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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귀나무 단근 시기별에 따른 굵은 뿌리 발달†

김화정

아름다운 정원 대표

The�Growth�Characteristics�of�Thick�Roots�of�Albizia�julibrissin�according�

to� the�Time�of�Root� Pruning

Kim, Hwa-Jeong

President, Beautiful Garden

ABSTRACT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oot pruning time characteristics of Albizia julibrissin, which has high landscape value 
and high planting preference but is reluctant to plant due to difficult transplantation, root pruningcondition. The root 
development of Albizia julibrissin tree was better in the root pruning treatment group than in the untreated group. Root 
pruning treatment group of Albizia julibrissin tree had 1.49 times more on average the number of thick roots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Albizia julibrissin, the development of thick roots according to the treatment period of the short 
root was 1.27 times higher in the early summer in the short root treated group than in the early summer in the untreated 
group on average. By root pruning treatment period, the development of thick roots was the least distributed in winter 
in the root pruning treated and untreated groups. Judging from this, it seems that root pruning treatment of Albizia 
julibrissin tree increases the number of roots much more than that of no root pruning, and root pruning in early summer 
is more advantageou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root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reatment period of Albizia julibrissin Root Pruning, which is difficult to transplant. This suggests that landscape 
tree production and 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root pruning are important to grow hard-to-transplant landscape 
trees into transplantable trees.

Key Words: Landscaping Trees, Open-Field Cultivation, Root Pruning, Production Management of Landscaping Trees, 
Root Type

국문초록

조경적 가치가 크고, 식재 선호도가 높으나 이식이 어려워 식재를 기피하는 자귀나무(Albizia julibrissin)를 대상으로
하여 단근 시기별에 따른 뿌리 생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자귀나무의 뿌리발달은 무처리구보다 단근 처리구가 더
좋았다. 자귀나무의단근처리구는무처리구에비하여굵은뿌리개수는평균 1.49배더많았다. 자귀나무단근처리시기별

† 본 연구는 김화정(2021)의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청구논문인 자귀나무 재배유형별 생장특성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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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경수목 재배란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강기

호, 2010) 조성을 위한 조경식재에쓰이는수목을재배하는 것

이다. 조경수목재배는대부분대중성있는수종으로재배되고

(박형순, 2004; 이병호, 2006) 조경수 재배자들이 새로운 수종

의 개발보다는 안전을 선호하여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종을 택하여 재배하기(박형순, 2004)

때문에조경수목이다양하지못하다. 국토교통부고시조경기준

(2021)에 의하면 조경수목을 이용한 조경 식재는 대부분이 수

목의 이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식

된수목의활착여부는조경수목식재에대단히중요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경수

목을식재하고자할때식재이후에활착이잘되고, 생장이양

호하게생장하여아름다운경관을창출해주기를바란다. 그러

나아쉽게도일부조경수목은식재이후에생장상태가불량해

지거나고사하는(정문화등, 2015) 경우가많이있다. 조경수목

식재 이후에 생장 상태가 불량해지거나 고사하게 되면 식생경

관이불량하게되어민원발생(정문화등, 2015)에 따른경제적,

자원적 손실이크고, 발주처와시공자들간에끊임없는분쟁과

논란이발생한다(한용희, 2019). 이에따라수목의이식에관한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성취도 대단히 미약하다.

조경수목 중에서 이식 이후에 활착이 잘 되지 못하여 고사

하거나 생장이 불량해지는 수목들은 대부분 이식이 어려운 자

귀나무, 층층나무, 쪽동백나무, 참나무류 및 때죽나무(최명섭,

1996)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식이 어려운 수목 중에 자귀나무(Albizia julibrissin)는 내
한성이 매우 강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까지 자라고, 수

고는 5m 내외로 자라며 줄기가 직립하기보다는 가지를 치며

비스듬히 자라 우산 모양의 독특한 수형을 형성한다. 잎은 어

긋나고 2회 우상복엽이며, 양치류처럼 이국적으로 흥미롭다

(Edward et al., 1993). 꽃은 6∼7월 말에 피며 가지끝과잎겨

드랑이에 피는데 꽃은 화려하고, 매우 좋은 향기가 난다(이동

혁, 2016). 가지 끝의꽃은수가훨씬많아하나의꽃차례에약

20송이정도의꽃이달리는데꽃술처럼피는분홍색의꽃이매

우아름다워미학적인매력의관상용식물이다(Kristine, 2005).

자귀나무는 매우 빠르게 자라며 일반적으로 매년 60cm 이

상자라며, 10∼20년 안에 최대 높이가 6∼12m까지 자랄 수 있

어(Hearst, 2021) 정원, 공원(Kristine, 2005), 가로수, 훼손 비

탈면녹화 식재에 많이(이양숙등, 2010) 이용한다. 또한, 자귀

나무는폭이넓은진입로의 중앙분리대(박명권, 2000), 정원수,

가로수(엄주호, 2004; 현창우, 2021), 해안가, 공원이나 도로변

에환경정화수식재(윤영준, 2002)로 사용하면매우특색있는

경관을 창출할(Kristine, 2005) 수 있으므로 정원수 활용으로

가치가 크다.

자귀나무 뿌리는 천근성으로 새 뿌리는 1년에 1m(Bean et
al., 1996; Demers et al., 2002)까지 자라고, 자귀나무의뿌리는
무의뿌리처럼직근성의속성수로노지에서 2년만자라도인력

으로 파내어 뿌리분을 만들어 이식하기가 매우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든다. 성목의 경우에는 분을 뜨는 과정에서 뿌리가 잘려

나가이식의성공확률이낮다(김재복, 2020). 이식이매우어려

운 자귀나무는 뿌리 절단으로 번식이 증가하는 능력이 있다

(Swearingen et al., 2002; Kristine, 2005; Remaley, 2005). 자
귀나무는이식이후에활착이잘되지못하여고사하거나생장

이 불량해지는 이식이 어려운 수목으로(최명섭, 1996) 하자발

생고위험수목(신규환, 2014)으로지정하고있다. 이식이어려

운수목이조경용, 생태복원용, 가로수등으로많이식재하기를

선호하고있으나이식이어려운수목은이식이후에하자발생

때문에식재를기피하는현상이많다. 이식이 어려운조경수목

의 하자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경수 생산관리를 방법을 개발

이 필요하다.

자귀나무는특색있는수형과여름철꽃이아름다워(박명권,

2000; Kristine, 2005) 조경식물로서귀중한자원임에도불구하

고이식이어렵기때문에조경식재공사활용성이낮다. 조경식

굵은 뿌리 발달은 단근 처리구 이른 여름철에 측근이 무처리구 이른 여름철보다 평균 1.27배 더 많았다. 단근 처리
시기별 단근 처리구와 무처리구 겨울철이 굵은 뿌리 발달이 가장 적게 분포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자귀나무는 단근
처리를 한 것이 무단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뿌리를 증가시키고 이른 여름철에 단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식이 어려운 자귀나무 단근 처리 시기별에 따라 뿌리발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식이 어려운 조경수목을 이식이 가능한 수목으로 재배하려면 단근 처리와 같은 조경수목 생산관리 기법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제어: 조경수목, 노지재배, 단근, 조경수목 생산관리, 뿌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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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원수로서 최적화된 자귀

나무의 재배 기술과 이식 전 뿌리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이식

후의 활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식이 어려운 자귀나무에

관한연구는자귀나무의기내대량증식(안지영등, 2006), 컨테

이너에서재배된자귀나무의이식전과후의생장률평가(김태

진과 김학범, 2001) 등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조경수목의 뿌리발달특성이활착에중요한요인이라는점

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수목의 재배방식이 뿌리

생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문헌

은찾기어렵다. 조경식재현장기술자들은조경수목이단근처

리하거나 한번 옮겨심어 뿌리가 발달한 조경수목을 조경식재

관계자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

다. 단근작업은 이식 전에 전처리로 이식력이 좋지 못한 수목

의 굵은 뿌리를 끊어 놓아 잔뿌리를 많이 발생시켜 이식 후에

활착력을 높이는 기술이다(박현준, 2010). 단근에 관한 선행연

구는 나성준 등(2013)은 소나무 1년생 묘목을 대상으로 이식

후 지상부 생장 및 뿌리발달은 이식 전에 단근 처리하면 생존

율이높아지며, 졸참나무의단근이지상부생장과측근이발달

했다는연구(나성준등, 2013)가있다. 그러므로자귀나무는이

식 전에 단근을 실시하여 주근에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

근과잔뿌리의발달을촉진해활착률을(최명섭, 2003) 높여 이

식 후 하자 발생의 문제가 되는(정명묵과 이상석, 2012) 수목

에 의한 하자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정준래 등, 2016).

조경식재는앞으로도계속대단위로식재될예정이고, 이식

이 어려운 나무도 식재 목적에 따라 계속 식재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식 이후 활착이 잘 되고, 양호한 생장이 될 수 있는

조경 수목 재배 방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식 후 고사율이 높은 자귀나무단근처

리에 따라 뿌리발달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통하여이식이어려운조경수목의재배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정원조성에 자귀나무의 아름다운

꽃과독특한수형을이용한지속가능한정원을감상할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이식이 어려운 자귀나무의 단근식기별에

따른 단근 처리구와 무처리 간에 뿌리 발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1) 실험대상 수목
실험대상수목은자귀나무근원직경 5cm총 40주로하였다.

자귀나무뿌리의단근시기별뿌리생장특성조사는무처리

구와처리구로대분하였다. 단근처리구는수목의비생장기와

생장기로 구분하여 비생장기 단근은 겨울철과 늦겨울철로 하

였고, 생장기 단근은 식물의 생장이 왕성한 4월과 6월로 하였

다. 실험목은각 처리구별로 5반복 하여실험구의 수직적 범위

는 표토로부터 0∼10cm, 11∼20cm, 21∼30cm로 총 3등분 하

였다. 단근 처리, 무처리의 뿌리조사는굵은 뿌리는 5mm 이상

의 뿌리로 하였다. 굵은 뿌리는측근, 심장근, 직근으로 구분하

였다. 수목의 뿌리의 구성은 아래로 자라는 직근, 옆으로 자라

는 측근, 수평근, 사선으로 자라는 심장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탁승철과 이시영, 2018)(그림 1 참조).

2) 단근 처리
실험목의단근처리는겨울철 2021년 12월, 늦겨울철 2021년

2월, 봄철 2021년 4월, 이른 여름철 2021년 6월에 실시하였다.

자귀나무 줄기를 기준점으로 동서 방향으로 구획하여 남측의

반지름 20cm 반원 부분하여 뿌리 단근은 단근용 절단기를 이

용하여 수직적으로 30cm까지 단근하였다. 그리고 단근된 부분

은 물다짐을 하고, 원래의 지반 높이로 되메우기를 하였다.

3) 뿌리굴취시기
단근뿌리와 무처리뿌리 채굴은 2021년 2월 8일, 4월 8일, 6

월 8일, 8월 7일에 굴취하였다.

그림 1. 실험수목 굵은 뿌리의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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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의 구획은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구획하였다. 수

평적 방향으로는 자귀나무 근주를 기준점으로 하여 남북 방향

으로구획하고, 남측의반지름 0∼20cm 부분반원으로하였다.

수직적 방향으로는 표토로부터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였

다. 상층은 표토로부터 0∼10cm, 중층은 11∼20cm, 하층은 21

∼30cm로 하였다(그림 2 참조).

4) 실험수목 생장량 측정
자귀나무의 단근 처리, 무처리의 뿌리조사는 굵은 뿌리는

5mm 이상의 뿌리로 하였고, 굵은 뿌리는 5mm 이상의 측근,

심장근, 직근으로 구분하였다.

자귀나무 단근 처리한 후 2개월 뒤 2021년 2월 7일, 2021년

4월 7일, 2021년 6월 7일, 2021년 8월 7일에 단근 처리구와 무

처리구로구분하여뿌리를파서조사하였다. 굵은 뿌리의 생장

특성조사는수직적깊이에따라상층, 중층, 하층에분포한굵

은뿌리 5mm이상의측근, 심장근, 직근을구분하여각각의개

수를 측정하였다(그림 3 참조).

5) 자료 분석 방법
자귀나무 단근 처리 시기별 무처리, 단근 처리의 굵은 뿌리

개수와수직적굵은뿌리개수의차이검증은통계학적으로일원

분산분석(oneway-ANOVA)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22

(IBM)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단근 처리 시기별 굵은 뿌리 발달 특징

자귀나무의노지재배단근처리시기별무처리구와단근처

리구 굵은 뿌리 개수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결과에서 단근 무처리구와 단근 처리구

굵은 뿌리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그림 4 참조). 자귀나무의노지재배무처리구, 단근처리구에서

굵은 뿌리의 개수는 이른 여름철이 많았다. 자귀나무 굵은 뿌

리는 무처리구에서는 이른 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

철 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에서 굵은 뿌리의 개수 평균은

각각 10.60개, 8.0개, 5.27개, 3.53개로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

다 3.0배 더 많았다.

자귀나무의 노지재배 단근 처리구에서 굵은 뿌리의 개수는

이른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많았으며, 단

근처리구에서굵은뿌리의개수평균은각각 16.60개, 10.40개,

8.47개, 5.51개로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3.0배 더 많았다.

그림 2. 단근 처리 범위와 수평적 수직적 범위

a.�무처리�뿌리채굴 b.�무처리�뿌리측정

c.�단근처리�뿌리채굴 d.�단근처리�뿌리측정

그림 3. 무처리와 단근 처리 실험구의 뿌리채굴 및 측정 사진

그림 4. 단근 처리 시기별 단근 처리구 및 무처리구 평균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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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근의 개수
자귀나무단근시기별무처리구와단근처리구측근의개수

의차이를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에서 무처리구와단근

처리구 측근의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그림 5 참조).
자귀나무의 노지재배 무처리구의 측근 개수는 이른 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 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의 측

근 평균 개수는 각각 19.20개, 14.40개, 10.80개, 7.60개로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52배 더 많았다.

자귀나무의노지재배단근처리구의측근개수는이른여름

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많았으며, 단근처리구

의 측근 평균 개수는 각각 24.40개, 17.60개, 11.60개, 10.0개로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44배 더 많았다.

2) 심장근의 개수
자귀나무단근시기별무처리구와단근처리구심장근의개

수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에서무처리구와 단

근 처리구 심장근의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5; 그림 5 참조).
자귀나무의 노지재배 무처리구의 심장근 개수는 이른 여름

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 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에

서심장근평균개수는각각 8.00개, 7.20개, 4.32개, 3.01개로이

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65배 더 많았다.

자귀나무의노지재배단근처리구의심장근개수는이른여

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 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

에서 심장근 평균 개수는 각각 10.80개, 8.20개, 7.80개, 5.33개

로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02배 더 많았다.

3) 직근의 개수
자귀나무단근시기별무처리구와단근처리구직근의개수

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에서무처리구와 단근

처리구 직근의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5; 그림 5 참조). 자귀나무의 노지재배 무처리구 직근
의개수는이른여름철 >봄철 >늦겨울철 >겨울철순으로많

았으며, 무처리구의직근개수평균은각각 4.60개, 3.40개, 2.60

개, 1.80으로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55배 더 많았다.

자귀나무의노지재배단근처리구직근의개수는이른여름

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많았으며, 단근처리구

직근의 개수 평균은 각각 6.52개, 5.95개, 5.40개, 4.20개로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1.5배 더 많았다.

2. 수직적 깊이별 굵은 뿌리 발달

1) 상층 굵은 뿌리 개수
자귀나무 단근 시기별 단근 처리와 무처리 간의 수직적 깊

이상층 굵은 뿌리의 개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ANOVA)을 한 결과에서 단근 처리와 무처리간의 수직적 깊

이 상층의 굵은 뿌리의 개수는 측근 p<0.000, 심장근 p<0.001,
직근 p<0.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6 참조).
자귀나무 단근 시기별 무처리구의 상층에서는 이른 여름철

이 측근, 심장근, 직근이 가장 많았다. 무처리구의 상층에서 측

근의개수는 이른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의 상층에서 측근 평균 개수는 각각 10.20

개, 9.0개, 7.40개, 6.40개였고, 이른여름철이겨울철보다 1.59배

더 많았다. 무처리구의 상층에서심장근의개수는이른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 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의 상

층에서 심장근 평균 개수는 각각 5.0개, 3.60개, 2.80개, 1.40개

였고, 이른 여름철이겨울철보다 3.57배 더 많았다. 무처리구의

상층에서직근의개수는이른 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

울철순으로많았으며, 무처리구의 상층에서직근평균개수는

그림 5. 단근 처리 시기별 무처리와 단근 처리 굵은뿌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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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20개, 1.60개, 1.22개, 1.20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

보다 1.83배 더 많았다.

자귀나무 단근시기별단근처리구의상층에서는이른여름

철이 측근, 심장근, 직근이 가장 많았다. 단근 처리구의 상층에

서측근의개수는이른여름철 >봄철 >늦겨울철 >겨울철순

으로 많았으며, 단근 처리구의 상층에서 측근 평균 개수는 각

각 12.80개, 9.80개, 8.20개, 7.60개였고, 이른여름철이겨울철보

다 1.68배더많았다. 단근처리구의상층에서심장근의개수는

이른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많았으며, 단

근처리구의상층에서심장근평균개수는각각 8.80개, 6.80개,

4.60개, 3.20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75배 더 많았

다. 단근 처리구의 상층에서 직근의 개수는 이른 여름철 > 봄

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많았으며, 단근처리구의상층

에서직근평균개수는각각 2.80개, 2.10개, 1.53개, 1.24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25배 더 많았다.

2) 중층 굵은 뿌리 개수
자귀나무 단근 시기별 단근 처리와 무처리 간의 수직적 깊

그림 6. 단근 처리 시기별 수직적 깊이에 따른 무처리와 단근 처리 굵은 뿌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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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층 굵은 뿌리의 개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ANOVA)을한결과에서단근처리와무처리간의수직적깊이

중층의굵은뿌리의개수는, 측근은 p<0.000, 심장근은 p<0.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직근은 p>0.00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그림 5 참조).

자귀나무 단근 시기별 무처리구의 중층에서는 이른 여름철

이측근, 심장근, 직근이 가장 많았다. 무처리구의 상층에서측

근의 개수는 이른 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 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의 중층에서 측근 평균 개수는 각각 7.0개,

4.20개, 3.60개, 2.30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3.04배

더 많았다. 무처리구의 중층에서심장근의개수는이른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 순으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의 중

층에서 심장근 평균 개수는 각각 3.40개, 2.40개, 2.0개, 1.50개

였고, 이른 여름철이겨울철보다 2.26배 더 많았다. 무처리구의

중층에서직근의개수는이른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

울철순으로많았으며, 무처리구의 중층에서직근평균개수는

각각 2.90개, 2.70개, 2.23개, 1.40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

보다 2.07배 더 많았다.

자귀나무 단근시기별단근처리구의중층에서는이른여름

철이 측근, 심장근, 직근이 가장 많았다. 단근 처리구의 중층에

서측근의개수는이른여름철 >봄철 >늦겨울철 >겨울철순

으로 많았으며, 단근 처리구의 중층에서 측근 평균 개수는 각

각 9.20개, 6.60개, 3.40개, 2.60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

다 3.53배 더많았다. 단근처리구의중층에서심장근의개수는

이른여름철 > 봄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많았으며, 단

근처리구의중층에서심장근평균개수는각각 7.80개, 5.20개,

2.40개, 1.35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5.77배 더 많았

다. 단근 처리구의 중층에서 직근의 개수는 이른 여름철 > 봄

철 > 늦겨울철 > 겨울철순으로많았으며, 단근처리구의중층

에서직근평균개수는각각 6.40개, 5.80개, 4.80개, 4.20개였고,

이른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1.52배 더 많았다.

3) 하층 굵은 뿌리 개수
자귀나무 단근 시기별 단근 처리와 무처리 간의 수직적 깊

이하층굵은뿌리의개수차이를분석하기위해일원분산분석

(ANOVA)을 한 결과에서 단근 처리와 무처리간의 수직적 깊

이 하층의 굵은 뿌리의 개수는 측근은 p<0.005로 유의한 차이
가있었고, 심장근은 p>0.005, 직근은 p>0.005로 유의한차이가
없었다(그림 5 참조).

자귀나무 단근 시기별 무처리구, 단근 처리구의 하층에서는

이른 여름철과 봄철만 측근, 심장근, 직근이 있었고, 겨울철과

늦겨울철에는 측근, 심장근, 직근은 미미하였다. 이규화(2021)

는 수직으로자라는직근도측근을발달시킬수있다고하였으

며, 주근이 갈라져서 측근을 만든다(김종원, 1996)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측근이 수직적 깊이 하층에도 무처리구, 단

근처리구의이른여름철에각각 1.20개, 2.10개 정도가있는것

은 직근이 측근을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3. 고찰

본 연구는 정원수로 식재 선호도가 매우 높으나 이식이 어

려운 대표적인 자귀나무를 대상으로 생산관리 차원에서 이식

후 활착이 잘 될 수 있는 기법을 찾고자 하였다.

자귀나무의 단근처리구는무처리구에비하여굵은뿌리개

수는 평균 1.49배 더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자귀나무는 단근

처리를 한 것이 무단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뿌리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귀나무단근철리시기별굵은뿌리개수는단근처리구이

른 여름철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무처리구 겨울철이 가장

적게분포하였다. 식물의휴면기인겨울철보다는생장기인 6월

에온도가상승하고, 강우량이 많아수분흡수가유리하기때문

에뿌리분포가많다(Lincoln and Eduardo, 2010)는 연구와일

치하였다. 이른 여름과 겨울철이 굵은 뿌리 생장 차이가 있는

것은뿌리생장이활발한생장기인(이경준과이승재, 2013) 이

른 여름철이 휴먼기인 겨울철보다 상대적으로 뿌리 생장이 활

발하고(Konopka et al., 2006; Brassard et al., 2009; Hansson
et al., 2013), 이른 여름철은 온도, 수분, 양분, 토양산소 등의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귀나무 굵은 뿌리의 개수가 가장 작게 분포한 단근 처리

시기는 겨울철이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뿌리 발달의 차이는

생장이왕성한계절인여름철기온상승으로인해뿌리의생장

이증가하고(Quanet et al., 2010), 겨울철은온도가낮아지고뿌
리의 생장이 감소하는 계절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Quanet

et al., 2010), 뿌리생장이활발한(이경준과이승재, 2013) 이른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뿌리 생장이 적은 것으로 보

인다(Brassard et al., 2009; Hansson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단근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측근의 발달이

많았다. 단근 처리는 측근의 분화를 촉진시키(Farmer et al.,
2004)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성준 등(2013)은 단근 처리

는 뿌리발달이 좋아 양질의 수목을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하였

다. 측근은토양과접촉하는뿌리표면적을늘려이식으로인한

수분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Burdett et al., 1990).
단근 처리는 측근의 분화를 촉진시켜(Farmer et al., 2004) 수
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토양 수평방향으로 뻗어나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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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19; 나성준등, 2011) 지지력을향상(김종원, 1996)시키기

위해 단근 처리에서 측근의 발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귀

나무를 노지재배 할 때에는 단근 처리한 것이 단근를 하지 않

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목 뿌리의 측면 뿌리가잘 발달된 형태는 재배 성능에크

게영향을미치고(Sutton, 1980; Burdett, 1990), 고품질수목의

가장 필수적인 속성 중 하나이며(Aldhus, 1994), 수목의 뿌리

발달 형태는 재배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Sutton,

1980; Burdett, 1990).

Ⅳ. 결론

본 연구는 정원수로 식재 선호도가 매우 높고, 넓은 진입로

의 중앙분리대, 정원수, 가로수, 해안가, 공원이나 도로변에 환

경정화수 식재로 사용하면 매우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이식이 어려운 자귀나무를 대상으로 생산관리 차원에서

이식 후 활착이 잘 될 수 있는 기법을 찾고자 단근 시기별 뿌

리 생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자귀나무 굵은 뿌리의 단근 처리는 겨울철, 늦겨울철, 봄철,

이른 여름철 4번의단근 처리결과이른 여름철이겨울철, 늦겨

울철, 봄철보다 굵은 뿌리 가장 많았다. 자귀나무의 단근에 따

른굵은뿌리개수는무처리구보다단근처리구에서최소한평

균 1.49배 이상많았다. 자귀나무뿌리를계절별로단근한내부

에서굵은뿌리의개수는이른여름철 >봄철 >늦겨울철 >겨

울철 순으로 많게 나타나 휴면기보다는 생장기에 단근한 것이

굵은 뿌리 발달이 더 잘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귀나무 굵은 뿌리 생장은 뿌리를 단근 처리한 것이 단근

하지 않은 무처리구보다 많았고, 자귀나무 뿌리를 기간별로는

단근 처리한 것 중에서 이른 여름철에 단근 처리한 것이 뿌리

생장이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이른 여름철에 단근한 것이 자

귀나무 생장에 더 유리할 것이다.

이처럼 이식이어려운나무를단근하게되면뿌리의발달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자귀나무 이식 전 단근 처리를 하면 이

식 후 활착률이높고, 생장이 양호해져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자

귀나무의아름다운꽃과독특한수형을이용한정원의초점식

재를 바로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기존의자료나실험을찾아보기어렵고, 재배실험

환경 제어의 어려움, 실험비 등의 제약사항이 많이 있어서 수

목 생리학적 특성이나 현상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보다 더 많은 이식이 어려운 수종을 대상으로 재

배환경의 많은 요인들을 더 많이 제어하고 실험을 하고, 생산

유형별 수목의 생리학적 특성이나 현상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식이 어려운 자귀나무 단근 처리 시기

별에따라생장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이것은이식이어

려운 조경수목을 이식이 가능한 수목으로 재배하려면 단근과

같은 조경수목 생산관리 기법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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