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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간척지에서 8개 교목 수종의 묘목 생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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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간척지는 높은 토양 염도와 지하수위로 인해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과거 농경지로 사용되던 간척지가 최근 들어 산업단지, 주거단지, 또는 공원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에 수목 식재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농경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지역 중 하나인 충남 서산 간척지에 도
입할 수 있는 내염성 수종을 선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로 다른 복토 재료(준설토, 준설토+산토)와 복토 높이
(1.5 m, 2.0 m)를 이용하여 시험 포지를 조성한 후 8개 수종-소나무(Pinus densiflora), 곰솔(Pinus thunbergii), 메타세
콰이어(Metasequoia glyptostroboides),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산딸나무(Cornus kousa),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느티나무(Zelkova serrata)-의 묘목을 대상으로 2006년 4월에서 2008년 11
월까지 매년 고사율과 수목 생장을 조사하였다. 3년간 묘목의 생존율은 수종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632,
P<0.001).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산벚나무는 5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사율을 보였으며, 해송,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가 각각 3년 평균 고사율 6.4%, 2.3%, 24.7%로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았다. 묘목의 수고 생장 역시 수종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749, P=0.002). 메타세콰이어와 느티나무가 절대생장과 식재 당시 대비 상대 생장 모
두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고 생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수종들이 이식 다음해에는 낮은 생장을 보였으며,
이식 2년 후부터 생장이 회복되었다. 수종에 관계없이 복토 높이가 높을수록, 준설토보다는 산림토양을 복토하였을
때에 수목의 생존율과 생장이 높게 나타났다. 해송,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가 타 수종에 비해 높은 생존율과 생장
을 보여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수종으로 나타났으며, 이팝나무, 산딸나무와 산벚나무는 이 지역에서 적응력
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Abstract: Reclamation area is characterized by high soil salinity and high ground water table that are not
favorable environment for tree growth. However, the increasing demand to convert the reclamation area from
rice cultivation fields to industrial or residential complex, or parks accompanies the idea of introduction of trees
in the area. This study aimed to suggest better performed tree species for the tree planting in the Seosan
reclamation area, Chungchungnam-do. Seedlings of 8 tree species (Pinus densiflora, Pinus thunbergii,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Chionanthus retusus, Cornus kousa, Prunus sargentii, Quercus acutissima, and Zelkova serrata)
were planted in 4 types of 10 m × 10 m experimental plots. The survival rate and the height growth of seedlings
were measured from April 2006 to November 2008 on an annual basis. The experimental plots were constructed
using 2 different soil material (dredged sand and dredged sand + forest soil), and 2 soil covering depth (1.5 m
and 2.0 m). The tree species showed different survival rates for 3 years since planting (F = 9.632, P < 0.001).
C. kousa, Q. acutissima, and P. sargentii showed high mortality rate while P. thunbergii, M. glyptostroboides
and Z. serrata showed lower mortality rates. The seedling height growth for 3 years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species (F =4.749, P =0.002). Most of seedlings showed lower height growth in the second year,
and the growth began to recover in the third year after transplanting. The survival rate and the growth of the
seedlings were better in higher soil covering depth and forest soil material plots regardless of species. The
combination of rank orders in survival rate and relative height growth indicates that P. thunbergii, M.
glyptostroboides and Z. serrata would perform better than other species used in the experiment, while C.
retusus, C. kousa and P. sargenti may not adapt well to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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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 론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
라는 국토의 이용을 위한 개발 정책과 함께 국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농어촌진흥공사, 1995). 국토의
확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간척으로 과거에는 농지 확
보를 위한 간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윤석용, 2005). 근
래 들어 농업의 감소와 산업시설과 휴양, 주거 지역에 대
한 요구 증가는 간척에 의해 조성된 농지를 타용도로 전
환시키고 있다. 최근에 개발되는 새만금 지구의 사업을
통해 조성될 간척지의 조성계획에는 농지 외에 산업단지,
거주지, 자연공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새만금사
업단, 2009).
간척지가 농지 외의 산업단지나 거주지, 공원으로 이용
될 시 수목의 식재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간
척지라는 특수한 입지는 수목의 생장에 불리한 환경을 가
진다. 간척지에서 수목의 생장에 문제가 되는 요인은 염
해, 낮은 해발고와 높은 지하수위로 인해 야기되는 배수
문제, 해풍에 의한 풍해 등이다(Singh and Bajwa, 1991;
조 우, 2000). 염분을 함유한 토양수의 모세관 상승, 바
람에 의한 건조 피해, 강한 해풍, 이식에 따른 스트레스,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 선정 오류, 병충해, 식재 기술상
의 문제점 및 사후 관리 미흡 등도 간척지에서 수목 생장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다(서울대학교 농
업개발연구소, 1998; 구본학 등, 1999). 특히 염도가 높고
점토, 미사를 다량 함유한 간척지 토양의 이·화학적 성
질은 수목 생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김도균 등, 2000).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 지역 8개의 임해매립지에 식재
한 조경수종 중 침엽수의 30%, 활엽수의 50%에서 염해
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듯이 염해는 간척지나 매립지에
식재하는 수목에서 흔히 나타난다(최일홍 등, 2002; 김성
환, 2005). 토양의 높은 염도는 식물체내에 과도한 염류
가 집적되어 나타나는 피해와 염류에 의한 토양 pH의 증
가로 나타나는 영양분 이용도의 저해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Kelsey and Hootman,
1990; Neumann, 1997). 토양의 염도 증가는 식물 뿌리에
서 수분 흡수 능력을 감소시키며, 식물체 내 탈수현상을
유발하여 식물체의 정상적인 생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다(Shalhevet, 1993; Ramoliya and Pandey, 2003). 높은
토양 염도에 대한 내염성은 수종마다 다르며, 내염성이
높은 수종은 해안가에 분포가 가능하다(송호경 등, 2000;
송호경 등, 2005).
따라서 해안에 위치하여 토양 염도가 높은 간척지에 식
재하는 수종의 선정 시 내염성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간척지가 주로 농지로 이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근래 들어 늘어나는 간척지와 임해매립지에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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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식재는 수목의 내염성 정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
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대
규모 쓰나미의 발생은 우리나라도 쓰나미 피해로부터 안
전하지 않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해안림 조성에 대한 필
요성을 높이고 있다. 염해가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의 수
목 식재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분포하는 수목의 내염
성에 대한 자료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
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토양 염도가 높고
배수가 불량한 간척지 환경에 도입이 가능한 교목 수종
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식재가 많이
이루어지는 8종의 교목 수종의 묘목을 대상으로 생장과
고사율을 비교하고, 이들 수종의 시험 지역에 대한 상대
적인 적합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현대서산
농장 내에 수목 시험을 위한 포지를 2006년 4월 조성하
고 수목을 식재한 후, 2008년 11월까지 식재한 수목의 생
장과 고사율을 측정하였다. 지난 20년간(1987년-2006년)
이 지역의 연평균 온도는 11.9 C이며, 여름철(6월-8월) 평
균기온은 23.5 C, 겨울철(12월-2월) 평균기온은 -0.2 C,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068 mm이다(기상청, 2008). 토양은
식양질, 사양질 및 사질토양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홍성만, 2006). 원지반의 토양은 평균 전기염도도
3.2 ds m , Na 함량 484.4 mg kg 로 염도가 높았다(Table
1). 따라서 수목 도입을 위해서는 복토가 필요한 상황이
며, 복토를 할지라도 지하수 상승에 따른 염분 상승이 가
능하기 때문에 내염성 수종의 식재가 필요한 지역이다.
1.

o

o

−1

+

o

−1

시험포지 조성
연구 지역에 토양 재료와 복토 높이를 다르게 하여 각
10 m×10 m 크기의 시험포지를 조성하고 수목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토양 재료는 준설토(시험포지 I, II), 준설토
층 위에 산림토양층(시험포지 III, IV)의 두 종류로 처리
하였고, 복토 높이는 식재 지반을 1.5 m(시험구 I, III)와
2.0 m(시험포지 II, IV)로 두 종류의 높이로 조성하였다.
시험포지 III은 원지반 위에 준설토를 이용하여 1 m 복토
한 후, 그 위에 산림토양을 0.5 m 복토하였다. 시험포지
IV는 준설토를 1 m 복토한 후 산림토양을 1 m 복토하였
다. 복토 재료는 우리나라 간척지에서 매립 재료로 흔히
사용한 준설토 또는 산토를 이용하였고, 복토 높이 또한
우리나라 간척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된 1.5 m 높이와 이
보다 높은 2.0 m 높이를 적용하였다(최일홍 등, 2000).
포지 조성 직후 각 시험 포지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토
2.

韓國林學會誌 제 98 권 제 4 호 (2009)

498

양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토양시료의 채취와 분석은 현
대건설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토양 시료는 식재지
반의 표면 아래 10-20 cm에 위치한 지점에서 각 포지당
4점씩 채취하였으므로, 시험포지 I과 II는 준설토, 시험
포지 III과 IV는 산토에 해당하는 시료를 분석하였다. 채
취한 토양 시료는 풍건 후 2 mm체로 친 다음 무기영양
소 분석에 이용하였다. 토양 무기영양소 분석은 농업기
술연구소(1998)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토양 pH는 pH
meter(Orion 501)를 이용하여 1:5 증류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양유기물은 작열감량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전기화로(MF-3, Wooju Science Inc., Korea)를 이용하여
600 C에서 4시간 동안 태워서 무게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전질소는 Kjeldahl법, 유효인산은 Bray No. 1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은 ammonium acetate로 침
출하여 ICP(Optima 4300D, Perkin Elmer)로 각각 측정
하였다. 시험 초기에는 시험포지 I과 II, 시험포지 III과
IV 간의 토양은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시험포지 I과 II의
토양은 시험포지 III과 IV의 토양보다 유기물 함량이 낮
고(P <0.001), EC 값이 높았으며(P <0.05), 총질소의 함량
은 약 20-50 mg kg 으로 토양 처리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남쪽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5 m, 2.0 m 복토높이 시
험포지를 차례로 설치하고, 동서 방향으로 서쪽으로부터
준설토, 준설토+산림토양 순으로 시험포지를 배치하였다.
각 시험포지는 1:1.5 이상의 기울기(2 m 이상 권장)를 주
어 안정화시켰으며 각 시험구 비탈면 가장자리끼리는 최
소 5 m의 이격거리를 두어 토양수분의 수평이동을 방지
하였다(Figure 1).
o

−1

시험 수종
총 8종(침엽수 3종, 활엽수 5종)의 묘목을 대상으로 식
재 지반 토양과 복토 높이에 따른 생장량과 고사율을 조

3.

사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침엽수종은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곰솔(Pinus thunbergii Parl.),
메타세콰이어(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 Cheng),
활엽수종은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산딸나무(Cornus kousa F. Buerger ex Miquel),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Carruth.), 느티나무(Zelkova serrata(Thunb.)
Makino) 등이다. 수종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가로수
또는 조경수로 흔히 이용되는 수종을 비교하고자 하였으
며, 염에 강한 수종과 약한 수종, 중간으로 알려진 수종
을 이용하여 내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묘목은 시험지 인근의 묘목장에서 구하였다. 활엽수
종은 1년생 실생묘였고, 모두 나근묘였다. 침엽수종인 곰
솔은 4-5년생 실생묘, 소나무는 4년생 실생묘, 메타세콰
이어는 2-3년생 실생묘였다. 곰솔,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는 분뜨기를 한 묘목이었다.
묘목 식재 및 생장량 측정
각 시험포지는 내부를 4등분하여 소시험구를 설치하였
다. 각각의 소방형구에 총 8 수종을 수종 당 3본씩(각 소
방형구 당 24본) 1 m×1 m의 간격으로 임의로 식재하였
다. 따라서 한 종류의 식재 지반 토양과 복토 높이 처리
에 대해 4반복이 되도록 하였고, 수종별 관찰단위는 12
본이 되도록 하였다. 식재된 묘목은 각 시험구 당 96주(8
종×3주×4개의 소방형구)씩 총 384주였다.
묘목 식재 당시인 2006년 4월에 묘고와 근원경을 측정
하고 2008년 11월까지 4월과 11월에 그 해의 생장량을
측정하고 각 연도별 고사율을 계산하였다.
시험포지별 각 수종간의 고사율과 생장량의 차이를 분
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
Duncan의 다중검정을 실시하여 개별 수종 간의 생장과
고사율을 비교하였다. 일반 통계처리는 Microsoft Excel
4.

Table 1. Soil material, soil covering height (plot height), and soil properties (10-20 cm below top surface) in the experimental
plots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DS: dredged sand; FS: forest soil; OM: organic matter; EC: electrical conductivity).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standard error of n = 4.
Plot I
Plot II
Plot III
Soil material
Dredged sand
Dredged sand
DS 1 m + FS 0.5 m
Plot height (m)
001.5
002
001.5
Soil texture
Silty sand
Silty sand with gravel Silty sand with gravel
OM (%)
001.5 (0.2)
0001.2 (0.1) 0
003.3 (0.9)
pH (1:5)
006.3 (1.1)
007.3 (0.4)
006.6 (0.9)
EC (1:5) (dSm− )
003.0 (0.4)
002.5 (1.4)
002.1 (0.5)
CEC (me/100 g)
006.5 (1.0)
006.7 (0.40
006.7 (0.8)
Total N (mg kg− ) 040.0 (11.5)
035.0 (12.9)
042.5 (9.6)
N-NO − (mg kg− ) 015.6 (8.0)
015.1 (11.1)
014.8 (13.3)
Na (mg kg− )
386.5 (77.6)
360.8 (201.7)
415.1 (279.7)
Blank spaces: not available.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

1

*

1

1

3

+

1

*

*

*

Plot IV
DS 1 m + FS 1 m
002
Silty sand with gravel
003.1 (0.6)
007.5 (0.3)
001.2 (0.4)
007.7 (0.5)
030.0 (14.1)
006.9 (5.0)
224.3 (39.9)

Ground soil
Sandy loam
8.2 (0.6)
3.2 (2.6)

484.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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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Microsoft Inc, 2007)을 이용하였고, 분산분석은
SPSS 12.0K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SPSS inc, 2004).

결과 및 고찰
수종별 고사율
식재 후 3년간 고사율은 수종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F = 9.632, P <0.001). 복토 높이와 지반 토양 처리에
따른 각 수종의 상태를 볼 때 식재된 8개 수종 중 고사율
이 높은 수종은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산벚나무 순이었
다(Figure 1). 이식당년에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산벚나
무는 각각 53%, 52%, 46%가 고사하였으며, 준설토로 복
토한 시험구(I, II)에서의 고사율이 산토를 이용한 시험구
(III, IV) 보다 더 높았다. 준설토를 이용한 시험구는 전기
전도도가 2.5-3.0 ds/m으로 산토를 이용한 시험구보다 토
양 염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0.05). 전기전도도가 2-4
ds/m 일 때 내염성이 약한 수목은 생육에 지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Plaster, 2003). 준설토 시험구에서 나타
난 산딸나무와 산벚나무의 높은 고사율은 높은 토양 염
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는 식재 직후인 2006년 5월에는 90% 이상이 살
아있었으나, 6월 이후 고사개체가 많아졌고, 준설토로 1.5
m 복토한 시험구에서 고사가 주로 발생되었다. 소나무는
분뜨기한 상태로 식재되었다. 곰솔과 메타세콰이어도 분
뜨기한 상태로 이식되었으나, 소나무의 고사율이 이들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염도가 높은 준설토 포지에서
고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소나무의 약한 내염성이 고
사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최일홍 등, 2000). 소나무는
1.5 m 복토구보다 2.0 m 복토구에서의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는 배수가 생육에 매우 중요한 관건인
데(이경재 등, 1997), 임해매립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여
름철 많은 강수량과 높은 지하수위에 따른 토양 통기성
부족도 고사율을 높였을 것이다.
1.

499

곰솔은 해송이라고도 불리며 이름 그대로 해안가 조풍
지대에도 좋은 생육을 보이는 수종이다. 시험지에서도 곰
솔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해안 지역의 식
생 연구에서 곰솔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내염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변재경 등, 1997; 김도균 등, 2000; 조 우, 2000; 최 경
과 변재경, 2000; 박현수 등, 2003; 산림청, 2004). 곰솔
은 식재지반 토양과 복토높이에 따른 고사율도 처리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메타세콰이어의 고사율은 포지간 평균 2.3%로 높은 생
존율을 보였다. 실험을 통한 메타세콰이어의 내염성에 관
한 것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준설토 매립 후 50 cm
~150 cm 산림토양으로 복토하여 조성된 남동공단 공원
수목의 고사율 조사(조 우, 2000)에서 메타세콰이어의 고
사율은 40%였고, 칠엽수(Aesculus turbinata Blume)
82%, 백목련(Magnolia denudata Desr.) 73%,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 62% 등에 비하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공단을 대상으로 한 내염수종에 관
한 연구(유의열, 1991)에서도 메타세콰이어는 5% 미만의
고사율을 보여 내염성 수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근래 조경수종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팝나무는
식재 초기에 수형 발달이 좋지 못하며 토양이 비옥한 곳
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산림
과학원, 2009). 따라서 양분이 부족한 매립지반의 토양에
서는 생육이 불량할 수도 있다. 이팝나무의 고사율은 성
토 기반에 식재된 경우 매우 낮으며, 내염성은 상당히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현수 등, 2003). 본 시험지에서
이팝나무는 고사율 38.5%로 활엽수 중에서는 느티나무
다음으로 생존율이 높았으나, 기존 연구결과보다 높은 고
사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팝나무는 이식 당년보다
다음해에 고사율이 더 높았으나, 이식 2년 후에는 묘목의
고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향은 느티나무에서도 관
찰되었다.

Figure 1. The profiles of plots of 1.5 m soil covering depth (a) and 2.0 m soil covering depth (b). Some parts of original ground
surface are lower than the sea level in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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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rtality rate of seedlings in a plot by species. Mortality in each year was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seedlings
planted in April, 2006. Roman numbers in X axis indicate a plot number. Blank, gray, and black bars indicate the mortality rate
in 2006, 2007, and 2008, respectively.

산딸나무의 고사율은 71.5%로 시험 수종 중 가장 높았
다. 산딸나무의 내염성에 관한 문헌 및 자료는 많지 않다.
광양만 매립지에서 산딸나무의 고사율은 43.6%로 느티
나무(10.6%), 은행나무(12.1%)보다 매우 높았다(박현수
등, 2003). 본 연구에서의 산딸나무의 고사율은 광양만 매
립지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산벚나무는 평균 고사율 60%로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와 함께 고사율이 높은 수종이었다. 매립지 위에 산림토
양을 50 cm 성토한 남동공단 유수지변의 녹지에서 왕벚
나무의 고사율은 38%이었다(조 우, 2000). 광양만 매립
지에서 식재수목의 고사율 연구에서 1.0 m 성토지역에서
왕벚나무의 고사율은 2.7%으로 매우 낮아, 비교적 높은
고사율을 보였던 느티나무(10.6%), 산딸나무(43.6%), 은
행나무(12.1%)와 대조를 이루었다는 보고가 있다(박현수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식 첫 해 준설토로만 이루어
진 식재지반에서의 산벚나무 고사율이 산토를 이용한 식
재지반에서의 고사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001).

상수리나무는 해안가에 많이 발견되는 나무 중 하나로
대체로 내염성이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최 경과
변재경, 2000). 그러나 본 시험지에서는 69.3%로 매우 높
은 고사율을 보였다. 상수리나무는 이식에 강한 나무이
나, 직근이 발달되어 있고, 세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
절한 시기와 이식 방법이 활착율의 관건이 된다(임경빈,
1992). 아산만 국가공단에서 상수리나무의 고사율에 관
한 연구(변재경, 1996)에서 상수리나무의 고사율은 굴취
방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고 하였다. 상수리나무는 모
든 시험포지에서 이식 후 지상부가 고사하고 그 후 맹아

가 발생하여 생장하는 개체들이 한두 개체씩 발생하였으
며, 특히 준설토와 산림토양를 이용한 2 m 높이의 시험
포지에서는 약 50%의 개체에서 맹아가 발생하였다.
느티나무의 3년간 평균 고사율은 24.7%로 시험한 활
엽수 중 가장 낮은 고사율을 보였다. 토양재료가 같았을
때 고사율은 복토 높이가 높은 포지에서 더 낮았다. 아산
만에서 복토높이(0.0 m 0.5 m, 1.5 m. 2.0 m)에 따른 느
티나무의 고사율을 조사했을 때 복토 높이 1.5 m 이상에
서 10% 이내의 낮은 고사율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다
(변재경, 1996; 최 경과 변재경, 2000). 아산 지역보다는
고사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도 1.5 m 복토 포
지가 2.0 m 높이 포지보다 고사율이 높게 나와 복토높이
가 높아짐에 따라 고사율이 낮아진 아산 지역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최일홍 등(2000)의 연구에서도 복토
높이 1.5 m부터 느티나무의 고사율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대한주택공사의 수목하자율 현황 자료에서 중부지역의
평균 하자율이 16.6%인 점을 미루어 시험지의 느티나무
는 약간 높은 고사율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5). 느티나무는 적절한 복
토 등의 처리를 하였을 때 염해 지역에 대한 적응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험 포지별 고사율은 시험포지 I, II, III, IV에서
51.6%, 35.6%, 37.3%, 26.6%로 시험포지 I에서 고사율이
높고, 시험포지 II와 III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시험
포지 IV에서 고사율은 가장 낮았다. 시험포지별 고사율
양상은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그리고 준설토보다는 산림
토양을 복토하였을 때에 수목의 생존율이 좋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변재경 등, 1997). 시험포지간 고

서산 간척지에서 개 교목 수종의 묘목 생육 비교
8

사율의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F =1.146, P =0.348),
이는 수종간 고사율의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이다.
본 시험에서는 전체 수종의 3년간 고사율이 3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사율은 이식 첫해 25%에서 다
음해 10.4%, 2년 후 4.2%로 낮아졌다. 이식당년의 고사
율이 차년도의 고사율보다 높은 것은 식재 전 묘목의 상
태나 식재로 인한 이식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보인다
(Koller, 1977). 모든 수종이 같은 시기에 이식되었고, 활
엽수종은 모두 1년생이므로 활엽수종들의 이식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식 당년의 산딸나무, 산
벚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고사율은 타 수종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5). 곰솔,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의 고사 비
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P <0.05), 이들 수종은 비교적
높은 내염성과 이식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종별 생장
대부분의 수종이 이식 다음 해인 2007년에는 2008년
생장의 약 40% 정도로 생장이 좋지 않았으며, 이식 1년
후부터 생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3). 침엽
수의 경우 이식년도인 2006년의 생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식재가 4월 말에 이루어져 그 이전에 이
미 수고 생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이경준, 1993). 즉
2006년의 생장은 전해에 형성된 동아가 자란 것이기 때
문에 포지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으나, 2007년의
생장부터는 입지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경준, 1993). 반면 수고생장이 침엽수보다 늦게 나타
나는 활엽수는 2006년에도 수고생장이 나타났다.
실험에 이용된 활엽수종 묘목중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의 초기 수고는 50-70 cm 내외로 비슷했으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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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팝나무는 약 150 cm, 산딸나무는 약 20 cm로 초기 식
재 시 수종 간 상태에 차이가 있었다. 수종별 초기 식재
시 크기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절대 수고
생장 뿐 아니라 이식 당시의 묘고를 기준으로 한 상대수
고생장을 이용하여 수종 간의 생장을 비교하였다.
이식 당시의 묘고를 기준으로 한 상대수고생장에 있어
서도 수종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4.749, P
=0.002). 이식 당시의 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동안
산딸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는 각각 4배, 3배, 1.5배
가 넘는 수고생장을 보였다. 수고생장의 절대치로 보았
을 때는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상수리나무가 3년 동안
각각 202 cm, 111.4 cm, 107 cm로 1 m가 넘는 수고생
장을 보였다. 산딸나무의 상대생장률이 높았던 것은 이
식시 묘목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다. 상수리나무는 고
사율은 높았으나 활착에 성공한 개체들은 생장이 상당히
좋았다(P =0.131). 이팝나무의 경우는 아래쪽은 살아있으
나 줄기 정단부위가 고사한 수종이 많았다. 따라서 수고
측정시 잎이 나오는 부위까지 수고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수고생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산딸나무,
산벚나무, 상수리나무에서도 나타났으며, 정단고사현상
은 준설토를 이용한 시험포지에서 다수 나타났다.
토양 처리별로 수고생장에서 차이를 보이는 수종은 소
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이었다. 소나무의 2008년 수고생장은 준설토를 이용한 시
험포지에서 평균 6.2 cm이었던 것에 비해 산림토양을 복
토한 시험포지에서는 평균 22.4 cm로 훨씬 높은 값을 보
였다. 산벚나무는 특히 지반토양에 따라 생장의 차이를
크게 보였으며, 산림토양을 복토한 지역에서 수고생장이
6배 가까이 많았다. 이팝나무는 내염성이 높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고생장으로 볼 때 3년 동안 감소생장을

Figure 3. Height growth of seedlings in a plot by species. Numbers in X axis indicate plot number. Patterned bars indicate the
initial height. White, gray, and black bars indicate the height growth in 2006, 2007, and 200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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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nk order of species according to seedling performance
in survival rate (%) and relative height growth (RHG) (%).
Rank in Survival rate and RHG is ordered from high to low
values as species with higher survival rate and RHG values
has lower rank order. Survival rate is ordered based on
mortality rate (%) as species with the lowest mortality rate is
ranked 1 in survival rank.
Survival
Scientific name
rate
Pinus densiflora
4
Pinus thunbergii
2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1
Chionanthus retusus
5
Cornus kousa
8
Prunus sargentii
6
Quercus acutissima
7
Zelkova serrata
3

Height
growth
6
5
2
8
4
7
3
1

Sum of
order
10
7
3
13
12
13
10
4

보이는 등 이 지역에는 맞지 않는 수종으로 판단된다.
고사율과 수고생장으로 볼 때 느티나무와 곰솔, 메타세
콰이어가 낮은 고사율과 높은 수고생장을 보여 이 지역
에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산딸나무, 이팝
나무와 산벚나무는 고사율이 높고 수고생장은 좋지 않아
이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해매립지는 인공적으로 토양을 다져서 조성한 지역
이므로, 높은 가비중과 낮은 토양공극률 등 물리성이 일
반 산림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묘목의 이식
시기와 묘목의 식재 방법은 초기 수목의 생존률과 생장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Thomas ., 2008). 본 연구에
서는 수목의 이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묘목의 이
식 스트레스는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묘목의 고사
율과 생장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수종 마다 적절한 이식
시기와 이식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고, 또한 이식 당시의
상태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영향이 수목의 이식 당년 고사율과 생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자는 복합적
으로 연계되어 수목의 고사율과 생장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고사율과 생장을 가지고
각 수종의 지역에 대한 적합도를 추정했으나, 이식 시 수
종별 상태와 이식 환경에 대한 수종별 반응을 세세히 고
려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묘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뿌리가 깊이 뻗어감에 따라 각 수종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하 염분 상승을 조절하는 복
토높이의 영향도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간척지에서 수목이 이식의 방법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이식된 수종의 초기 고사율과 생장률에 대한 정
보는 중요하다. 따라서 수목의 초기 적응성을 예측하여
적응성이 좋은 수종을 추천하는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목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장하는 까닭에 간척

지에서 교목 수종의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
목의 생장에 따른 고사율과 생장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가로수와 조경수로
흔히 이용하는 8개 교목 수종의 묘목을 대상으로 임해매
립지로 이식했을 때의 활착과 생육을 비교하였다. 묘목
의 이식 후 생존율과 생육은 수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염분의 영향을 받는 간척지라는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할 때 수목의 활착률과 생장은 각 수종의 내염성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곰솔, 메타세콰이어, 느티
나무는 낮은 고사율과 높은 수고생장을 보여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된다. 산딸나무, 산벚나
무, 이팝나무는 고사율이 높고 수고생장도 좋지 않아 이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의 생장
과 함께 뿌리가 깊이 뻗어감에 따라 뿌리가 지하의 염분
의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해매립지 지하의
염분이 상승한다면 수목의 내염성은 식재된 수목의 생존
과 생육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점차 늘어나는
임해매립지의 녹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
사에 의한 적절한 수종 선택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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