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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귀나무 묘목 상태에 따른 재배 후 경시적 생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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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ded out the survival rate and growth characteristics after cultivation of Albizia julibrissin Durazz 
saplings distributed in the landscaping trees market. The condition of Albizia julibrissin Durazz saplings was very 
heterogeneous in sapling height, root diameter, remaining length, root cut strength, and root rot. As a result of cultivation 
of Albizia julibrissin Durazz saplings sold in the landscaping trees market, the survival rate was very low at 76.7%. 
It was assumed that the main cause of die of Albizia julibrissin Durazz saplings was severe root rots rather than sapling 
height, root diameter, remaining length, root cut intensity, or root cut strength. After cultivation of Albizia julibrissin 
Durazz saplings, height growth, root diameterr growth, and feeder root dry weight of fine-roots were found to be very 
heterogeneous for each sapling. The growth after cultivation of Albizia julibrissin Durazz saplings showed that the height 
growth, root diameter growth, and dry weight of fine-roots of the saplings were found to be large when they had 
large sapling height, root diameter, remaining length, and root cut strength but with small root. As such, it was assumed 
that the cause of very inhomogeneous height growth, root diameter growth, and dry weight of fine-roots after cultivation 
of Albizia julibrissin Durazz saplings for each sapling was the heterogeneous conditions of the saplings such as sapling 
height, root diameter, remaining length, or root cut. If the condition of landscaping tree saplings is poor or inhomogeneous, 
the growth after cultivation will also be heteroge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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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인간정주의생활환경과자연경관의개선그리고생태계

복구 및 복원을 위하여 조경식재 사례가 증가(김도균과 곽영세,

2004)함에 따라 조경수목 재배도 대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시중에서 유통되는 조경수목 묘목의 상태에 따

른판매자와구입자간의분쟁이많았다. 일반적으로 조경수목

생산자들은 자귀나무 묘목 뿌리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활착에

큰 차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조경수

목묘목판매자들이묘목의상태가불량한것들을끼워판매한

다. 생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불균질한 묘목 재배시 묘목의 고

사, 묘목의생장불량, 묘목생장의불균질등으로조경수목생

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묘목 판매자와 구입자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조경수목재배는묘목의상태에따라성패가좌우된다. 조경

수목 재배는 수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품

질이 불량한 묘목을 심게 되면 경영 손실이 크게 되므로 건강

한 우량 묘목 구입을 원한다. 그러나 조경수목 묘목 판매자는

“자귀나무의 경우에는 뿌리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도 모두

잘 자란다”라고 하며 판매하고, 구매자는 “묘목 활착, 묘목의

크기, 생장의 불균질성, 발육의 불량함 등이 있어 묘목 생장성

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시비비가 많다. 조경수목 묘목

유통시판매자와구입자간의묘목상태에따른분쟁을줄이기

위해서는묘목상태에따른조경수목의생장상태에대한명확

한개념을정립함으로써묘목판매자와구입자간의분쟁을최

소화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조경수목묘목의상태는굴취과정에과도한단근, 잔뿌리량

이매우적은쇠약목, 보관과정에과습에의한짓무름등이발

생한다. 그러나 조경수목 묘목상태에 따른 재배 후 생장특성에

대한자료는찾아보기어렵기때문에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기존의묘목생장에대한연구는국내참나무류채종원의유

전형질개량및우량종묘생장연구(나성준, 2019), 참나무류묘

목의 단근 및 이식밀도가 생장특성에 따른 차이(나성준 등,

2012), 초기 묘목 크기와단근강도가이식 후졸참나무의 지상

부 및 뿌리발달에 따른 차이(나성준 등, 2013a), 단근 강도에

따른소나무유묘의생장특성(나성준등, 2013b), 부직포멀칭

방식에따른종가시나무묘목의생장과제초에따른차이(성창

현등, 2020) 등이있다. 그러나아직조경수목묘목의상태, 뿌

리의 짓무름 등에 의한 활착률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조경수목 묘목의 뿌리 상태가 불량해도 활착과

생장이 잘 되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조경수목 묘목의 상

태에 따라 재배 후 활착과 생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시

중에 유통되는 자귀나무 묘목을 실증재배 실험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조경수목 묘목의 유통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

경수목 묘목 상태에 따른 소모적인 분쟁은 최소화되어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경수목 판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귀나무의 묘목 상태에 따른 재배 후 활착과 생장 특성에 대하여

실증 조사·분석 하였다. 자귀나무 묘목의 상태는 묘고, 근원직경, 잔존길이, 단근면적, 뿌리 짓무름이 매우 불균질하
였다.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자귀나무 묘목을 재배한 결과 활착률은 76.7%로 활착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자귀나무 묘목이 고사하는 주요 원인은 묘고, 근원직경, 잔존길이, 단근강도, 단근면적 때문이라기 보다는 짓무름이
심한 것이 주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은 개체별로 매우
불균질하게 나타났다.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생장은 묘목의 묘고, 근원직경, 잔존길이, 단근강도가 크고, 짓무름이 적은
것 일수록 묘목 재배 후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수고생장, 근원직경 생장, 잔뿌리 건중량이 개체별로 매우 불균질하게 생장한 것은 묘목의 묘고, 근원직경, 잔존길이, 
단근 상태가 매우 불균질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조경수목의 묘목 상태가 불량하거나 불균질하게 되면 재배 후
불균질한생장을하게된다. 조경수목의생장이불균질하게되면조경수목구입자요구불충족으로매출의손실, 경쟁우위
가 낮아짐, 재배관리의 어려움, 생산성의 손실, 농장 이미지의 실추, 고객만족도 낮아짐, 제때에 규격품 판매의 곤란
등으로 조경수목 재배농가의 경제에 직․간접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경수목이 제대로 생장하고
균질한 규격품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조경수목의 묘목은 충실하면서도 균질한 것이 유통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조경수목, 조경수목재배, 조경수목 유통, 묘목판매, 조경수목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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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상태에 따른 조경수목 생장 특성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귀나무 묘목의 크기, 단근강도,

진무른 정도 등에 따라 재배시 활착, 수고생장, 근원직경 생장,

잔뿌리 발달 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연구과정에조경수목재배시묘목의생장특성을파악하

여 묘목 재배의기초이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경수목 묘목

유통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조경수목유통시장에서판매하는 자귀나무 1년생

묘목의상태와 재배 후생장에 따른 차이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자귀나무 묘목의 묘고, 근원직경, 단근정도, 짓무

름 정도를 파악하고, 재배 후 수고, 근원직경, 뿌리량, 활착률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2. 연구방법

1) 공시목연구 대상
실험 공시목은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자귀나무

묘목으로하였다. 연구 대상공시목은전라북도전주시소재의

조경수목묘목 생장농가로부터 서울시 ○○종묘회사가 2019년

11월 중순경에 구입하여 11월부터 2020년 3월 4일까지 비닐하

우스에서 보관하여 유통된 것이었다.

2) 공시목
공시목은자귀나무실생묘를묘고에따라 19.8cm∼24.6cm SⅠ

유형, 27.6cm∼29.5cm SⅡ 유형, 30.5cm∼39.0cm SⅢ 유형,

40.0cm∼44.7cm SⅣ 유형, 45.6cm∼47.6cm SⅤ 유형, 19.6cm

∼20.9cm SⅥ 유형으로 하였다. 각각 5주씩 표본을 선발하여

총 30주를 공시목으로 하였다.

3) 공시목의 상태 측정
묘고, 잔존길이 측정은 줄자로 하였으며, 묘목의 근원직경,

단근면적의 측정은 버니아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뿌리의 짓무름 상태는 과습으로 병든 조직이 물컹하게 썩는

(Gram et al., 2002: Tournas, 2005) 짓무름 정도에 따라 약간
짓무름 RRⅠ유형, 중간짓무름 RRⅡ유형, 강한짓무름 RRⅢ

유형, 매우강한짓무름 RRⅣ유형, 뿌리전체짓무름 RRⅤ유

형으로하였다(그림 1). 묘목의근원직경은 RⅠ유형 0.3cm, RⅡ

유형 0.4cm∼0.6cm, RⅢ유형 0.8cm, RⅥ유형 1.0cm∼1.1cm하

였다. 묘목뿌리 잔존길이는 ERⅠ 유형 11cm, ERⅡ 유형 13cm,

ERⅢ 유형 14cm, ERⅥ 유형 15cm 하였다. 묘목의뿌리단근면

적은 RCⅠ유형 0cm(단근없음), RCⅡ유형 0.4cm∼0.5cm, RCⅢ

유형 0.6cm∼0.9cm, RCⅥ유형 1.3cm∼1.4cm 하였다.

4) 묘목의 재배
공시수목인 자귀나무 묘목의 재배기간은 2020년 5월 2일부

터 2021년 7월 1일까지이었다. 재배 장소는 전남 보성군 벌교

읍 영등리 00번지이었다.

묘목의 재배용기는 에어포트(Air-pot)* 지름 550mm 깊이

500mm를 이용하여 재배하였으며, 재배용 상토 성분은 제오라

이트 5%, 펄라이트 8%, 피트모스 8%, 질석 12%, 코코피트

66.6%, 비료 0.4%로 하였다.

묘목의재배는지온의차이를배제하기위하여바닥에 0.01mm

의 검정색 비닐을 깔았고, 에어포트는 지상으로부터 8cm 높게

하였다.

관수는 모든 묘목이 균질하게 관수될 수 있도록 1일 8리터

압력보상단추를 사용하여 드롭식 관수를 하였다. 관수는 생장

기와 휴면기 생장을 고려하여 관수량을 조절하였다. 생장기인

5월부터 9월 20일까지는 오전 오후 2리터씩 15분간 관수하였

고, 묘목의 생장기와 휴면기 사이인 가을철인 9월 21일부터 11

월 20일까지는 16분간씩오전오후 0.8리터씩관수하였다. 묘목

의 생장 휴면기인 11월 21일부터 다음해 2월 5일까지는 10일

간격으로 4리터씩관수하였으며, 묘목휴면기와생장시작기인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1일 2리터씩관수하였고, 묘목 생

장기는 생장기인 5월부터 9월 20일까지는 오전 오후 2리터씩

15분간 관수하였다.

RRⅠ RRⅡ RRⅢ RⅣ RRⅤ

그림 1. 자귀나무 묘목 짓무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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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배목의 생장 측정
자귀나무묘목재배후생장상태조사는 2021년 7월 2일에하

였다. 조사항목은 SⅠ∼SⅥ 유형별로식재한 자귀나무 굴취 후

묘고(수고), 근원직경, 뿌리량, 생존률(활착률)을 조사하였다.

각자귀나무단근처리에따른묘목의생장특성조사는 2020

년 5월에 식재하여 1년의 생장기간이 경과한 후 2021년 7월 2

일 묘목을 굴취하여 활착률, 수고, 근원직경, 잔뿌리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6) 측정 방법
생장은 묘고와 수고는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으며, 근원

직경은버니아캘리퍼스를사용해서측정하였다. 잔뿌리는 2mm

이하의 뿌리를 가위 등을 사용하여 전부 채취한 후 잔뿌리를

맑은 물로 세척하여 잔뿌리 건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잔뿌리를

각각종이봉투에담아 105℃건조기에서 48시간동안건조하여

분석용 전자저울 Analytical balances AS X2 Series(310g∼

0.1mg/0.01mg)에 뿌리 무게를 측정하였다.

7)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22(IBM)

를 이용하였다. 자귀나무 재배 전 묘목상태와 재배 후의 생장

에 대한 묘목의 상태별 크기와 재배 후 생장특성에 대한 차이

검증은통계학적으로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공시목의 상태

공시목인 연구 대상 자귀나무 묘목의 묘고, 근원직경, 단근

강도, 뿌리 짓무름 상태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표 1).

자귀나무 묘목의 묘고는 평균 34.7cm이었고, 최소 19.8cm,

최대 47.6cm이었으며, 표준편차는 ±8.9이었다. 자귀나무 묘목

의 근원직경은 평균 0.7cm이었고 최소 0.3cm, 최대 1.1cm이었

으며, 표준편차는 ±0.3이었다. 자귀나무 묘목의 뿌리단근면적

은평균 0.5cm이었고, 최소 0.0cm, 최대 1.4cm이었으며, 표준편

차는 ±0.5이었다. 자귀나무묘목의뿌리잔존길이는평균 12.9cm

이었고, 최소 11.0cm, 최대 15.0cm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5이

었다. 자귀나무 묘목의 뿌리 짓무름 상태는 평균 3.3이었고, 최

소 1, 최대 5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4이었다.

이처럼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묘목은 같은 크기

의 묘고에서도 근원직경의 크기, 단근정도, 잔존길이, 뿌리의

짓무름 상태 등이 매우 불균질하였다.

2. 자귀나무 활착률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활착은 30주 중에서 7주가 고사하여

활착률은 76.7%이었다.

고사한 자귀나무 묘목들은 주로 묘고 19.8cm∼24.6cm, 근원

직경 0.3cm, 단근면적은단근없는묘목, 잔존길이 11cm, 짓무름

상태가많은 RRⅤ유형에서발생하였고, 나머지묘목들은활착

되었으나 생장 정도는 개체별로 매우 불량하고, 불균질하였다.

3.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생장

조경수목유통시장에서판매하는자귀나무묘목재배후생장

은수고, 근원직경, 잔뿌리 건중량이크게차이가있었다(표 2).

자귀나무묘목재배후수고생장은평균 34.9cm이었고, 최소

2.2cm, 최대 91.9cm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7.4이었다. 근원직

경생장은 평균 0.4cm이었고, 최소 0.2cm, 최대 1.7cm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36이었다. 잔뿌리 건중량 생장은 평균 2.2g이었

고, 최소 1.2g, 최대 5.3g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6이었다.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자귀나무 묘목을 1년 2개

월 재배 후 자귀나무 생장 크기는 묘고가 크고, 근원직경이 굵

고, 잔존길이가 길며, 단근면적이 넓은 것은 수고생장, 근원직

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이 크게 생장하였다. 반면, 묘고가 작은

것, 근원직경이 가는 것, 잔존길이가 짧고, 단근이 없는 것, 짓

무름이 많은 것은 매우 작거나 고사하였다.표 1. 공시목의 상태

구분 평균 최저 최고 표준편차

묘고(cm) 34.7 19.8 47.6 ±8.9

근원직경(cm) � 0.7 � 0.3 � 1.1 ±0.3

단근면적(cm) � 0.5 � 0.0 � 1.4 ±0.5

잔존길이(cm) 12.9 11.0 15.0 ±1.5

뿌리짓무름정도� � 3.3 � 1.0 � 5.0 ±1.4

표 2. 자귀나무 묘목 재배후 생장

구분 평균 최저 최고 표준편차

수고생장(cm) 34.9 2.2 91.9 ±27.4

근원직경생장(cm) � 0.4 0.2 � 1.7 ±0.36

잔뿌리건중량(g)� � 2.2 1.2 � 5.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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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귀나무 묘목 상태에 따른 재배 후 생장차이

1) 자귀나무 묘고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시중에서판매하는자귀나무묘목의묘고에따른재배후생

장차이를 통계학적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결과에서묘고에따라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건중

량 모두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표 3).
자귀나무 재배 후 묘고에 따른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

뿌리 건중량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것은 SⅥ 유형이었다.

자귀나무재배후묘고에따른수고생장은 SⅥ > SⅤ > SⅣ

> SⅢ > SⅡ > SⅠ 순이었고, 수고생장의 평균 크기는 각각

70.6cm, 51.0cm, 45.9cm, 20.9cm, 4.8cm, 0.0cm이었다. 근원직

경생장은 SⅥ > SⅤ > SⅣ > SⅢ > SⅡ > SⅠ순이었고, 근원

직경 생장의 평균 크기는 각각 1.0cm, 0.6cm, 0.5cm, 0.3cm,

0.1cm, 0.0cm이었다. 잔뿌리건중량은 SⅥ > SⅤ > SⅣ > SⅢ

> SⅡ > SⅠ 순이었고, 잔뿌리 건중량의 무게는 각각 4.6g,

3.5g, 2.5g, 1.9g, 0.8g, 0.0g이었다.

이것은 묘고가 클수록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

량이 크게 생장하였음을 의미한다.

2) 자귀나무 묘목의 근원직경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자귀나무묘목의근원직경크기에따른재배후생장차이를

통계학적으로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 결과에

서묘목의근원직경에따라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건

중량 모두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표 4). 자귀나무
묘목의근원직경크기에따른재배후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것은 RⅣ이었다. 수고생

장은 RⅣ > RⅢ > RⅡ > RⅠ 순이었고, 수고생장의 평균 크

기는 각각 63.8cm, 43.2cm, 8.2cm, 0.0cm이었다. 근원직경생장

은 RⅣ > RⅢ > RⅡ > RⅠ순이었고, 근원직경 생장의 평균

크기는각각 0.9cm, 0.5cm, 0.2cm, 0.0cm이었다. 잔뿌리건중량

은 RⅣ > RⅢ > RⅡ > RⅠ 순이었고, 잔뿌리 건중량평균 무

게는 각각 4.3g 2.6g, 1.4g, 0.0g이었다.

이처럼 자귀나무 근원직경이 굵을수록 수고생장, 근원직경

생장, 잔뿌리건중량이가장크게생장하였으며, 표준편차가매

우 큰 것은 개체별로 매우 불균질하게 생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자귀나무 묘목의 잔존길이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자귀나무묘목의잔존길이에따른재배후생장차이를통계

학적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 결과에서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 모두 잔존길이에 따라

표 3. 자귀나무 묘고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재배�후

생장

묘고

유형

최소

(cm)

최대

(cm)

평균

(cm)�

표준

편차

수고생장***

SⅠa � 0.0 � 0.0 � 0.0 � 0.0

SⅡb � 2.2 10.1 � 4.8 � 4.6

SⅢc � 9.4 35.2 20.9 � 9.9

SⅣd� 41.7 50.5 45.9 � 4.2

SⅤe� 47.9 54.9 51.0 � 3.5

SⅥf� 54.1 91.9 70.6 15.2

근원직경

생장***

SⅠa � 0.0 � 0.0 � 0.0 � 0.0

SⅡb � 0.2 � 0.2 � 0.1 � 0.1

SⅢc � 0.3 � 0.4 � 0.3 � 0.0

SⅣd� � 0.4 � 0.5 � 0.5 � 0.1

SⅤe� � 0.5 � 0.7 � 0.6 � 0.1

SⅥf � 0.8 � 1.7 � 1.0 � 0.4

잔뿌리

건중량***

SⅠa � 0.0 � 0.0 � 0.0 � 0.0

SⅡb � 1.2 � 1.6 � 0.8 � 0.8

SⅢc � 1.7 � 2.1 � 1.9 � 0.2

SⅣd� � 2.2 � 2.9 � 2.5 � 0.3

SⅤe� � 3.0 � 4.0 � 3.5 � 0.4

SⅥf� � 4.1 � 5.3 � 4.6 � 0.4

*� p<0.05,� **� p<0.01,� ***� p<0.00.
a∼d� Scheffe의�다중범위검정�결과.

표 4. 자귀나무 묘목 근원직경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재배�후

생장

근원직경

유형

최소

(cm)

최대

(cm)

평균

(cm)
표준편차

수고생장
***

RⅠa � 0.0 � 0.0 � 0.0 � 0.0

RⅡb � 2.2 17.1 � 8.2 � 7.1

RⅢc� 26.1 50.5 43.2 � 8.1

RⅣd� 47.9 91.9 63.8 14.9

근원

직경

생장***

RⅠa � 0.0 � 0.0 � 0.0 � 0.0

RⅡb � 0.2 � 0.3 � 0.2 � 0.1

RⅢc� � 0.3 � 0.6 � 0.5 � 0.1

RⅣd� � 0.5 � 1.7 � 0.9 � 0.4

잔뿌리�

건중량***

RⅠa � 0.0 � 0.0 � 0.0 � 0.0

RⅡb � 1.2 � 1.9 � 1.4 � 0.6

RⅢc � 2.1 � 3.5 � 2.6 � 0.5

RⅣd � 3.5 � 5.3 � 4.3 � 0.6

*� p<0.05,� **� p<0.01,� ***� p<0.00.
a∼d� Scheffe의�다중범위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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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표 5).
자귀나무묘목의잔존길이에따른재배후수고생장, 근원직

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것은 ERⅥ 이었

다. 수고생장은 ERⅣ > ERⅢ > ERⅡ > ER 순이었고, 수고생

장의 평균 크기는 각각 70.6cm, 50.9cm, 24.8cm, 0.0cm이었다.

근원직경 생장은 ERⅣ > ERⅢ > ERⅡ > ER 순이었고, 근원

직경생장의평균크기는각각 1.0cm, 0.5cm, 0.4cm, 0.0cm이었

다. 잔뿌리 건중량은 ERⅣ > ERⅢ > ERⅡ > ER 순이었고,

잔뿌리 건중량 평균 무게는 각각 4.6g, 3.2g, 2.0g, 0.0g이었다.

이렇게 자귀나무 묘목의 잔존길이가 길수록 수고생장, 근원

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이 가장 크게 생장하였으며, 표준편차

가매우큰것은개체별로매우불균질하게생장하였음을의미

하는 것이다.

4)자귀나무 묘목 단근면적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자귀나무묘목의단근면적에따라재배후생장차이를통계

학적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 결과에서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 모두 단근면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표 6).
자귀나무묘목의단근면적에따른재배후수고생장, 근원직

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것은 RCⅥ이었

다. 수고생장은 RCⅣ > RCⅢ > RCⅡ > RCⅠ 순이었고, 수고

생장의 평균 크기는 각각 70.6cm, 51.0cm, 29.4cm, 0.0cm이었

다. 근원직경 생장은 RCⅣ > RCⅢ > RCⅡ > RCⅠ 순이었고,

근원직경생장의평균크기는각각 1.0cm, 0.6cm, 0.4cm 0.0cm

이었다. 잔뿌리 건중량은 RCⅣ > RCⅢ > RCⅡ > RCⅠ 순이

었고, 잔뿌리 건중량 평균 무게는 각각 4.6g, 3.4g, 2.1g, 0.0g이

었다.

이것은 묘목 단근면적이 넓을수록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이 가장 크게 생장하였으며,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은개체별로매우불균질하게생장하였음을의미하는것이다.

5)자귀나무 묘목 짓무름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자귀나무묘목의짓무름에따른재배후생장차이를통계학

적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 결과에서 수

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건중량모두짓무름에따라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0; 표 7).
자귀나무재배후묘목의짓무름에따라수고생장, 근원직경

생장, 잔뿌리 건중량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것은 RRⅤ이었다.

수고생장은 RRⅤ > RRⅥ > RRⅢ > RRⅡ > RRⅠ 순이었고,

수고생장의 평균 크기는 각각 평균 62.1cm, 47.2cm, 22.6cm,

0.8cm, 0.0cm이었다. 근원직경생장은 RRⅤ > RRⅥ > RRⅢ >

RRⅡ > RRⅠ 순이었고, 근원직경 생장의 평균 크기는 각각

0.8cm, 0.5cm, 0.3cm, 0.2cm, 0.0cm 이었다. 잔뿌리 건중량은

RRⅤ > RRⅥ > RRⅢ > RRⅡ > RRⅠ순이었고, 잔뿌리건중

량 평균 무게는 각각 4.2g, 2.7g, 1.9g, 1.3g, 0.0g이었다.

이것은 묘목 짓무름이 없을수록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

표 5. 자귀나무 묘목 잔존뿌리의 길이에 따른 재배 후 생장에 따른
차이

재배�후

생장

잔존뿌리

유형

최소

(cm)

최대

(cm)

평균

(cm)�
표준편차

수고생장
***

ERⅠa� � 0.0 � 0.0 � 0.0 � 0.0

ERⅡb � 9.4 43.8 24.8 17.4

ERⅢc 41.7 54.9 50.9 � 3.1

ERⅣd 54.1 91.9 70.6 15.2

근원직경

생장***

ERⅠa� � 0.0 � 0.0 � 0.0 � 0.0

ERⅡb � 0.3 � 0.5 � 0.4 � 0.1

ERⅢc � 0.4 � 0.7 � 0.5 � 0.1

ERⅣd � 0.8 � 1.7 � 1.0 � 0.4

잔뿌리�

건중량***

ERⅠa� � 0.0 � 0.0 � 0.0 � 0.0

ERⅡb � 1.7 � 2.2 � 2.0 � 0.2

ERⅢc � 2.6 � 4.0 � 3.2 � 0.5

ERⅣd � 4.1 � 5.3 � 4.6 � 0.4

*� p<0.05,� **� p<0.01,� ***� p<0.00.
a∼d� Scheffe의�다중범위검정�결과.

표 6. 자귀나무 묘목 단근면적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재배후

생장

단근

유형

최소

(cm)

최대

(cm)

평균

(cm)�

표준

편차

수고생장***

RCⅠa � 0.0 � 0.0 � 0.0 � 0.0

RCⅡb � 1.9 50.3 29.4 15.3

RCⅢc 47.9 54.9 51.0 � 3.2

RCⅣd 54.1 91.9 70.6 15.2

근원직경

생장***

RCⅠa � 0.0 � 0.0 � 0.0 � 0.0

RCⅡb � 0.2 � 0.5 � 0.4 � 0.1

RCⅢc � 0.5 � 0.7 � 0.6 � 0.1

RCⅣd � 0.8 � 1.7 � 1.0 � 0.4

잔뿌리�

건중량***

RCⅠa � 0.0 � 0.0 � 0.0 � 0.0

RCⅡb � 1.2 � 2.7 � 2.1 � 0.4

RCⅢc � 2.9 � 4.0 � 3.4 � 0.4

RCⅣd � 4.1 � 5.3 � 4.6 � 0.4

*� p<0.05,� **� p<0.01,� ***� p<0.00.
a∼d� Scheffe의�다중범위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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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건중량이가장크게생장하였으며, 표준편차가매우큰것

은 개체별로 매우 불균질하게 생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고찰

1)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자귀나무 묘목의 상태
본연구결과, 조경수목묘목판매장에서유통되는자귀나무

의묘고, 근원직경, 단근면적, 뿌리의 짓무름상태가매우불균

질한 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자귀나무묘목의묘고, 근원직경, 단근면적, 잔존길이

의 표준편차가 큰 것은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자귀

나무의 묘목이 동일한 회사에서 유통되는 것일지라도 매우 불

균질하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자귀나무의묘목의상태는뿌

리가 짓무른 것들이 많이 있으며, 묘목 상태별로 묘고, 근원직

경, 단근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활착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자귀나무 묘목을 재배 실

험한 결과에서 묘목의 활착률은 76.7%로 활착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음나무, 백합나무묘목들은 91.8∼100%정도이다(유

근옥 등, 2007; 강호상, 2013). 이것은 조경수목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자귀나무 묘목의 활착률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자귀나무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고 고사한 것은 주로 묘고가

매우 작고, 근원직경이 매우 가늘며, 잔존길이가 짧으며, 단근

이 없는 묘목, 뿌리의 짓무름이 심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묘고

가작고, 근원직경이가늘며, 단근이없는것일지라도 3주가활

착된것으로보아자귀나무묘목이고사하는주요원인은짓무

름이 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짓무른 묘목이 고사한 것은 뿌리 짓무름으로 인하여 뿌리의

물관부와 체관부 그리고 형성층이 손상되어 뿌리에서 양분흡

수 및 호흡작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목 생장이

부진하거나 고사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목의 뿌리 표피층은물관부, 체관부, 형성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경준, 2019). 수목 뿌리의물관부는토양수분, 무기양분

을흡수한역할을하는데(이경준, 2019), 자귀나무묘목뿌리가

짓무른 것은 물관부가 손상되어 줄기로 이동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수목 뿌리의 체관부는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하는 역할을 하

는데(이경준, 2019), 자귀나무묘목뿌리가짓무른것은체관부

가 손상되어 줄기로 이동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목 뿌리의 형성층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이

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이경준, 2019), 자귀나무 묘목

뿌리가진무른것은물관부, 체관부가 손상되어줄기로이동시

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3) 자귀나무 재배 후 생장 특성
조경수판매시장에서유통되고있는자귀나무재배후수고,

근원직경, 잔뿌리 건중량의 생장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자귀나무 묘목 1년 2개월재배 후생장이 매우

불균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묘목균질성의문제는식재후나타나는생존률과생장등의

결과에 의해 최종적으로 평가(Landis et al., 2010; 나성준,
2019 재인용)된다. 조경수목재배시수목생장이불균질하게되

면조경수목구입자요구불충족으로매출의손실, 경쟁우위가

낮아짐, 재배관리의 어려움, 생산성의 손실, 농장 이미지의 실

추, 고객만족도 낮아짐, 제때에 규격품 판매의 곤란 등으로 조

경수목 재배농가의 경제에 직․간접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조경수목 재배는 묘목의 뿌리 균형을 가진 묘목을 식

재하면, 빠르게 정착하여 생장할 수 있고(Anthony et al.,
2005), 불균질한 묘목은 뿌리의 활력이 떨어져 고사하는 경우

가 많다(박형순, 2007).

조경수목 구입자들은 가로수와 같이 균질한 규격의 수목을

구입하려는 요구가 크다. 조경수목의 균질한 생산을 위해서는

표 7. 자귀나무 묘목 짓무름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차이

재배�후

생장

짓무름

유형

최소

(cm)

최대

(cm)

평균

(cm)
표준편차

수고

생장***

RRⅠa � 0.0 � 0.0 � 0.0 � 0.0

RRⅡb, � 1.9 � 2.2 � 0.8 � 0.2

RRⅢc � 9.4 43.3 22.6 12.9

RRⅣd� 41.7 50.5 47.2 � 4.1

RRⅤe 47.9 91.9 62.1 14.9

근원직경

생장***

RRⅠa � 0.0 � 0.0 � 0.0 � 0.0

RRⅡb, � 0.2 � 0.2 � 0.2 � 0.1

RRⅢc � 0.2 � 0.4 � 0.3 � 0.1

RRⅣd� � 0.4 � 0.5 � 0.5 � 0.0

RRⅤe � 0.5 � 1.7 � 0.8 � 0.4

잔뿌리�

건중량***

RRⅠa � 0.0 � 0.0 � 0.0 � 0.0

RRⅡb � 1.2 � 1.4 � 1.3 � 0.1

RRⅢc � 1.6 � 2.2 � 1.9 � 0.2

RRⅣd� � 2.2 � 3.0 � 2.7 � 0.3

RRⅤe � 3.5 � 5.3 � 4.2 � 0.6

*� p<0.05,� **� p<0.01,� ***� p<0.00.
a∼d� Scheffe의�다중범위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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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이면서도 균질한 묘목 유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4) 자귀나무 묘목상태에 따른 재배 후 생장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묘고가 큰 묘목이 우수한 생장을 하

였다. 묘고가 큰 묘목이작은묘목보다우수한생장을하고(나

성준, 2019), 조림지에서도 생장률에 크게 차이를 미친다(오광

인, 1999)는 것과 일치한다.

자귀나무묘목재배후근원직경이큰묘목이우수한생장을

하였다. 묘목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근

원직경(Curtis, 1955; Blair and Cech, 1974)은 뿌리 생장의 잠

재적 지표로 활용되며(Mullin and Christl, 1982), 큰 근원직경

을 가진묘는성공적인이식이이루어진다(오광인, 1999)는 것

과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자귀나무 근원직경 발달을 위해서는

가급적근원직경큰묘목을식재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생각

되었다.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묘목의 잔존길이가 15cm 정도인 묘

목이 우수한 생장을 하였다. Allen and Kennedy(1989)는 Q.
nuttallii의 묘목 잔존 길이를 20cm로 정의하였고, 묘고가 24cm
이하의묘목은 10cm이상의잔존길이가되어야(나성준등, 2013)

하므로자귀나무 생장과 활착률, 잔뿌리 발생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잔존 길이가 10cm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귀나무묘목재배후묘목의단근면적이넓은묘목이비교

적양호하게생장을하였다. 단근면적이넓으면수분과접촉하

는 면적이 넓어(김종원, 1996) 원활한 생리작용을 할 수 있으

며, 식물생장에 차이를 미친다.

본연구에서자귀나무묘목이강하게단근된것도활착이잘

되었고,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이 잘 되었다. 이것은 묘목의

단근 정도가 클수록 수목 생장둔화, 활착률 감소, 건전한 생장

에 부정적으로 차이를 미친다(나성준 등 2012: Geisler and

Ferree, 1984; Schultz and Thompson, 1990; Brantley and

Conner, 1997; Anderson et al., 2000; Farmer and Pezeshki,
2004; Yang et al., 2010)는것과일치하지않았다. 시중에판매
되는 묘목은 주근만 남아있는 묘목이 많아, 이들 묘목을 현지

식재하였을 때 뿌리의 활력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박형순,

2007)는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수목들은 단근강도가 강하면 생장이 낮은 것이 보

편적이다. 그러나 자귀나무 묘목의 단근 강도가 강해도 수고

생장이잘 되는것으로 보이는 것은 공시목 중에 묘고, 근원직

경, 잔존길이가크고짓무름이많은것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

크게 생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 조사․분석 결과에서 자귀나무 묘목의 뿌리 상태가

양호한 것이 재배 후에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잔뿌리가활착률에 차이를주고(오광인, 1999), 이식

후에는 우수한생장과발달을촉진하며, 나아가 지상부의잎과

줄기생장에도차이를주기(박충모, 2016) 때문으로보인다. 자

귀나무는 묘목의 뿌리가 심하게 짓무른 것들은 활착되지 못하

고 고사하며, 30% 정도 활착이되기는 하지만생장이 매우 불

량하고, 불균질하게 생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 뿌리의 짓무름은 묘목을 보관하는 과정에 과습에 의하

여 발생하며, 과습으로 인하여 세균이 침해하여 식물의 세포벽

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여 조직을 연화시키므로 병든 조직

은물컹하게썩고악취를풍기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Gram,

2002: Tournas, 2005).

대부분 수목들은 뿌리 짓무름으로 인하여 토양수분, 양분흡

수또는산소호흡작용등을제대로할수없고, 세균등이침투

하기 쉽기 때문에 수목이 제대로 활착되지 못하거나 고사하게

되며, 생장이 불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뿌리가 지지 작용을 하며,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뿌리 상

태가 좋지 않으면 이식으로 인한 수분스트레스를 받아 활착에

영향을미치고(Burdett, 1990; Grossnickle, 2005), 뿌리의생장

잠재력이우수하면수분이용능력이높아이식후활착률이높

기(Carlson, 1986) 때문이다.

나무의 뿌리가 손상되거나 짓무름이 발생하면 세균 번식이

식물체의 조직(물관부) 내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여 줄기 마름

현상이 발생한다(산림청, 2021).

그러므로 조경수목 재배를 위한 묘목 구입시에는 묘목이 진

무르지 않은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경수목 생산

은 균질한 생장이 중요하므로 묘목을 운반하거나 보관시 뿌리

짓무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종합
본연구의결과자귀나무재배에있어서묘목의상태별로묘

목의활착,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가매우불균질하게

생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생장은 묘목의 묘고, 근원직경, 잔존

길이, 단근면적이 크고, 짓무름이 적은 것일수록 묘목 재배 후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이큰 것으로나타났다.

자귀나무 묘목 뿌리가 짓무른 것은 고사율이 높고, 생장이 불

량하였다. 자귀나무 묘목이 크게 단근되었거나 진무른 상태에

서 비록 활착은 하였지만 생장이 불량하거나 불균질하게 생장

하였다. 묘목이 불균질하게 생장하면 재배농가에서는 생산과

유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양질의 묘목은 이식 후 초기 활착률을 높이고, 생존률과 초

기수고및근원직경생장과관련이깊다(성환인등, 2011).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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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조경수목 재배시에는 재배농가의 소득에 차이를 미치므

로 묘목의 상태가 양질이면서도 균질한 것을 구입하여 재배하

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조경수 판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귀나무 묘

목의상태에따른재배후생장특성을파악하고자실증적으로

재배 실험을 하였다.

1. 본 연구 조사․분석 결과, 우리나라 조경수목 묘목 판매 시

장에유통되는조경수목의묘목은묘고, 근원직경, 잔존길이,

단근면적, 뿌리짓무름이매우불균질한상태로판매되는것

으로 나타났다.

2. 조경수 판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귀나무 묘목을 재배

한 결과 활착률은 76.7%로 활착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3. 자귀나무묘목이고사하는주요원인은묘고근원직경, 잔존

길이, 단근강도때문이라기보다는짓무름이심한것이고사

의 주원인으로 추정되었다.

4. 조경수 판매시장에서유통되고있는자귀나무묘목재배 후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 건중량은 매우 불균질하게

생장하였다. 묘목이 재배후 개체별로 매우 불균질하게 생장

한 것은 묘목의 상태가 매우 불균질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

었다.

5. 자귀나무 묘목 재배 후 생장은 묘목의 묘고, 근원직경, 잔존

길이, 단근면적이 크고, 짓무름이 적은 것일수록 묘목 재배

후 수고생장, 근원직경생장, 잔뿌리가 크게 생장하였다.

6. 자귀나무 묘목이 불균질하게 생장하면 조경수목 구입자 요

구 불충족으로 매출의 손실, 경쟁우위가 낮아짐, 재배관리의

어려움, 생산성의 손실, 농장 이미지의 실추, 고객만족도 낮

아짐, 제때에규격품판매의곤란등으로조경수재배농가의

경제에 직․간접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7. 따라서 조경수목이 제대로 생장하고 균질한 규격품으로 생

산되기 위해서는 조경수목의 묘목은 충실하면서도 균질한

것이 유통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조경수목 묘목의 성공적인 활착과 생장은 자귀나

무 묘목의 충실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자

귀나무 묘목의 상태에 따른 식물생리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조경수목의 묘목 상태에 따른 재

배후생장에미치는생리학적짓무름을규명하는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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