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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4년생 용기묘의 생육에 미치는 배양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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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bed soil on growth characteristics of 4-year-old Abies 
koreana container seedlings, in order to establish a production system for A. koreana. The distribution and population 
of A. koreana in South Korea are decreasing du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container seedlings 
of A. koreana grown in bed soil A (Agricultural bed soil) and HA (Horticultural + Agricultural bed soil) were found 
to have good height, root diameter, and crown width, and the H (Height)/D (Diameter) ratio of the container 
seedlings was found to be in the range of 2.8 to 3.6. Total dry weight was also highest in bed soil A and HA. 
T (Top)/R (Root) ratio was in the range of 2.18 to 3.75. Seedling quality index and total biomas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ed soils A and HA, which were treated with the lowest water content of any of the bed soils. In bed 
soils HA and A, the root development of the container seedlings such as the total length, total surface area, and 
total project area were found to be excellent. The growth of the above and root, and dry weight by organs of A. 
koreana container seedlings indicated that the best bed soils were A and HA, which had relatively low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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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상나무 (Abies koreana)는 전나무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의 해발 1,000 

m 이상인 곳에 자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

군이 줄어들어 2011년 IUCN은 구상나무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IUCN, 2011). 우리나라의 주된 자생지인 한라산

과 지리산에서 겨울철의 고온과 수분 스트레스 등으로 급격

한 쇠퇴가 관찰되고 있으나, 치수 발생량이 빈약하여 구상나

무림 유지뿐만 아니라 전멸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 et al., 2019). 구상나무 유묘와 치

수가 한라산에서는 평활하고 토양수분이 습한 곳 (Lee, 2017)

과 제주조릿대를 포함한 하층식생의 피도가 낮은 곳 (Song et 

al., 2014)에 많이 발생하며, 지리산에서는 미역줄나무와 조릿

대의 출현도가 낮은 곳 (Kim et al., 2018)과 토양수분 함량이 

많은 곳 (Noh et al., 2018)에서 구상나무의 치수 발생량이 많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Noh et al. (2018)은 지리산 

세석지역은 다른 구상나무 자생지와는 달리 향후 구상나무림

으로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이는 토양수

분 함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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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soil Bulk density (g/cm3) pH EC (ds/m)

Horticultural bed soil (H) 0.49±0.05 5.96±0.11 1.20±0.13

Agricultural bed soil (A) 0.87±0.04 5.07±0.09 1.00±0.10

H+A (HA) 1.03±0.08 5.46±0.10 1.70±0.11

H+Vermiculite+Perlite (HVP) 0.27±0.03 6.11±0.12 0.85±0.07

A+Vermiculite+Perlite (AVP) 0.61±0.03 5.45±0.08 0.68±0.05

H+A+Vermiculite+Perlite (HAVP) 0.57±0.04 5.66±0.11 0.83±0.05

Table 1. Mixing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bed soil in this study

et al. (2019)은 토양수분 과다가 한라산 구상나무의 고사 원

인일 수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구상나무 현지 복원 시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생지별 치수 발생량과 생육환경 등

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World Heritage Office (2019)는 2017년 

구상나무 쇠퇴지인 한라산 영실과 선작지왓 일대에 구상나무 

묘목 3,000본을 식재하였는데 현재 약 90% 수준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7월 한라산 사제비동산 일대에 8년생 

구상나무 묘목 1천본을 시험식재한 후 생육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상나무 현지 복원과 유전자 보전을 위해 자생

지에서 채집된 종자를 이용하여 실생묘를 양성하고 이를 산

지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용기묘 중심의 양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기묘는 생산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확인되

었을 뿐만 아니라 조림지에서의 높은 활착률과 생존력이 확

인되어 (Dumroese, 2013; Jackson et al., 2007; Song et al., 

2012), 최근에는 용기묘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양묘로 전환되

고 있다. 소나무, 편백, 유용 활엽수종 등에 대해서는 용기, 

관수, 시비처리 등과 관련된 스마트 양묘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Cho et al., 2012; Cho et al., 2014; Cha et al., 2017), 

배양토의 영향에 대해서는 Lee et al. (2006)의 연구를 제외하

면 관련 정보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배양토가 식물생

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과채류 및 엽채류 

(Choi et al., 2010; Byun et al., 2012; Park et al., 2019)를 대

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배양토 배

합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목에 

대해서는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배양토

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생육환경이 열악한 아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용기묘 육성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시설양묘 과정에서는 온도, 수분, 

광 등의 환경요인과 용기 종류, 관수, 배양토, 시비처리 등이 

중요한 인자이다 (Pinto et al., 2012; Aghai et al., 2014). 자생

지에서의 현지복원이 시도되고 있는 구상나무에 대해서는 시

설양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들 인자들의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산수종이며 멸종위기종인 구상

나무의 용기묘 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

육환경요인들 중 배양토의 종류 및 처리에 따른 생육반응 

특성을 조사하여 적정 배양토처리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의 공시수종은 구상나무이며, 지리산 제석봉 등에

서 채종한 구상나무 종자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2014년

에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였다. 2014년 온실에 파종하여 

2016년 3월 파종상에서 발아된 묘목을 용기묘에 이식하였다. 

발아 후 판갈이된 적 없이 파종상에서 2년을 보낸 2-0묘 중 

묘고가 비슷한 384개 개체를 선발하여 6가지 서로 다른 배양

토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경남 거창군의 750～

900 m에 위치하는 아고산 전문수목원인 금원산생태수목원 

내 온실에서 이루어졌다. 온실은 해발 800 m에 위치하며, 실

험기간 동안 온실 내 최소 및 최대온도는 각각 10°C, 28°C였

으며, 상대습도는 40～60%였다. 공시용기는 32구인 플라스

틱 트레이 용기 (화성산업, 한국)를 사용하였으며, 용기의 규

격은 가로 560 mm, 세로 280 mm, 높이 170 mm이며, 컵 규

격은 윗면 55∅ × 170 (H)이다. 배양토는 원예용 및 수도용배

양토 ((주)참그로, 한국)와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를 이용하

였다. 원예용 배양토는 코코피트를 주성분으로 하며, 수도용 

배양토는 주로 레드클레이, 버미큘라이트, 코코피트가 주성

분이며, 버미큘라이트는 통기성과 보수성이 우수하며, 펄라

이트는 다른 배양토에 비해 흡수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배양토의 배합 (v/v)과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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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water content for bed soil used in this study. H: Horticultural bed soil, A: Agricultural bed soil, 
HA: H+A, HVP: H+V (Vermiculite)+P (Perlite), AVP: A+V+P, HAVP: H+A+V+P. 

별 배양토의 이화학적 분석을 위해 용적밀도는 시료를 완전 

건조시킨 후 토양의 무게를 전체 부피로 나눈 값으로 하였고, 

pH와 EC는 건조 상토 20 g에 증류수 50 ㎖를 넣은 후 1시간 

동안 진탕하고 여과지로 여과된 시료를 대상으로 pH meter와 

EC meter로 측정하였다. 함수량은 50 ㎖를 관수한 후 시간 경

과에 따른 수분 감소량으로 나타내었다 (Fig. 1).  

2.2 생장특성 분석

배양토에 따른 생장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384본 (6배양토

x64본)을 선정하여 2018년 6월 (4년생)에 생존율, 묘고, 근원

경 등을 측정하였다. 묘고와 근원경은 전자식캘리퍼스를 이

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이 끝난 후 배양토별 묘목 중 무작위로 

각 20본씩 선정하여 잎, 줄기, 뿌리로 구분한 후 70°C에서 48

시간 건조시킨 후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묘고와 근원경을 이

용하여 H/D율을 계산하였으며, 건중량을 이용하여 T/R율, 뿌

리밀도 (Root density, 묘목품질지수 (Quality Index), 총물질

생산량 (Total biomass) 등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Dominiguez-Lerena et al., 2006; Cho et al., 2012). 

․H/D ratio = Height (cm) / Root collar diameter (mm)

․T/R ratio = Ratio of aboveground to belowground biomass

․Root density (g/L) = Root dry weight (g) / Cavity 

volume (L)

․Quality index (QI) = Total dry weight (g) / (H/D ratio 

+ T/R ratio)

․Total biomass = Total dry weight (g) / Seedling density 

(no./m2)

배양토별 구상나무 용기묘의 뿌리 발달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WinRhizo program (version 2016, Regent Instrument 

Inc. Canada)을 이용하여 전체길이 (total root length), 투영단

면적 (root project area), 표면적 (root surface area), 평균직경 

(root diameter) 등을 분석하였다. 

배양토 배합에 따른 구상나무 용기묘의 생장량, 묘목품질

지수 등의 측정치에 대해 SPSS version 18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각 항목 평균

값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묘고 및 근원경 생장

구상나무 4년생 용기묘의 묘고는 배양토 HA가 19.9 cm, 

A 17.8 cm, AVP 16.2 cm, HAVP 15.2 cm, H 12.9 cm, HVP 

10.5 cm로 조사되었으며, 근원경은 배양토 A와 AVP가 각각 

5.9, 5.8 mm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관폭은 

배양토 A와 HA가 각각 20.3 cm, 19.6 cm로 다른 배양토 처

리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배양토에 따른 

구상나무 용기묘의 생장량은 배양토 A, HA가 묘고 및 근원

경, 수관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양토 

HVP에서 묘고, 근원경, 수관폭 등 생장량이 가장 낮게 조사

되었다. 생존율의 경우 배양토 A가 89.1%로 가장 낮게 조사

되었으며 나머지 배양토 처리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용기묘의 H/D율은 배양토 HA에서 3.6, 배양토 H,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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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soilz Height (cm) Root collar diameter (mm) Width of crown (cm) Survival ratio (%) H/D ratio

H  12.9±0.2yex 4.3±0.4b 11.3±0.8c 100.0 3.00±0.31b

A 17.8±0.7b 5.9±0.3a 20.3±1.9a  89.1 3.02±0.37b

HA 19.9±1.6a 5.5±0.5a 19.6±3.5a  98.4 3.62±0.33a

HVP 10.5±1.0f 3.5±0.5c  8.6±1.4d 100.0 3.00±0.24b

AVP 16.2±0.4c 5.8±0.4a 15.9±2.0b 100.0 2.79±0.21b

HAVP 15.2±0.4d 5.3±0.4a 13.4±1.7c  98.4 2.87±0.24b
zRefer to Table 1
yMean±SD are represented.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by bed soil of 4-year-old container seedlings of A. koreana 

HVP에서 각각 3.1, 배양토 HAVP에서 2.9, 배양토 AVP에서 

2.8로 조사되었다. 배양토 HA의 경우 3.6으로 간장생장이 상

대적으로 근원경 생장보다 큰 경향을 보였으나 배양토 HA를 

제외한 나머지 배양토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Johnson et al. (1996)은 소나무 외 침엽수 용기묘의 H/D율 값

이 10.0 이하인 묘목을 건전한 묘목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한

편 Roller (1976)는 H/D율 6.0 이상인 가문비나무 용기묘가 

바람이나 서리 및 건조 등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심각하며, 

Grossnickle (2012)은 H/D율이 높을수록 식재 후 바람, 건조, 

저온 등의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4년생 구상나무 용기묘의 H/D율이 2.8～3.6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자생

지에서 현지 내 복원을 위해 구상나무 용기묘를 식재할 경우 

식재 후 초기 생육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산지식재에 가장 적

합한 구상나무 용기묘의 H/D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2 건물생산량 및 T/R율

배양토 배합에 따른 구상나무 용기묘의 잎, 줄기, 뿌리 및 

총 건중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3), 잎은 배양토 A, 줄기는 

배양토 A와 HA, 뿌리는 배양토 A와 HA가 다른 배양토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건중량을 보였다. 지상부와 지하부 건중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배양토 A와 HA에서 용기묘의 총 건

중량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양토 A와 HA에서 

잎과 줄기의 건중량이 뿌리 건중량보다 높은 생장량을 보였

다. 한편 관수 후 수분잔존율이 가장 높았던 배양토 HVP에서

는 잎, 줄기, 뿌리의 건물생산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

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부의 건중량이 

지상부 건중량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물은 일반적

으로 수분함량이 낮아지면 지하부에 광합성 산물이 더 많이 

분배되어 지하부가 지상부보다 높은 생장을 보인다는 결과 

(Seiler & Johnson, 1988; Kozlowski et al., 1991)와는 조금 다

른 경향이었다.

용기묘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장의 균형을 평가하는 지표

인 T/R율은 배양토 H가 2.18, 배양토 A가 3.04, 배양토 HA가 

2.74, 배양토 HVP가 2.45, 배양토 AVP가 2.82, 배양토 

HAVP가 3.75로 배양토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2.18～3.75의 범위였다. 묘목품질 평가 지수의 하나인 T/R율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외국에서는 2.0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값이 적정하고 (Hasse, 2007a, b), 국내에서

는 2.0～3.0 정도의 범위가 건전묘로 인식되고 있다. 배양토 

HAVP를 제외하면 구상나무 용기묘의 T/R율은 2.18～3.04로 

건전한 묘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묘목의 T/R율은 용

기의 용적이 크고 생육밀도가 넓을수록 그리고 관수조건 등

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Jun, 2007)도 있기 때문에 

구상나무 용기묘 양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묘목품질지수와 물질생산량

구상나무 용기묘의 묘목품질지수 (Quality Index, QI)는 배

양토 A와 HA에서 각각 1.15, 1.02로 다른 배양토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배양토 HVP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배양토 A와 HA는 관수 후의 배수성이 가

장 좋아 배양토의 수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처리

구이다. 소나무 1년생 용기묘는 관수주기가 짧을수록 묘목

품질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Cha et al., 2017), 열대수종인 

Eucalyptus pellita와 Acacia mangium도 관수주기가 짧을수록 

표목품질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 (Lee et al., 2010)와는 

상반된 경향이었다. 묘목품질지수는 묘목품질의 평가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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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Quality index and total biomass by bed soil of 4-year-old container seedlings of A. koreana.

Bed soilz
Dry weight (g)

T/R ratio
Leaves Shoot Root Seedling

H  1.4±0.2ycx 1.0±0.1c 1.1±0.1c 3.5±0.4c 2.18±0.17e

A 2.8±0.3a 2.3±0.3a 1.7±0.4a 6.9±0.5a 3.04±0.12b

HA 2.3±0.2b 2.3±0.4a 1.7±0.6a 6.3±0.8a 2.74±0.12c

HVP 0.8±0.2d 0.6±0.1d 0.6±0.1d 2.0±0.5d 2.45±0.14d

AVP 2.2±0.3b 1.8±0.2b 1.4±0.2b 5.4±0.5b 2.82±0.11c

HAVP 2.3±0.2b 1.6±0.3b 1.1±0.2c 4.9±0.7b 3.75±0.15a
zRefer to Table 1
yMean±SD are represented.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3. Dry weight by bed soil of 4-year-old container seedlings of A. koreana 

H/D율과 T/R율을 고려하고 묘목 전체 건물생산량을 주요 요

소로 구한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이 높을수록 건전한 묘목으로 

평가받는다 (Bayala et al., 2009). 하지만 H/D, T/R, QI 외에 

광합성, 엽록소 형광 반응 등의 생리적 특성 결과를 포함시킨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Cout-Picon et al., 

2004; Davis & Jacobs, 2005). 4년생 구상나무 용기묘의 총 

물질생산량 (Total biomass)은 배양토 A와 HA에서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양토 HVP와 H에서 낮게 나타났다. 

총 물질생산량은 단위 면적 당 묘목 생산본수를 의미하는 것

이기 때문에 묘목의 생장 및 품질이 우수하여도 생산본수가 

낮으면 효율적 양묘라고 할 수 없다. H/D, T/R율과 다르게 총 

물질생산량은 배양토 A와 HA에서 높게 나타나 구상나무 용

기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배수가 잘 되

는 배양토에서의 양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뿌리의 형태적 특성

뿌리의 형태적 특성은 토양 속에서 생육하는 뿌리체계를 

묘사하거나 비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Bouma et al., 2000). 구상나무 용기묘 뿌리의 형태적 특성을 

WinRhiz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4), 전체 

뿌리길이, 표면적, 투영단면적은 배양토 HA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평균직경은 배양토 A와 HVP가 유의적

인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배

양토 HA와 A가 뿌리의 전체길이, 뿌리표면적, 투영단면적 

등 뿌리발달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양토 HVP가 가

장 낮은 뿌리발달 양상을 보였다. 또한 뿌리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뿌리밀도 (g․L-1)도 배양토 HA와 A에서 

각각 5.82, 5.67 g/L로 다른 배양토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

을 보였다. 배양토 HA와 A는 총 생체량 및 뿌리 생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지에 이식하고자 

하는 용기묘는 뿌리발달이 우수할수록 높은 생존율과 우수한 

생장을 기대할 수 있다 (Dumroese et al., 2013). 토양 수분환

경은 식물생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적정한 수분환경은 묘

목의 왕성한 뿌리발달을 통해 우수한 생장량을 가져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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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soilz Total root length (cm) Total surface area (cm2) Total project area (cm2) Average diameter (mm) Root density (g/L)

H  1,471±178.3ycx 243.6±24.2d  77.5±10.9c 0.53±0.03a 3.49±0.26c

A 1,624±188.1b 317.2±20.6b 101.3±12.8b 0.62±0.04a 5.67±0.36a

HA 2,315±285.6a 410.6±58.6a 130.7±18.2a 0.56±0.05a 5.82±0.41a

HVP 1,030±169.3d 151.6±22.5e  48.3± 7.2e 0.62±0.07a 2.04±0.28d

AVP 1,715±202.1b 286.7±28.1c    91.3±12.1bc 0.53±0.03a 4.21±0.39b

HAVP 1,088±118.7d 189.5±24.3e  60.3±7.7d 0.55±0.03a 3.45±0.25c
zRefer to Table 1
yMean±SD are represented.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4. Root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y bed soil of 4-year-old container seedling of A. koreana

으로 보고되고 있다 (Downes et al., 1999; Semchenko et al., 

2007). Cha et al. (2017)은 관수수준에 따른 소나무 용기묘 

뿌리특성에서 관수기간이 짧을수록 뿌리발달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수 후 배수가 잘 되어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양토 HA와 A에서 전체적인 뿌리

발달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전후의 수분 함량

이 수분스트레스가 나타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적으

로 수분함량이 낮은 배양토에서 구상나무 용기묘의 뿌리발달

이 가장 좋게 나타난 것은 특이할만하다. 수분환경이 열악한 

아고산대에 자생하는 구상나무의 특성일 수도 있겠으나 수분

환경에 따른 뿌리발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수

처리 조건 하에서의 구상나무 용기묘의 뿌리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나무는 외생균근을 형성해서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데 뿌리의 흙을 털어버리면 

뿌리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나근묘로 이식했을 때 높은 

활착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용기묘 양묘 

시 외생균근을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우리나라 특산수종이며 멸종위기종이지만 자생지에서 개

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현지 내 복원이 시도되고 있

는 구상나무의 용기묘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배양토 

처리에 따른 구상나무 4년생 용기묘의 생육특성을 분석하여 

적정 배양토처리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상나무 4년생 용기묘의 생장량은 배양토 A, HA가 묘고 

및 근원경, 수관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존율은 

배양토 A가 8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상나

무 용기묘의 H/D율이 2.8～3.6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구상나무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자생지에서 구상나무 

용기묘를 식재하기 위해서라도 산지식재에 가장 적합한 구상

나무 용기묘의 H/D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묘목의 근원경

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재 후 생존과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물생산량은 지상부와 지

하부 건중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배양토 A와 HA에서 구상나

무 용기묘의 총 건중량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

양토 A와 HA에서 잎과 줄기의 건중량이 뿌리 건중량보다 높

은 생장량을 보였다. 용기묘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장의 균형

을 평가하는 지표인 T/R율은 전체적으로 2.18～3.75의 범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 용기묘의 묘목품질지수

는 배양토 A와 HA에서 각각 1.15, 1.02로 다른 배양토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배양토 HVP에서 가장 낮

은 값을 나타내었다. 총 물질생산량도 배양토 A와 HA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 구상나무 용기묘의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배양토에서의 양

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뿌리의 형태적 특성은 토양 속

에서 생육하는 뿌리체계를 묘사하거나 비교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전체적으로 배양토 HA와 A가 뿌

리의 전체길이, 뿌리표면적, 투영단면적 등 뿌리발달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양토 HVP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뿌리발달 양상을 보였다. 

  구상나무 4년생 용기묘는 지상부, 건중량, 뿌리생장 등

이 관수 후 배수가 잘 되어 수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양

토 HA와 A에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구상나무 용기묘 양성을 위해서는 관수처리에 따른 

생육특성을 파악하고, 아고산지대에서의 수분스트레스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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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균근과의 공생에 의지하는 구상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

하여 용기묘 양묘 시 외생균근을 접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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