에서 최대와 최소 광화학 효율을 보

였다. 생육밀도가 낮을수록 광화학 효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었다(Figure 2B). 졸참나무의 광화학 효

율은 196본/m2-380 cm3/구 용기에서 가장 높았으며, 256

본/m2-300 cm3/구 용기에서 가장 낮았다. 용기의 생육밀

도와 용적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며, 물푸레나

무와 같이 생육밀도에 따른 통계적 차이만 있었다. 생육

밀도 기준으로 196본/m2 용기가 가장 높은 광화학 효율

을 보였으며, 100본/m2 > 144본/m2 > 256본/m2 순이었다

(Figure 2C).

세 수종 모두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 두 요인간의 상

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느티나무는 용적, 물

푸레나무와 졸참나무는 생육밀도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느티나무의 경우 광합성 특성 결과와 같이 생육

밀도가 높아져도 광화학 효율의 감소는 없었다. 그러나 

양분 요구도가 높은 수종이기 때문에 용적에 따른 영향

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며(Hwang et al., 2013),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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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ypes Chlorophyll content (mg g-1 fresh weight)
Chlorophyll

a/b ratioDensity
(No./m2)

Volume
(cm3/cavity)

a b a+b

100 220 1.83±0.07 c 0.65±0.02 d-g 2.48±0.09 c 2.83±0.03 ef

300 2.10±0.07 b 0.72±0.03 ab 2.82±0.10 ab 2.93±0.03 d

380 1.81±0.10 cd 0.62±0.01 g 2.42±0.11 cd 2.93±0.10 de

460 1.75±0.04 cd 0.66±0.01 c-f 2.41±0.04 cd 2.66±0.05 g

144 220 2.01±0.03 b 0.67±0.01 b-d 2.68±0.04 b 3.00±0.01 cd

300 1.99±0.05 b 0.71±0.62 ab 2.70±0.07 b 2.81±0.02 f

380 1.81±0.03 cd 0.62±0.03 e-g 2.42±0.06 cd 2.91±0.11 de

460 1.80±0.03 cd 0.62±0.02 fg 2.42±0.05 cd 2.90±0.04 d-f

196 220 2.07±0.04 b 0.68±0.01 b-d 2.74±0.05 b 3.05±0.02 bc

300 1.70±0.10 d 0.57±0.02 h 2.26±0.12 e 2.99±0.07 c-d

380 2.09±0.03 b 0.68±0.02 b-d 2.77±0.05 b 3.07±0.04 bc

460 2.01±0.11 b 0.66±0.06 c-e 2.68±0.17 b 3.04±0.09 bc

256 220 1.70±0.04 d 0.56±0.02 h 2.26±0.06 e 3.06±0.03 bc

300 2.22±0.03 a 0.74±0.01 a 2.96±0.04 a 2.99±0.05 cd

380 2.22±0.05 a 0.71±0.01 a-c 2.92±0.06 a 3.14±0.03 ab

460 1.75±0.03 cd 0.55±0.01 h 2.30±0.04 de 3.18±0.02 a

Density 8.00*** 2.18NS 2.90* 54.51***

Volume 20.71*** 15.15*** 19.03*** 5.64**

Density×Volume 36.19*** 25.48*** 33.36*** 8.22***

Values are means of 6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 values with asterisks a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wo-way ANOVA.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Table 6. The effect of container types on chlorophyll contents of Z. serrata seedlings in nursery. 

는 광 확보 과정에서의 최소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300 

cm3/구 이상의 용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

로 광화학 효율은 생육밀도가 높을수록 광 부족에 의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명반응 과정에서 광화학 효율이 낮

아지고 광합성 기능 저하가 초래되며(Bose et al., 1988), 

이는 광 환경과 관련된 수목의 내음성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Lu et al., 2003). 본 연구에서 물푸레나무와 졸참

나무의 광화학 효율은 생육밀도에 따른 통계적 차이만 

있었으며, 이는 지상부 형태학적 특성과 잎의 형태 및 크

기의 영향 차이로 생육밀도별 묘목의 수광 면적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Genty et al., 1989). 생육밀도에 영향을 받

은 물푸레나무와 졸참나무는 m2 당 196본 이하 용기 규

격이 광 에너지를 확보하는 명반응 과정의 생리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기 종류에 따른 

광화학 효율의 차이는 광합성 능력에 영향을 주어 양묘

과정에서 묘목품질의 변화가 나타난다(Leugner et al., 

2009). 이에 따른 묘목의 생장과 생리 특성의 잠재력은 

조림 후 활착 및 생장에 영향을 준다(Oqvist and Huner, 

1991).

3. 엽록소 함량

용기 규격에 따른 엽록소 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느

티나무의 경우 256본/m2-300 cm3/구 용기에서 가장 높은 

총 엽록소 함량을 보였다. 엽록소 b 함량을 제외하고, 엽

록소 함량과 엽록소 a/b율 모두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두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이 존

재하였다. 또한 생육밀도가 높은 용기에서 엽록소 함량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 물푸레나무의 총 

엽록소 함량은 196본/m2-460 cm3/구 용기에서 가장 높았

다.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간의 상호작용을 보이면서 

생육밀도가 낮을수록 엽록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그러나 용기 종류에 따른 엽록소 a/b율의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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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ypes Chlorophyll content (mg g-1 fresh weight)
Chlorophyll

a/b ratioDensity
(No./m2)

Volume
(cm3/cavity)

a b a+b

100 220 1.47±0.02 g 0.39±0.01 de 1.85±0.03 hi 3.78±0.04 b

300 1.39±0.00 gh 0.38±0.00 de 1.77±0.00 jk 3.64±0.04 b

380 1.44±0.01 g 0.39±0.01 de 1.82±0.02 ij 3.71±0.03 b

460 1.41±0.01 hg 0.38±0.00 de 1.78±0.01 jk 3.72±0.03 b

144 220 1.60±0.01 d-f 0.48±0.01 b 2.08±0.02 ef 3.34±0.05 b

300 1.62±0.01 de 0.44±0.00 b-d 2.06±0.01 f 3.71±0.03 b

380 1.55±0.13 ef 0.35±0.11 e 1.90±0.02 gh 4.90±2.36 a

460 1.54±0.02 f 0.41±0.01 c-e 1.95±0.02 g 3.76±0.07 b

196 220 1.34±0.01 h 0.40±0.01 c-e 1.74±0.02 k 3.36±0.08 b

300 1.39±0.01 gf 0.39±0.00 c-e 1.78±0.01 jk 3.52±0.01 b

380 1.67±0.02 cd 0.50±0.01 ab 2.16±0.02 cd 3.37±0.08 b

460 2.00±0.04 a 0.54±0.02 a 2.54±0.05 a 3.68±0.06 b

256 220 1.65±0.05 d 0.45±0.02 bc 2.10±0.07 d-f 3.68±0.09 b

300 1.73±0.07 bc 0.49±0.02 b 2.22±0.09 bc 3.55±0.03 b

380 1.77±0.01 b 0.47±0.01 b 2.24±0.01 b 3.72±0.03 b

460 1.65±0.04 d 0.48±0.01 b 2.13±0.04 de 3.46±0.04 b

Density 82.29*** 20.23*** 199.38*** 1.23NS

Volume 24.77*** 2.24NS 45.03*** 0.96NS

Density×Volume 44.36*** 8.37*** 96.89*** 1.09NS

Values are means of 6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 values with asterisks a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wo-way ANOVA.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Table 7. The effect of container types on chlorophyll contents of F. rhynchophylla seedlings in nursery.

차이는 없었다(Table 7). 졸참나무는 196본/m2-460 cm3/

구 용기에서 가장 높은 총 엽록소 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위 두 수종 같이 총 엽록소 함량과 엽록소 a/b율이 용기 

종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생육밀도와 용적 

두 요인의 상호작용도 존재하였다(Table 8).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생육환경 조건의 차이

로 엽록소 함량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엽록소 

a와 b 각각의 함량 변화는 총 엽록소 함량의 변화와 같은 

경향이었다. 특히, 활엽수의 경우 용기의 생육밀도가 높아

질수록 잎의 면적 때문에 광 투광률이 감소하며, 부족한 

광 환경 조건에서 수목이 적응하면서 정상적으로 광합성

을 지속하기 위한 광 에너지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 위

해 엽록소 함량을 높게 유지하려 한다(Ashton and Berlyn, 

1992). 생육밀도가 높은 용기의 조건과 같이 일반적으로 

낮은 광 조건에서 생장하는 식물의 잎은 높은 광에 노출

된 잎보다 엽록소 함량이 높다. 특히, 광화학계 Ⅱ (PS Ⅱ, 

photo system Ⅱ)의 반응 단백질 중의 하나인 집광성단백

질복합체 Ⅱ (LHC Ⅱ, light harvesting chl-protein complex 

Ⅱ)의 함량과 상관성이 높은 엽록소 b의 함량이 증가하

여 총 엽록소 함량을 증가시킨다(Adams et al., 1990). 이

러한 현상은 식물의 광 수용체 역할을 하는 광색소 함량

을 증가시켜, 낮은 광도 조건에서 광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Terashima and Hikosaka, 1995). 실험대상 

세 수종 모두 위 전략과 같이 생육밀도가 높을수록 엽록

소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졸참나무

의 경우 엽록소 b의 함량 증가가 엽록소 a의 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으며, 이 때문에 엽록소 a/b율

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4. 용기 규격과 생리 특성간의 상관관계

느티나무는 용적이 클수록 높은 광합성 속도와 광화학 

효율을 보였으며, 생육밀도가 높아질수록 수분이용효율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육밀도가 높고, 용적이 커

질수록 활발한 생리 활동을 보인 것이다. 물푸레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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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ypes Chlorophyll content (mg g-1 fresh weight)
Chlorophyll

a/b ratioDensity
(No./m2)

Volume
(cm3/cavity)

a b a+b

100 220 1.75±0.01 f 1.02±0.01 de 2.77±0.02 gh 1.71±0.01 c-f

300 1.88±0.02 cd 1.01±0.01 de 2.90±0.02 fg 1.86±0.04 bc

380 1.75±0.03 f 1.00±0.02 de 2.75±0.02 h 1.75±0.06 b-e

460 2.07±0.03 a 0.99±0.02 e 3.06±0.01 c-e 2.10±0.07 a

144 220 1.86±0.04 de 1.05±0.01 c-e 2.91±0.04 e-g 1.77±0.03 b-d

300 1.98±0.08 a-c 1.06±0.02 c-e 3.04±0.10 c-f 1.87±0.05 bc

380 1.93±0.08 b-d 1.02±0.03 de 2.95±0.11 d-f 1.90±0.05 b

460 1.91±0.01 b-d 0.99±0.03 e 2.90±0.03 e-g 1.92±0.05 b

196 220 1.78±0.09 ef 1.26±0.03 a 3.03±0.10 c-f 1.41±0.07 g

300 2.08±0.01 a 1.16±0.03 ab 3.24±0.04 a 1.79±0.05 b-d

380 2.02±0.03 ab 1.14±0.05 bc 3.16±0.05 a-c 1.78±0.08 b-d

460 1.88±0.01 cd 1.20±0.11 ab 3.08±0.11 b-d 1.58±0.17 f

256 220 1.90±0.09 cd 1.20±0.04 ab 3.10±0.07 a-d 1.58±0.12 ef

300 2.05±0.06 a 1.18±0.10 ab 3.23±0.16 ab 1.75±0.11 b-e

380 1.92±0.09 b-d 1.19±0.11 ab 3.11±0.11 a-c 1.62±0.18 d-f

460 1.98±0.09 a-c 1.10±0.05 b-d 3.08±0.09 b-d 1.80±0.12 bc

Density 6.79** 35.62*** 32.19*** 18.21***

Volume 20.64*** 2.80NS 7.41*** 14.60***

Density×Volume 7.52*** 1.09NS 3.20** 4.26**

Values are means of 6 replicates±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container 
typ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 values with asterisks a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wo-way ANOVA.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Table 8. The effect of container types on chlorophyll contents of Q. serrata seedlings in nursery.

Species
Container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Photosynthesis 
rate

Stomatal 
conductance

Water use 
efficiency

Photochemical 
efficiency

Chlorophyll 
content 

Z. serrata 
Density NS -0.33* -0.33* NS NS

Volume -0.51*** NS NS -0.61*** NS

F. rhynchophylla
Density -0.60*** -0.37* NS -0.43** 0.58***

Volume -0.49*** -0.56*** -0.38** NS NS

Q. serrata 
Density -0.35* -0.31* -0.53*** NS 0.68***

Volume -0.62*** -0.39** -0.58*** NS NS
*P≤0.05, **P≤0.01, ***P≤0.001 and NS (non-significance)=P>0.05.

Table 9.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container types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ree species seedlings
in nursery. 

졸참나무의 광합성 능력은 생육밀도가 낮고, 용적이 클

수록 우수하였다. 또한 두 수종은 생육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족한 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엽록소 함량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9). 용기 규격과의 상관관계

에서 광합성 속도와 기공전도도는 수분이용효율과 반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식물이 기공 개폐를 통해 불량한 

수분 조건에 대응하는 방어기작으로 판단된다(Gimenez 

et al., 1992). 용기의 생육밀도 또는 용적에 따른 묘목의 

생리적 특성 변화와 이와 연계한 묘목품질의 차이에 대

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광합성 속도와 생장은 

정의 상관관계, 수분 이용효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

진다(Sagrera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생육밀도와 용

적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생리 특성이 달라지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종별 적정 생육환경 조건

에서 생산된 용기묘는 높은 생리적 활성으로 양묘 후 조

림과정까지 우수한 묘목품질과 높은 활착을 보이는 결과

로 이어진다(Oliet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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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 of growing density and cavity volume of container on photosynthetic rate of three species seedlings grown
at sixteen different container types in nursery.

Species
Density (No./m2) Volume (cm3/cavity)

Min. Max. Min. Max.

Z. serrata 160 210 430 460

F. rhynchophylla 130 150 390 440

Q. serrata 130 170 420 460

Table 10. The optimal container types of three species seedlings deriv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hotosynthetic
rate in nursery (Figure 3).

5.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용기 규격

시설양묘과정에서 우량의 용기묘 생산을 위한 수종별 

적정 용기 규격 구명 연구는 과거부터 용기 규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육밀도와 용적에 대한 요인설계 및 

분산분석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수종에 대한 적정 용기 규격을 제

시하고 있다(Scarratt, 1972; Hocking and Mitchell, 1974; 

Timmis and Tanaka, 1976; Barnett and Brissette, 1986; 

South et al., 2005; Dominguez-Lerena et al., 2006; Agha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배경으로 앞에서 

이원분산분석을 적용하여 증명한 용기의 두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양묘과정

에서 수종별 생육밀도와 용적이 동시에 고려된 용기 규

격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광합성 속도를 기준으로 다

중회귀분석을 Gaussian function 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

다(Figure 3). 수종별 최적 용기 규격을 제시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함수식으로 생성된 300가지 용

기 규격에서 상위 10%의 광합성 속도를 기준으로 생육

밀도와 용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묘목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용기의 규격 

기준을 최소(이상)와 최대(이하) 범위로 제시하였다. 

수종별 광합성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 용기 규격은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각각 

160～210본/m2
과 430～460 cm3/구, 130～150본/m2

과 

390～440 cm3/구, 130～170본/m2
과 420～460 cm3/구 범

위였다(Table 10). 

본 연구결과 수종별 용기 규격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리 특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용기에 따른 생

육밀도와 용적은 시설양묘과정에서 생육환경과 묘목 생

산의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수종별 적정 

용기의 선정은 우량 묘목 생산으로 우수한 조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와 함께 단위 면적 당 묘목 생산량을 증

가시키고, 상토 이용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양묘기간의 

단축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온대 주요 활엽수종인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및 졸참나무를 대상으로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이 각기 

다른 16가지 용기별 묘목의 생리 특성을 조사하여, 용기

의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생리 특성 변화 및 두 요인간

의 상호작용을 구명하고,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생육밀도와 용적을 기준으로 적정 용기 규격을 제시하고

자 수행하였다.

세 수종 모두 용기의 생육밀도와 용적은 묘목의 광합

성 기구에 영향을 미치며,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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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기공전도도를 제외하고 광합성 속도, 수분이용효

율, 기공전도도 및 엽록소 함량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광화학 효율은 생육밀도와 용적에 따른 상호작용이 없었

다. 또한, 물푸레나무와 졸참나무의 광합성 속도는 생육

밀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세 수종 모두 광합성 

속도와 용적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광합성 속도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기법

을 적용한 결과, 느티나무는 160～210본/m2
과 430～460 

cm3/구, 물푸레나무는 130～150본/m2
과 390～440 cm3/

구, 졸참나무는 130～170본/m2
과 420～460 cm3/구가 수

종별 최적 용기 규격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종별 적정 

용기 적용으로 양묘과정에서 우량 용기묘 생산뿐만 아니

라, 조림 후에도 우수한 생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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