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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운향과에 속하는 쉬나무(Tetradium daniellii (Benn.) T.G. 

Hartley)는 건조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벼랑이나 경사면과 같

은 척박한곳에서도 식재가 가능한 낙엽활엽소교목이다. 원산

지는 한국으로 중부(강화도, 경기도, 강원도 원주 부근)와 북

부, 울릉도에도 분포중이며, 중국에도 분포하고 있다(Lee, 

1980; Ri, 1997). 쉬나무의 잎은 마주나며 7∼11개의 작은 잎

으로 구성되어 있다. 꽃은 7∼8월에 피고 길이 4∼5mm로서 

흰빛이 돌며 향기가 적고 꽃받침은 짧으며 꽃잎은 길이 3mm

이다. 종자는 삭과로 길이 8mm로서 10월에 익으며 모양은 타

원형이고 색깔은 흑색이다(Lee, 1980). 

쉬나무 종자는 기름함량이 높아서 바이오디젤(Biodiesel)

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 1970년대에 우리나라 석유파동 이

후 대체에너지로서 연구(Hong 등, 1987; Lee와 Hong, 1991)

되었다. 그리고 암반절개사면 등 제한된 생육환경에 대한 적

응성도 높아 생태복원을 위한 연구(Woo 등, 1993; 1995)에도 

활용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쉬나무가 밀원량이 풍부한 것으

로 알려져 밀원식물로서의 가치검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Jang, 2008). 

이처럼 대체에너지, 생태복원 및 밀원식물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되고 있어 향후 묘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쉬나무는 현재 대부분의 묘목은 노지양묘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5). 이에 따라 건전

한 묘목을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양묘를 통한 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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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losely examine about optimum shading for superior seedling 

production a container seedling of Tetradium daniellii, which is being increased the demand for a seedling due to being 

used for alternative energy, ecological restoration and honey plant. The experiment of investigating the optimum 

shading on T. daniellii was carried out by using plastic container types (350 ml/cavity) for the forestry facility 

cultivation. The shading level was treated with full sunlight and with 35%, 55%, 75% of the full sunlight. As a result of 

having surveyed height and root collar diameter growth of a containerized seedling in T. daniellii, a case of the shading 

experiment showed a noticeably high value was indicated in the full sunlight. It was surveyed that the stronger shading 

level leads to the lower growth value. Root development was most active in full sunlight. Dry matter production, it was 

investigated to be the highest in full sunlight. It was surveyed to be the similar tendency to the outcome of height and root 

collar diameter growth. QI, which is index of showing the quality of a seedling, stood at 0.98 in full sunlight, thereby 

having been investigated to be the highest. As for the chlorophyll content in a seedling, the highest chlorophyll content 

was indicated in the 75% shading treatment with the relatively highest shading level. The photosynthetic rate and the 

water use efficiency were surveyed to be the highest in full sunlight with 8.48 μmolCO2‧m
-2s-1, 1.40 μmolCO2‧

mmolm-1H2O, respectively.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whole experiment, optimum shading level for superior seedling 

production a container seedling of T. daniellii is determined in full sunlight (0%).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mas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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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대량생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양묘는 시설을 통해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 노지

양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Edwards와 Huber, 1982). 하지만 시설양묘를 통해 생산되

는 용기묘는 제공된 환경에서 묘목이 생육되기 때문에 제공되

는 생육환경에 따라 묘목이 광조건, 양분의 과부족 등으로 식

물의 생장이 저하될 수 있어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수종별로 생육에 적합한 환경조절이 필요하다(Grossnickle, 

2005). 

환경조절 중 인위적인 차광처리에 따라 수종별로 묘목의 생

장반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1986)은 차

광처리에 따른 잣나무의 간장생장은 전광의 37%에서 가장 높

게 조사되었고, 삼나무 묘목의 경우에는 차광수준이 높아질

수록 간장 및 근원경 생장이 작아진다고 보고하였다(Tanimoto, 

1975a). 또한 같은 실험조건에서, 소나무 묘목의 경우 초기에

는 차광수준에 따른 생장차이가 작았으나 생장후기에는 차광

수준이 낮을수록 간장생장이 좋았다고 하였다(Tanimoto, 

1975b). 

한편, 쉬나무의 연구는 노지에 1년생∼4년생 묘목을 식재

간격을 달리하여(10×10cm∼70×70cm) 물질생산량을 분석

한 연구(Kim, 1989; Lee와 Hong, 1991)와 쉬나무의 생식지

와 영양지를 구분하여 물질생산량을 분석한 연구(Hong, 1991), 

쉬나무의 종자를 충적처리를 통해 발아율을 향상 시키는 연구

(Suh, 2004) 등이 수행되었으나, 용기묘의 대량생산을 위한 

차광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체에너지, 생태복원 및 밀원식물용 등

으로 이용되어 묘목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쉬나무의 우량한 

용기묘 생산을 위하여 적정 차광수준을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쉬나무 용기묘의 대량생산체계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수종

본 실험의 공시수종은 쉬나무(Tetradium daniellii (Benn.) 

T.G. Hartley)이며, 2017년도에 건국대학교 교내에서 열매를 

채집하여 2018년 4월 파종 전까지 건국대학교 산림복원학실

험실 내의 5℃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였다. 종자의 정선은 채집 

직후 열매를 통째로 펼쳐두고 자연 건조하였다. 건조된 열매

를 막대로 두드려 탈종한 후 눈 크기 1.0mm인 체(Model Sie 

200-018, Saehan Co., Seoul, Korea)로 쳐서 크고 작은 껍질

을 제거하였으며, 종자와 비슷한 크기의 껍질은 풍선법을 이

용하여 제거하였다. 공시수종의 종자 품질 기준은 Table 1과 

같다(Korea Forest Service, 2015). 

2. 공시재료 및 시설

2.1 공시용기

공시용기는 임업시설양묘용 플라스틱 15구 용기(SI 350, 

W44×D27×H14cm, Shinill Science Inc., Gyeonggi, Korea)

이며, 용적이 350ml/구이고 생육밀도는 1m2에 126본이다. 이 

용기는 활엽수 생산용기로써 세근 발달 촉진과 나선형 뿌리

(root spiralling)의 효율적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제작되

었다. 

2.2 인공토양

생육상토는 ‘종묘사업실시요령’(Korea Forest Service, 2015) 

에 기준하여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가 1:1:1(v:v:v)

로 혼합된 시중의 낙엽송 전용 산림양묘상토(Nongkyung Co., 

Jincheon, Korea)를 사용하였다.

2.3 차광시설

실험은 충청남도 부여군 영림농원에서 실시하였다. 차광

수준 조절은 대조구인 전광을 비롯하여 각각 전광의 35%, 

55%, 75%를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망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실

시하였다. 이 차광망은 우리나라 농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임업시설양묘에도 차광이 필요한 수종의 용기묘 생

산에 많이 쓰이고 있다(Kim 등, 2003; Song 등, 2011; Sung, 

2011).

3. 파종 및 생육환경 관리

3.1 파종

파종전에 발아를 촉진하기 위해 종자의 왁스층을 제거하고 

냉수에 48시간 침지 후 2018년 4월 14일에 파종하였다. 공시

수종의 종자 효율을 고려하여 각 구당 100% 이상의 효율이 발

현되도록 4립씩 파종하였다. 시험구마다 0.5mm 깊이의 구멍

을 내고 종자를 4립씩 넣은 후 흙을 덮어주었다. 파종 1주 후부

Table 1. Quality characteristics of Tetradium daniellii seed.

Purity (%) Germination rate (%) Utilization value (%) 1000 seeds weight (g) 1 liter weight (g) seed no./kg seed no./L

90 65 59 8.88 611 112,613 68,806



최규성 · 성환인 · 김종진 · 송기선

132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Vol. 29, No. 2, 2020 

터 발아가 시작되었으며, 5월 12일에 본잎이 1∼2장 나온 상

태의 건전한 유묘를 구당 1본씩 남도록 간인 및 보식하였다. 

3.2 관수

관수는 상토가 유실되거나 용기 내에서 종자가 이동하지 않

도록 파종 직후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관수하고 발아가 

완료되기 전까지 상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분무하였다. 본

잎이 나온 후부터는 수동분사기노즐(QG175FJ, Takagi Co., 

Ltd, Fukuoka, Japan)을 이용해 주 2∼3회 관수하였다. 한 달 

동안은 어린 유묘가 손상 위험이 있어 미스트 관수하였고, 그 

후 일반 관수하였다.

4. 차광처리

차광 실험은 영림농원에 있는 차광시설에서 플라스틱 15

구 용기에 파종하여 차광수준별로 각각 12개의 용기를 배치

하였다.

각 차광수준의 광 환경은 분광측정기(LI-1800, LI-COR, 

USA)로 측정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 오전 10시 평균 1459 

μmol‧m-2‧s-1을 기준으로, 35% 차광처리구는 884μmol‧m-2‧

s-1, 55% 차광처리구는 592μmol‧m-2‧s-1, 75% 차광처리구는 

353μmol‧m-2‧s-1의 평균 광도를 나타내었다. 차광시설 바닥에

는 펠릿형 플라스틱 용기받침대를 배치하였다.

 

5. 실험 조사

5.1 간장 및 근원경 조사

쉬나무는 처리구별로 생장이 활발한 시기인 8월에 1차 측정

을 실시하고 생장이 끝난 시기인 10월에 2차 측정을 실시하였

다. 간장과 근원경은 스틸테이프와 디지털 캘리퍼스를 이용

해 측정하였으며, 각 처리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개체를 제

외하고 전수 조사하였다.

5.2 뿌리 형태적 특성 조사

차광처리에 따른 용기내 뿌리발달 형태 분석은 8월과 10월

에 채집된 묘목을 대상으로 WinRHIZO 프로그램(WinRHIZO 

Reg 2008a, Regent Instrument Inc., Quebec, Canada)을 이

용하여 쉬나무의 뿌리 전체길이(total root length), 투영단면

적(total projected root area), 표면적(total root surface area), 

부피(total root volume), 평균 직경(average root diameter) 

등을 측정‧분석하였다.

5.3 건물생산량 및 묘목품질 조사

건물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간장과 근원경을 측정한 후 8

월에 각 처리구 당 5본, 10월에 각 처리구 당 6본씩을 무작위로 

채집하였다. 채집한 묘목은 Drying Oven(DS-80-1, Dasol 

Scientific, Gyeonggi, Korea)에서 75℃로 72시간 완전히 건

조 후 잎, 줄기, 뿌리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저울(HS220S, 

Hansung Instrument Co., Ltd, Seoul, Korea)로 계량하였다. 

측정된 간장, 근원경, 건물생산량을 활용하여 H/D율, T/R

율, 엽건중비(LWR, Leaf dry weight ratio), 줄기건중비

(SWR, shoot dry weight ratio), 뿌리건중비(RWR, root dry 

weight ratio), 묘목품질지수(QI, Quality Index; Dickson 등, 

1960)를 아래 식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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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ratio = Top (leaf+shoot) dry weight/Root dry weight

LWR (g‧g-1) = Leaf dry weight/Total dry weight

SWR (g‧g-1) = Shoot dry weight/Total dry weight

RWR (g‧g-1) = Root dry weight/Total dry weight

5.4 엽록소 함량 조사

차광처리에서 생육한 쉬나무 용기묘의 엽록소 함량과 광합

성 특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9월 1일에 SPAD

값을 엽록소함량 측정기(SPAD-502, Minolta,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묘목은 완전히 성숙하였으

며 더 이상 새로운 잎이 발생되지 않는 묘목을 사용하였다. 대

상 잎은 각 개체의 선단부에서 2∼3번째 잎을 측정하였다. 

5.5 광합성 반응 조사

차광처리에 따른 묘목의 광합성 특성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휴대용 광합성측

정기(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 Li-6400, 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광합성 반응 측정을 실시하였다. 육안으로 처

리구별 평균 생육상태의 묘목을 7본씩 선별한 후 완전히 발달하

고 건전한 상태의 상단 3번째 잎을 대상으로 한 개체 당 10초 간

격, 4반복하여 광합성속도, 기공전도도, 엽육 내 CO2 농도, 증산

Quality Index = 

(QI)

Total dry weight

Height

(H/D) +

Top dry 
weight

(T/R)
Root collar 
diameter

Root dr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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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수분이용효율을 측정하였다. 광도는 red- blue LED light 

source(Li-6400-02B, LI-COR Inc., USA)를 이용해 PPFD 

1,000μmol‧m-2‧s-1로 조절하였고, 광합성측정기의 leaf chamber

에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500μmol‧s-1, Chamber온도는 2

5℃, CO2 농도는 400μmol‧mol-1, 상대습도는 45∼55%로 설

정하였다. 수분이용효율(WUE, Water use efficiency)은 PPFD 

1,000μmol‧m-2‧s-1 기준에서의 광합성속도(Pn)/증산량(Tr)으

로 계산하였다(Wang, 2001; Lim 등, 2006). 

6. 통계 처리

실험결과, 측정한 값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Version 24(IBM, USA)을 이용해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으며, 처리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ukey’s HSD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장 특성

1.1 간장 생장, 근원경 생장 및 H/D율

차광 종류에 따른 쉬나무 용기묘의 간장과 근원경 생장을 조

사한 결과 1차 측정의 경우 간장은 전광에서 18.9cm로 가장 

높았고, 근원경은 전광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3.26mm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차 측정의 경우에도 간장과 근원경 생

장이 전광에서 각각 20.6cm, 3.8mm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1차와 2차 측정 모두 차광수준이 강해질수록 생장이 적어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장 생장이 저조했던 75% 차광에서

는 간장과 근원경이 각각 1차 측정시 17.2cm와 2.26mm, 2차 

측정 시 17.6cm와 3.19mm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차광처리에 따른 묘목의 생장량 증가는 편백 

용기묘를 대상으로 차광처리에 따른 생장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광에서 묘목의 생장량이 가장 높고, 차광수준이 높아질수

록 묘목의 간장과 근원경의 생장이 저조하였다는 보고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Kang, 2016).

차광수준에 따른 H/D율은 1차 측정시에는 75% 차광에서 

7.6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55% 차광은 7.3, 35% 차광

은 6.4, 전광은 5.8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차광에서는 광

량의 감소로 인해 뿌리발달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차 측정 시에는 전체적으로 H/D율이 5.4∼5.7의 범위로 감

소하였으며,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1.2 뿌리 생장

차광수준에 따른 쉬나무 묘목의 뿌리 영상은 묘목채집 시기

별로 각각 Fig. 1과 같다. 이 영상을 통해 용기의 형태적 특징

이 묘목의 뿌리 형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시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1차 측정에서 채집한 묘목의 뿌리 영상은 생장이 활발한 시

기이지만 뿌리의 발달은 미약하여 영상만으로 용기의 형태를 

유추하기 어렵다. 전광에서 뿌리 생육이 가장 좋아 굵은 측근 

여러 가닥이 용기 하부까지 발달해있는 반면 55% 차광의 경

우 빈약한 뿌리가 지면 부근에만 뻗어있고, 75% 차광의 경우

는 포트 상층부까지만 뿌리가 발달되어 있다. 이는 차광수준

에 따른 광량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Table 2. Plant height, root collar diameter and H/D0 ratio of T. daniellii seedlings in container by shading treatments. 

Sampling Shading rate (%) Height (cm) Root-collar diameter (mm) H/D0 ratio

Primary measurement

0  18.9 ± 2.1z A 3.26 ± 0.27 A 5.8 ± 0.6 C

35  18.5 ± 1.9 A 2.93 ± 0.27 A   6.4 ± 1.0 BC

55  18.0 ± 1.7 A 2.48 ± 0.25 B   7.3 ± 0.3 AB

75  17.2 ± 2.5 A 2.26 ± 0.31 B 7.6 ± 0.8 A

Secondary measurement

0
20.6 ± 1.8 a

(8.8%)y

3.84 ± 0.27 a

(18.0%)

5.4 ± 0.5 a

(-7.6%)

35
20.0 ± 2.6 a

(8.0%)

3.47 ± 0.19 b

(18.5%)

5.7 ± 0.6 a

(-10.8%)

55
18.4 ± 1.9 a

(2.3%)

 3.25 ± 0.20 bc

(31.2%)

5.7 ± 0.6 a

(-22.0%)

75
17.6 ± 2.2 a

(2.4%)

3.19 ± 0.12 c

(40.8%)

5.7 ± 0.8 a

(-26.0%)
zMean ± SD (n=6). Different capital (primary measurement) and small (secondary measurement) letters i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HSD test (p ≤ 0.05). 
yGrowth rate of the secondary measurement relative to the primar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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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측정에서 채집한 묘목의 뿌리 영상은 1차 측정에 비해 

뿌리가 왕성하게 발달하여 전광과 35% 차광처리구 에서는 용

기묘의 형태를 갖추었다. 뿌리가 가장 잘 발달된 용기는 1차 

측정과 동일하게 전광처리구였으며, 차광수준이 높아질수록 

뿌리발달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 내에서 생육하는 뿌리의 체계를 묘사하거나 비교할 때

에는 뿌리길이와 직경급별 뿌리분포 비율이 매우 중요한 형질

로 고려된다(Bouma 등, 2000). 이에 따라 뿌리는 Winrhizo 

프로그램(Wang과 Zhang, 2009)을 활용하여 차광수준에 따

른 쉬나무 용기묘 뿌리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쉬나

무 묘목의 채집 시기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차 측정의 경우 전체뿌리길이는 2418.3cm, 투영단면적은 

103.9cm2, 뿌리표면적은 326.3cm2, 뿌리평균직경은 0.44mm, 

뿌리부피는 3.53cm3로 모두 전광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

데, 특히 전체뿌리길이, 투영단면적, 뿌리표면적, 뿌리부피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전체뿌리

길이, 투영단면적, 뿌리표면적, 뿌리평균직경, 뿌리부피 모두 

35%, 55%, 75%차광 순으로 값이 낮아져 차광률이 높아질수

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차 측정의 경우 전체뿌리길이는 4053.5cm, 투영단면적은 

145.8cm2, 뿌리표면적은 458.2cm2, 뿌리평균직경은 0.36mm, 

뿌리부피는 4.13cm3로 모두 전광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전체뿌리길이, 투영단면적, 뿌리표면적, 뿌리평균

직경, 뿌리부피 모두 35%, 55%, 75%차광 순으로 값이 낮아

져 1차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측정의 전광처리구는 전체뿌리길이, 투영단면적, 

뿌리표면적, 뿌리부피가 차광처리구보다 각각 1.61∼6.38배, 

1.67∼7.22배, 1.67∼7.19배, 1.75∼8.21배 높았고 2차 측정

의 전광처리구는 차광처리구보다 각각 1.32∼3.68배, 1.37∼

3.91배, 1.37∼3.91배, 1.42∼4.17배 높게 조사되었다. 뿌리

평균직경의 경우 1차 측정에서는 0.38∼0.44mm, 2차 측정에

서는 0.32∼0.36mm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차 측정에서 세

근이 발달하여 전체뿌리길이가 현저하게 길어진 것과 부합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광처리에 의한 쉬나무 용기묘의 전체뿌리길이, 투영단면

적, 뿌리표면적 및 뿌리부피의 증가는 차광처리에 의해 도출

0% 35% 55% 75%

0% 35% 55% 75%

Fig. 1. Effects of shading rate on root images (20 × 25cm) of T. daniellii seedling sampled on (top) August 23, 2018, (down) October 23, 2018.



차광처리에 따른 쉬나무 용기묘의 생장 및 생리적 특성 변화

시설원예·식물공장, 제29권 제2호 2020년 135

된 지하부의 생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건

강하고 활발한 뿌리생장은 물과 양분의 흡수 능력을 발달시켜 

지상부 생장 증가와 묘목의 전체 건물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

게 되는데, 이러한 건강한 뿌리는 결국 묘목품질 평가의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Fox 등, 1990). 따라서 본 뿌리 형태 특성 분

석으로 고려하면 전광처리가 가장 효과적인 적용 방안으로 사

료된다. 

2. 건물생산량 및 T/R율

차광수준에 따른 부위별 및 전체 묘목의 건물생산량을 측정

한 결과, 1차 측정과 2차 측정 모두 전광에서 모든 부위 및 전체 

건물생산량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차광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생산량도 함께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위

와 전체 건물생산량이 가장 낮은 것은 75% 차광으로 나타났

다(Table 4). 

Cho 등(2008)은 층층나무, 고로쇠나무, 개벚나무, 박달나

무, 물푸레나무를 대상으로 차광실험을 실시한 결과, 층층나

무, 개벚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의 경우 차광수준이 높을

수록 부위별 및 묘목의 건물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고로쇠

나무는 차광에서 건물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여 식물

에 따라 최적 생육환경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차광수준에 따른 T/R율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측정과 2차 

측정에서 75% 차광이 7.70과 2.81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

며, 가장 낮은 값은 전광으로 1차 측정시 2.08, 2차 1.35로 조

사되었다. 전체적으로 1차 측정보다 2차 측정에서 T/R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의 쉬나무는 차광수준이 증가할수록 T/R율이 높아

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작나무, 박달나무, 느티나무 

등을 대상으로 한 차광실험에서도 차광수준이 증가할수록 

T/R율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경향과 유사한 결과로 조사

되었다(Choi 등, 2002).

3. 부위별 건중비 및 묘목품질지수

본 실험에서는 앞서 조사한 각 기관별 건중량을 활용하여 차

광수준에 따른 각 기관의 건중비를 구하였다. LWR은 1차 및 

2차 측정 모두 75% 차광에서 각각 0.59, 0.48로 가장 높았다. 

SWR도 LWR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RWR의 경우

는 전광에서 1차 및 2차 모두 0.33, 0.43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다. 결과적으로 2차 측정에서는 1차 측정에 비해 LWR과 

SWR은 감소하였고, RWR은 증가하였다(Table 5). 

일반적으로 차광수준이 높아질수록 LWR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선행연구로 보고되었다(Choi 등, 2002; Cornelissen 

등, 1996; Walters 등, 1993). 또한, Cho 등(2008)은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개벚나무, 고로쇠나무, 박달나무 등 활엽수 5수

종을 대상으로 차광수준을 달리한 실험결과 박달나무의 경우 

차광수준이 높아질수록 LWR이 낮아졌으며, 고로쇠나무의 

LWR은 고차광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의 쉬나무도 고로쇠나무와 같이 가장 고

차광인 75% 차광수준에서 LWR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3. Effects of shading rate on root morphological traits of T. daniellii container seedlings.

Sampling
Shading rate

(%)

Total root length

(cm)

Root projet area 

(cm2)

Root surface area 

(cm2)

Root diameter

(mm)

Root volume

(cm3)

Primary 

measurement

0   2418.3 ± 100.1z A  103.9 ± 6.3 A   326.3 ± 19.8 A  0.44 ± 0.03 A 3.53 ± 0.37 A

35  1506.2 ± 161.4 B   62.1 ± 7.6 B   194.9 ± 23.8 B  0.42 ± 0.02 A 2.02 ± 0.30 B

55 1172.0 ± 57.4 C   46.7 ± 5.5 C   146.8 ± 17.4 C  0.40 ± 0.03 A 1.47 ± 0.28 B

75  377.5 ± 65.9 D   14.4 ± 2.3 D   45.4 ± 7.3 D  0.38 ± 0.02 A 0.43 ± 0.07 C

Secondary 

measurement

0
4053.5 ± 148.6 a

(67.6%)y

145.8 ± 9.0 a

(40.4%)

 458.2 ± 28.4 a

(40.4%)

0.36 ± 0.01 a

(-17.6%)

4.13 ± 0.38 a

(17.2%)

35
3064.5 ± 282.4 b

(103.5%)

106.2 ± 8.1 b

(71.2%)

 333.7 ± 25.4 b

(71.2%)

0.35 ± 0.01 a

(-14.8%)

2.91 ± 0.19 b

(44.2%)

55
2333.2 ± 165.5 c

(99.1%)

 79.6 ± 5.9 c

(70.2%)

 249.9 ± 18.4 c

(70.2%)

0.34 ± 0.01 a

(-15.3%)

2.15 ± 0.23 c

(45.7%)

75
1102.7 ± 144.0 d

(192.1%)

 37.3 ± 4.6 d

(158.4%)

 117.2 ± 14.5 d

(158.4%)

0.34 ± 0.01 a

(-11.1%)

0.99 ± 0.12 d

(128.4%)

zMean ± SD (n=6). Different capital (primary measurement) and small (secondary measurement) letters i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HSD test (p ≤ 0.05).
yGrowth rate of the secondary measurement relative to the primar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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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수준에 따른 QI는 전광 2차 측정에서 0.9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75%차광에서 1차 측정한 결과 0.06으로 가장 낮

게 조사되었다. 차광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QI는 낮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Table 5). 

가시나무 용기묘를 대상으로 차광수준을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QI가 가장 큰 처리구는 35% 차광수준에서 0.45로 보고하

였다(Sung, 2011). 한편, Song(2013)은 굴거리나무 용기묘를 

실험한 결과 전광에서 0.56으로 QI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4. 엽록소 함량

엽록소는 녹색식물의 잎속에 들어있는 화합물로 태양에너

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식물생장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생산한다. 잎의 엽록소 함량은 묘목의 생리적 상태, 식물체에 흡

수된 질소량, 광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Diekmann

과 Fischbeck, 2005; Kwon 등, 1996).

SPAD를 이용하여 엽록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75% 차광

수준에서 31.03으로 가장 높았으며, 본 실험에서 차광수준을 

Table 4. Dry weight (leaves, stem, root and total) and T/R ratio of T. daniellii seedlings in container by various shading rate.

Sampling Shading rate (%)
Dry weights (g) T/R

ratioLeaves Shoot Root Total

Primary 

measurement

0  1.89 ± 0.09z A 0.94 ± 0.05 A 1.38 ± 0.21 A 4.21 ± 0.22 A 2.08 ± 0.37 C

35   1.62 ± 0.18 AB  0.81 ± 0.04 AB 0.82 ± 0.04 B 3.24 ± 0.29 B   2.95 ± 0.27 BC

55  1.30 ± 0.18 B 0.65 ± 0.09 B 0.59 ± 0.06 B 2.55 ± 0.32 C 3.31 ± 0.22 B

75  0.56 ± 0.15 C 0.28 ± 0.07 C 0.11 ± 0.03 C 0.95 ± 0.25 D 7.70 ± 0.50 A

Secondary 

measurement

0
2.53 ± 0.17 a

 (34.2%)y

1.27 ± 0.09 a

(34.2%)

2.82 ± 0.32 a

(103.6%)

6.61 ± 0.57 a

(57.0%)

1.35 ± 0.09 b

(-35.0%)

35
1.91 ± 0.03 b

(17.3%)

0.95 ± 0.01 b

(17.3%)

1.80 ± 0.14 b

(119.5%)

4.64 ± 0.12 b

(43.1%)

1.59 ± 0.14 b

(-46.3%)

55
1.41 ± 0.03 c

(8.1%)

0.78 ± 0.01 c

(18.8%)

1.18 ± 0.12 c

(100.0%)

3.37 ± 0.15 c

(32.1%)

1.86 ± 0.16 b

(-43.7%)

75
0.86 ± 0.07 d

(53.6%)

0.45 ± 0.06 d

(59.5%)

0.47 ± 0.03 d

(324.2%)

1.77 ± 0.13 d

(86.7%)

2.81 ± 0.38 a

(-63.5%)

zMean ± SD (n=6). Different capital (primary measurement) and small (secondary measurement) letters i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HSD test (p ≤ 0.05).
yGrowth rate of the secondary measurement relative to the primary measurement.

Table 5. Effects of shading rate on LWR, SWR and RWR of T. daniellii container seedlings.

Sampling Shading rate (%) LWR SWR RWR QI

Primary measurement

0  0.45 ± 0.02z C 0.22 ± 0.01 C 0.33 ± 0.04 A 0.54 ± 0.05 A

35 0.50 ± 0.01 B 0.25 ± 0.01 B 0.25 ± 0.02 B 0.35 ± 0.02 B

55 0.51 ± 0.01 B 0.26 ± 0.01 B 0.23 ± 0.01 B 0.24 ± 0.03 C

75 0.59 ± 0.01 A 0.29 ± 0.01 A 0.12 ± 0.01 C 0.06 ± 0.02 D

Secondary 

measurement

0
0.38 ± 0.01 c

(-14.5%)y

0.19 ± 0.01 b

(-14.5%)

0.43 ± 0.02 a

(29.8%)

0.98 ± 0.09 a

(44.9%)

35
 0.41 ± 0.01 bc

(-17.9%)

0.20 ± 0.01 b

(-17.9%)

0.39 ± 0.02 ab

(52.7%)

0.64 ± 0.03 b

(45.3%)

55
0.42 ± 0.01 b

(-18.1%)

0.23 ± 0.01 a

(-9.9%)

0.35 ± 0.02 b

(50.6%)

0.42 ± 0.03 c

(42.9%)

75
0.48 ± 0.01 a

(-17.8%)

0.25 ± 0.02 a

(-14.8%)

0.26 ± 0.03 c

(129.1%)

0.21 ± 0.01 d

(71.4%)

zMean ± SD (n=6). Different capital (primary measurement) and small (secondary measurement) letters i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HSD test (p ≤ 0.05).
yGrowth rate of the secondary measurement relative to the primar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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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생육된 쉬나무의 경우 차광률이 올라갈수록 높은 엽록

소 함량을 보였다(Fig. 2).

이러한 결과는 75% 차광의 높은 차광수준으로 인해 식물에 

유입되는 광량이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식물이 광합성 효율

을 증대시키기 위한 생리적 반응으로 사료되며, 병풍쌈, 산마

늘, 곰취, 곤달비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vans, 1994; Fitter와 Hay, 1987; Hansen 등, 2002; Kwon 

등, 2009; Lee 등, 2012; Viji 등, 1997). 

한편, 상록활엽수 4수종(홍가시나무, 금목서, 까마귀쪽나

무 및 돈나무)의 전광, 35%, 55%, 75%, 95% 차광수준에 대

한 엽록소 함량에 대한 연구결과, 홍가시나무와 금목서는 

95% 차광에서 가장 낮은 엽록소 함량이 조사되었지만, 까마

귀쪽나무와 돈나무는 전광에서 가장 낮은 함량으로 조사되고 

차광이 높아질수록 엽록소 함량이 높아졌다. 이러한 차이는 

광환경에 대한 반응이 수종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Choi 등, 2012). 

또한, 부족한 광조건에 처한 식물은 광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엽록소 함량 증가뿐만 아니라 잎의 크기 확장, 광 포화

점 감소, 책상조직과 큐티클 층의 감소와 같은 특징도 나타난

다(Weaver와 Clements, 1938). 

5. 광합성 반응

각 차광처리 수준에 따른 광합성속도, 기공전도도, 엽육 내 

CO2 농도 및 증산률, 수분이용효율을 조사한 결과, 광합성속

도, 수분이용효율은 전광에서 각각 8.48μmolCO2‧m
-2s-1, 1.40 

μmolCO2‧mmolm-1H2O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5% 차광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다른 광합성 특성은 차

광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

본 실험에서 각 차광처리 내 간장 및 근원경 생장은 차광수

준이 높아질수록 낮게 조사되었으며, 건물생산량의 경우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전광에서 광합성능력이 높기 때

문에 식물의 생장 또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QI

Fig. 2. Effects of shading rate on SPAD of Tetradium daniellii container seedlings sampled on September 1, 2018. Different letters above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HSD test (p ≤ 0.05). Bars indicate SD. 

Table 6. Effects of shading rate on photosynthetic response and water use efficiency of T. daniellii container seedlings. 

Shading 

rate (%)

Photosynthetic rate 

(μmolCO2·m
-2s-1)

Conductance to H2O 

(molH2O·m-2s-1)

Intercellular CO2 Concentration 

(μmolCO2·mol-1)

Transpiration rate 

(mmolH2O·m-2s-1)

Water use efficiency

(μmolCO2·mmolm-1H2O)

0 8.48 ± 0.98z a 0.41 ± 0.08 a 352.3 ± 9.6 a 6.19 ± 0.78 a 1.40 ± 0.28 a

35 6.36 ± 0.79 b 0.41 ± 0.12 a  359.5 ± 10.8 a 6.11 ± 1.21 a  1.08 ± 0.28 ab

55 5.30 ± 0.54 c 0.41 ± 0.18 a  363.4 ± 14.0 a 5.72 ± 1.05 a  0.97 ± 0.27 bc

75 4.48 ± 0.90 c 0.31 ± 0.09 a  357.6 ± 13.9 a 6.34 ± 0.44 a 0.70 ± 0.11 c

zMean ± SD (n=10) and measured on September 1, 2018. Different letters above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HSD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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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광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식물의 수종에 따라 광조건이 변화하면서 광합성

속도와 이와 관련된 엽록소 함량도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hoi 등, 1998; Kim 등, 2001; Yoo와 Kim, 1997). 또한 광합

성속도는 기공 개폐와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광합성속도와 

기공전도도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Faria 등, 1996; Lim 등, 

2006). 75% 차광과 같은 강한 차광 조건 역시 본 실험에서 낮

은 기공전도도를 보였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전광 더 낮은 광

합성속도를 보였다. 

한편 내음성이 서로 다른 자작나무, 개벚나무, 함박꽃나무

를 대상으로 차광수준을 달리하여 광합성속도를 조사한 결과, 

자작나무는 전광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개벚나무는 

고차광(전광의 9∼16%)을 제외하고는 비슷했고, 함박꽃나

무는 전광의 35∼42%에서 광합성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10).

적  요

본 연구는 대체에너지, 생태복원 및 밀원식물용 등으로 이

용되어 묘목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쉬나무의 우량한 용기묘 

생산을 위한 적정 차광수준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공시

용기는 임업시설양묘용 플라스틱 용기(350ml/구)를 사용하

였다. 차광수준은 전광과 전광의 35%, 55%, 75%로 처리하였

다. 실험결과, 간장과 근원경 생장은 전광에서 현저히 높은 값

을 보였으며, 차광수준이 강해질수록 낮은 생장값으로 조사

되었다. 묘목의 뿌리형태특성을 측정한 결과 전광에서 뿌리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조사되었다. 건물생산량도 전광에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간장 및 근원경 생장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묘목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인 QI 

(Quality Index)도 차광실험의 경우 전광에서 0.98로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 묘목의 엽록소 함량은 상대적으로 차광수준

이 가장 높은 75% 차광처리에서 가장 높은 엽록소 함량을 보

였으며, 광합성속도 및 수분이용효율은 전광에서 각각 8.48μ

molCO2‧m
-2s-1, 1.40μmolCO2‧mmolm-1H2O 가장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쉬나무 용기묘의 우량

한 묘목생산을 위한 적정 차광수준은 전광(0%)으로 판단되

며, 쉬나무 용기묘의 대량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추가 주제어 : 건중량, 묘목품질지수, 생장반응, 시설양묘, 차

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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