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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몽골 룬솜(Lun soum)지역의 사막화 방지 조림지 중
2008년에 식재된 시베리아 사시나무(Populus sibirica)와 비술나무
(Ulmus pumila)의 임분을 대상으로 2L, 4L 관수 처리구와 관수 중
단 처리구에서 나타나는 잎의 형태적, 생리적 특성과 내재 물 이용
효율(Intrinsic water use efficiency, WUEi)을 비교하여 사막화방지
조림지의 관수강도가 수목의 생장과 수분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수
종별 비교·분석하고 건조지 조림에 보다 낳은 수종과 적절한 관수
강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잎의 형태적 특징에 있어서는 시베리아 사시나무가 비술나무에 비
하여 잎의 크기와 엽면적비(Specific Leaf Area)가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고(p<0.001), 또한 관수처리 유무에 따른 잎의 크기는
두 수종 다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min p>0.05) 엽면적
비는 비술나무에서 관수처리로 인한 증가가 나타났다(p<0.001). 광
합성 특성인 최대 광합성 속도(Amax), 최대 카르복실화 속도(VCmax),
최대 전자전달율(Jmax)의 단위 면적당 수종간의 차이는 없었다(min

p=0.357). 더욱이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모두 VCmax와
Jmax는 Jmax= 0.578 × 𝑉𝑉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 + 88.502 (r2=0.58, p<0.001)의 다른 연

구자들에 비해 기울기가 낮은 선형관계를 나타냈고 수종간 차이는
없었다(p=0.195). WUEi는 8월에는 비술나무가 시베리아 사시나무
에 비해 높았으나(p<0.01), 9월에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p=0.167). 사막화 방지 조림지에 식재된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형태적 생리적 특성 비교는 비술나무가 작은 잎과 낮은
엽면적비, 그리고 높은 WUEi를 보여 비술나무가 시베리아 사시나
무에 비해 건조환경에 더욱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수
가 중단될 경우 비술나무가 시베리아 사시나무에 비해 더욱 잘 건
조환경에 적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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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사막화(desertification)는 지구온난화, 종 다양성 감소와 더불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사막화란

인간활동과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성된 건조
또는 반건조, 더 나아가 반건조 습윤지역(Dry sub-humid areas)
에서의

토지

황폐화와

건조지(drylands)는

이의

전

확장을

세계

뜻

한다(UNEP

지표면적

중

1990).

약

40%에

해당하고(Assessment, 2005), 아시아대륙은 가장 넓은 면적인 약
14억 ha가 사막 및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막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UNEP 1997, 2005). 사막화의 진행은 식생파괴, 토양침식,
토양 열악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 특히 아시아의 황사현상(ADS, Asian Dust
Storms)은 중국의 서쪽 타클라마칸 사막(Taklamakan deserts),
중국과 몽골에 걸친 고비 사막(Gobi deserts)에서 발생하며 멀리는
미대륙까지

이동하는

세계

먼지(global

dust)의

주요

발생지로(Tanaka and Chiba, 2006)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기의

질과

공중보건(public

health)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문제 중 하나이다(Chen and Yang, 2005;
Guo et al., 2004; Kwon, 2012). 따라서 중국과 몽골은 사막화
지역과 황사 발원지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g., Ci and Yang, 2010; Heshmati and Squires; Jiang et al., 2006;
Wang et al., 2004; Zha and Gao, 1997; Zhao et al., 2007).
조림(afforestation)은

사막화

방지와

황사예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생태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s)이 결여된 조림은
1

환경의 질 저하(environmental degradation), 생태계 악화(ecosystems

deteriorating),

풍식작용(wind

erosion)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e.g., Cao et al., 2007; Cao et al., 2009; Cao,
2008), 특히 대규모 조림사업은 관수시스템의 고장과 같은 관리적
문제가 발생 시 많은 수목의 고사가 나타날 수 있다(World bank
2006). 사막화 방지 조림지는 수목이 지속적으로 살기에 부족한
강수량을 가진 곳으로 수분 부족은 조림목의 깊은 뿌리 발달을
야기시키고 이를 통한 수분흡수는 지하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자생수종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조림목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관수는 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염류화작용(salinization), 지하수 고갈의 주요
원인이 기도 하다 (e.g., Cao et al., 2009; Chang et al., 2006;
Knight et al., 2002; Liu et al., 2008; Liu et al., 2007; Normile,
2007).
특히,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고원지역으로 높은 고도의 지리적
특성과 대륙성 기후, 낮은 강수량, 연중 큰 기온 차 등의 특징을
가진 곳으로 식물의 생장기간이 짧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다.
몽골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사막화 방지 조림수종은 시베리아
사시나무(Populus sibirica), 라오르 사시나무(Populus laurifolia
Lab.),

트레무라

사시나무(Populus

tremula

Michx.),

토래

사시나무(Populus diversifolia), 비술나무(Ulmus pumila L.), 몽골
복사나무(Armeniaca sibirica), 좀골담초(Caragana microphylla
Lam.),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위성류(Tamarix

ramosissima Ledeb.), 갈매보리수(Hippophae rhamnoides L.)
등이

있다(김종관

사시나무류(Populus

2014).

spp.)는

유년기(juvenile period) 동안 높은 생산성, 움싹갱신(re-sprouting)
능력,

영양번식(vegetative

propagation)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Dillen et al., 2011), 수변 지역의 기원(riparian origin)과
개척 종의 역할(pioneering behavior), 빠른 생장은 상대적으로
2

높은 수분이용을 필요로 한다(Hall 1998, Allen 1999). 반면
비술나무는

몽골의

산림스텝(forest

steppe)부터

남쪽

고비

사막까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수종으로(Hilbig, 1995),
일반적으로

일광노출(sun-exposed)

경사면에서는

1~5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계곡에서 자라는 경우는 200년 이상,
수고가 20m까지도 자란다(Dulamsuren et al., 2009b). 특히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조림수종으로

비술나무는

시베리아

몽골에서

사시나무는

많이

1940년도부터

혼효되는
러시아에서

도입된 녹화수종이고, 많은 식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비술나무의 경우 몽골 산림스텝에서 진행된
몇몇 연구 (e.g., Dulamsuren et al., 2009a; Dulamsuren et al.,
2009b)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림지에

횬효된

두

수종이

조림지의 기후와 환경에 따른 형태적, 생리적 반응과 수분이용의
특징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지의 다양한 관수환경에서
수목의 생리 생태적 반응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표
조림 수종인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수목의 형태적 특성으로 건조스트레스와 에너지수지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잎의 크기와 엽면적비(the ratio of leaf area to mass,
SLA)를 비교하였고, 생리적 특성으로 Farquhar et al. (1980)의
생화학 광합성모델(biochemical photosynthesis model)의 중요
변수(key

parameter)인

최대

카르복실

반응속도(Maximum

carboxylation velocity, VCmax), 최대 전자전달 율(Maximum rate
of electron transport, Jmax)의 차이와 최대 광합성율(maximum
photosynthetic rate, Amax)을 비교하였다(Farquhar et al., 1980).
또한, 물 사용의 지표인 내재 물 이용 효율(Intrinsic Water Use
Efficiency,

WUEi)은

discrimination)과

잎

탄소
가스

동위원소
교환

식별(carbon

특징을

이용하여

isotope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WUEi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3

실험목적은

관수처리(2L/h,

4L/h)와

관수

중단

시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에 나타나는 잎의 형태적 변화와 생리적 반응,
WUEi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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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사막화 방지 조림지와 조림 수종 연구
사막과 사막화 진행지역은 주로 건조 또는 반 건조, 반 건조
습윤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건조(Arid), 반 건조(Semi-arid), 건조
아 습윤지역(Dry sub-humid areas)이란 연 강수량과 잠재 증
발산 비가(Potential evapotranspiration, PET; precipitation, P,
P:PET ratio) 0.05~0.65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특히 중국은 전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로 광범위하게 분포 하고
있고 몽골의 경우 북쪽 산림지대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걸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국과 몽골에서
대규모의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Fig. 2-1. Map of desertification distribution in Mongolia (A. Khaulenbek,
2007).

사막화가 진행중인 건조지 조림에 있어서 중용한 것은 건조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수종의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990년도 후반부터 중국을 비롯한 내 몽골지역에
산림복원과 황사 예방 조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iang
5

et al., 2006; Zha and Gao, 1997; Zhao et al., 2007). 또한 조림지에
관목을 심었을 경우(Su et al., 2005; Su and Zhao, 2003; Zhang et
al., 2006; Zhao et al., 2007)와 교목을 심는 경우(Li et al., 2003)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있다. 한편, 몽골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막화
방지 조림지에 생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에 대한 조림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한-몽

그린벨트사업의

조림지에서

이루어진

수종

선발과 식재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Ulzijargal, 2011],
조림수종의 생리적 반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장기적 조림의 결과들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과는 속성수 위주의 조림지는 낮은 수분이용효율 때문에
건조지의 지하수위를 낮추고 자생수종의 생존을 위협하고(Chang et
al., 2006; Chazdon, 2008), 환경의 질 저하와 생태계 악화,
풍식작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었다(Cao et al., 2007; Cao
et al., 2009; Cao, 2008).
하지만, 중국보다 높은 위도에 자리하는 몽골의 지리적 특성상
낮은 온도와 짧은 생장기간에 대한 수목의 생장 특성은 중국의
건조지역의 조림목에 비교해 상이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조림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은 토양 개량에 따른
초기 활착과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는(정예지 2014) 보고가 있었고
생태적∙생리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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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 1 연구 대상지와 환경조건

Fig. 3-1. The location of Lun soum plantation in Mongolia and its scenery.

연구대상지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Ulaanbaatar)에서 서쪽
으로 130km 떨어진 투브 아이막(Tov aimag) 룬 솜(Lun soum)
지역의 한-몽그린벨트 조림지이다(Fig. 3-1.). 지리적 위치는 북위
47°85′ 28.1″, 동경105°14′ 50.4″으로 해발 고도는 약 1500 m
이다.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은 -1.5 ℃ (최저, 최고 -34 ℃ ~

32 ℃)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250 ㎜로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반 건조지역(Semi-arid)이다. 주된 풍향은 북서 또는 서북서
향으로 여름에는 건조하고 선선하며, 겨울은 아주 추운 지역이다.
토양은 초원토양(Steppe soils)으로 토양형은 진한 카스타노젠
(Dark Kastanozen)에 해당되며, 퇴적층으로 층위발달이 없는 미숙
토양에 해당하고 토심이 1 m 이상으로 매우 깊으며 표토와 심토가
거의 유사하다. 토양견밀도(soil consitence)는 표토는 4.5 g cm-3,
심토는 1.7 g cm-3으로 표토가 심토에 비해 건조하기 때문이다. 인
근지역(북위47°51′ 26″, 동경105°09′ 58″)의 2008년도 토양의
입도분포는 모래(sand) 함량 76.0%, 미사(Silt) 함량 17.2%, 점도
(Clay)

함량

6.8%으로

나타났고,

토양

유기물함량(Organic

content)은 2.8%로 나타났다. 양이온교환능력(CEC)은 2.9 C mol
7

kg-1이었고 토양 이온성분 농도는 SO42- 3.5%, NO3- 0.9%, Cl120.8%, NH4+ Not detected(ND), Na+ 83.0%, K+ 8.8%, Ca2+
40.0%, Mg2+ 4.6%로 나타났다(김덕래 et al., 2010).
주로 좀골담초(Caragana microphylla Lam.)와 좁은잎골담초
(Caragana stenophylla)의 목본류, 초본류는 벼과식물인 Stipa

krylovii Roshev., Stipa grandis P. A. Smirn., Cleistogenes
squarrosa (Trin.) Keng, Festuca lenensis Drobow.와 토랭이피
(Koeleria cristata (Ledeb.) Schult.)가 있으며 석죽과로 Arenaria

capillaris Poir., 국화과 쑥류로 Artemisia frigida Willd. 와 비쑥
(Artemisia scoparia Waldst. & Kit.)등 벼과식물과 쑥 종류가 주종
을 이루고 있다[몽골 그린벨트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2006].

3. 2 매목조사 및 입지조사
조림지는 50 ha(1000 m * 500 m) 규모로 이중 식재지는 20.88
ha이고

빈

공간은

농사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Fig. 3-2.).

Fig. 3-2. Plantation design.

조림은 러시아 도입 수종인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3년생
8

치수를

식재열

간격(distance

between

rows)은 4

m,

식재

간격(planting-distance between trees)은 2 m로 2008년에 총
27,348

본의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를

식재열

마다

교차시켜 혼효했다. 이중 실험구 설정은 0.25 ha (50 m * 50 m)로
관수 처리구와 관수중단 처리구 2개를 설치하였다. 관수는 2014년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5월

16일부터

관수를

시작하여 약 6일에 1번 정도 시간당 2 Liter 와 4 Liter가 나오는
점적

관수기를

통하여

회당

6

시간씩,

총

30

회의

관수가

진행되었고 관수는 9월 28일 중지 하였다. 관수처리 유무에 따른
수목의 반응을 보기 위해 관수가 진행되고 있는 나무에 대하여
시베리아

사시나무

2L

관수

수목은

2

본을

그리고

나머지

수목들(시베리아 사시나무 4L, 비술나무 2L, 4L)은 각각 6 본씩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관수를 중단하였다(18 회의 차이). 몽골의
봄철 가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수 중단은 7월부터 이루어
졌다. 관수 중단 처리 이전의 관수량에 따라 관수 중단 처리구도
2L 관수 중단 처리구와 4L 관수 중단 처리구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 하였다. 처리구별 모든 관측 수목을 대상으로 근원직경은
토양으로부터 높이 5 cm에서 버니어켈리퍼(Absolute Digimatic
Caliper, Mitutoyo, Kanagawa, Japan)를 사용하여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2회

반복

측정하였고,

수고(m)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월 8일에 측정된 실험구 내의 모든 수목의 평균
수고와 근원직경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경우 4.58 ± 0.20 m,
75.88 ± 3.37 mm 이었고, 비술나무는 2.86 ± 0.16 m, 51.27 ±
2.97 mm 이었다. 각 처리구별 수고와 근원직경은 Table 3-1.과
같았다.

사시나무의

경우

관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고와

근원직경이 증가하였지만 비술나무의 경우 관수량이 적은 수목의
수고와

근원직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수중단

처리구의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평균 수고와 근원직경은 2L 중단 수목의 경우
4.02 ± 0.26 m, 56.04 ± 0.84 mm이었고, 4L 중단 수목은 4.60
9

± 0.26 m와 75.76 ± 2.95 mm이었다. 비술나무의 경우 2L 중단
수목은 3.19 ± 0.12 m, 56.27 ± 3.73 mm 이었고, 4L 중단
수목은 2.49 ± 0.17 m와 43.90 ± 4.89 mm로 나타났다. 2L 관수
처리구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평균 수고와 근원직경은 4.41 ±
0.43 m, 80.83 ± 5.97 mm이었고 비술나무는 3.22 ± 0.23 m,
63.65 ± 2.99 mm로 측정되었고, 4L 관수 처리구의 시베리아
사시나무는 5.31 ± 0.18 m, 85.86 ± 5.26 mm 비술나무는 2.91
± 0.29 m, 54.45 ± 2.99 m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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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Heights (m, mean±SE) and root collar diameters (mm, mean±SE) of P. sibirica and U.pumila growing at study sites
under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n represents the number of trees in each treatment. (SE=standard error)

Species

P. sibirica

P. sibirica

U. pumila

U. pumila

Irrigation

No

Yes

No

Yes

rate
Tree

Height

(m)
Diameter
at root collar

2 Liter

4 Liter

2 Liter

4 Liter

2 Liter

4 Liter

2 Liter

4 Liter

(n=2)

(n=6)

(n=8)

(n=8)

(n=6)

(n=6)

(n=8)

(n=8)

4.02 ± 0.26

4.60 ± 0.26

4.41 ± 0.43

5.31 ± 0.18

3.19 ± 0.12

2.49 ± 0.17

3.22 ± 0.23

2.91 ± 0.29

56.04 ± 0.84 75.76 ± 2.95 80.83 ± 5.97 85.86 ± 5.26 56.27 ± 3.73 43.90 ± 4.89 63.65 ± 2.99 54.45 ± 2.9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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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환경인자 측정
본 연구에서 기상관측은 측정이 이루어진 7월부터 9월까지
수행되었다.

조사항목은

대기온도(℃,

Air

temperature),

대기습도(%, Relative Humidity), 토양수분(%, Volumetric Water
Content),

m-1,

일사량(W

Global

Solar

Radiation),

광합성유효광(μmol m-2 s-1, Photosynthetically Active Ratiation),
강수량(mm,

Precipitation)이다.

대기중의

온도와

습도는

온습도계(HMP45, Vaisala, Inc. Helsinki, Fin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강수량은 강우량계(TE525MM, Texas Electronics,
Dallas,

Texas,

Pyranometer

USA)를

(Campbell

이용하여
Scientific,

측정,

태양광은

Logan,

Li-200

UT)를

이용한

일사량과 Li-Cor 190 (Campbell Scientific, Logan, UT)을 이용한
광합성유효광(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을 수관보다
높은 7 m 간이타워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대기온도와 습도,
강수량은 관측지로부터 500 m 떨어져있는 에디공분산 타워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양수분은

CS616

(Campbell

Scientific, Logan, UT)을 이용하여 관수와 수목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대조구를 만들고 토양표면으로부터 30 cm
깊이까지 대조구, 관수중단 처리구, 2L 관수 처리구, 4L 관수
처리구에

각각

측정하였으나
처리구별

3개의

센서부족으로

수종차이에

환경인자는

센서를

데이터

대한

반복한

처리구별
통계분석은

집록기(Data

12개의
차이는

센서를
분석이

가능하지

logger,

가지고
가능하나

못했다.

CR1000,

모든

Campbell

Scientific, Logan, UT)를 이용하여 15초 마다 측정 후, 30분마다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전원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줄리안 데이(day
of year, DOY)182일부터 DOY191일 까지 광합성유효광의 자료
손실과

DOY210부터

DOY221일까지

토양

수분센서의

결측이

발생하였다. 또한 토양 수분센서의 경우 일부 센서의 오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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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은 다른 센서와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정하였다.

3. 4 잎의 구조적 특성 조사
엽면적(Leaf size)과 엽면적비(Specific leaf area, SLA)는 7월
26일, 8월 9일, 9월 6일 3번에 걸쳐 관측하는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개체목 별로 남쪽방향 수관에서 높이 별로 고르게 총
10-12개씩의 잎을 수거 후 스케너(Hp Laserjet M1132 MFP)를
이용하며

각각의

해상도로

스캔

잎을
후,

600

디피아이(dots

MATLAB

per

inch,

(2014b)프로그램을

dpi)의

이용하여

엽면적을 계산하였고, 잎의 무게는 건조오븐(OF-11E, Jeio Tech.,
Republic of Korea)에서 65℃에 3일 이상 건조 후 저울(Discovery
Semi-Micro and Analytical Balance, Ohaus Corp., Switzerland)을
이용하여 0.001 g 까지 측정하였다. 엽면적비(m2 kg-1)는 측정된
잎의 건중량(g)을 엽 면적(cm2)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3. 5 잎의 광합성 특성측정 및 모수 추정
광합성속도는 Li-Cor사의 광합성 측정기(LI-6400, Li-Cor Inc.,
Lincoln NE, USA)를 이용하여 광합성 유효광의 변화에 따른
광합성속도의
이산화탄소

반응(광반응곡선,
농도변화에

따른

Light

response

광합성속도의

curve)과

변화(이산화탄소

반응곡선, CO2 response curve)를 측정하였다. 광량변화에 대한
광합성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색과 청색광(Red+blue 640002B)센서를 이용하여 1500 μmol m-2 s-1부터 0 μmol m-2 s1

까지 13단계(1500, 1200, 1000, 800, 600, 400, 300, 200, 100,

80, 50, 25, 0)의 다른 광량 하에 측정이 수행되었다. 또한 측정 시
챔버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샘플
이산화탄소(Sample CO2)의 농도를 400 μmol mol-1으로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광합성 반응측정은 광량을 1200
13

μmol m-2 s-1로 고정 후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를 0 μmol mol1

부터 1400 μmol mol-1까지 14단계(400, 300, 200, 100, 75, 50,

0, 400, 400 600, 800, 1000, 1200, 1400)로 변화시키며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남쪽 방향에 약 1~1.5 m의 높이에
달려있는 완전히 개엽한 잎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잎이 챔버
환경에 안정화 된 것을 확인한 후 측정을 시작 하였다. 챔버 내
온도는 25℃, 습도는 55% ~ 65% 사이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매
측정마다 적외선 가스분석기(Infra-red gas analyzer, IRGA)의
동기화(match)를 실시 하였고

기기 보정은 매달 Li-Cor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측정은 관수중단 처리구와 2L 관수 처리구, 4L 관수 처리구에서
자라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3개의 개체목으로부터 각각
1개의 잎을 선정하여 1차 측정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
측정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행하였다. 최대광합성 반응속도
(Amax)는 광반응곡선 중 1000 μmol m-2 s-1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였고, Farquhar et al. (1980)에 의한 광합성기작 모수인 최대
카르복실화 속도(Maximum carboxylation velocity, VCmax), 최대
전자전달율 (Maximum rate of electron transport, Jmax) 추정은
측정된 이산화탄소반응곡선을 가지고 Sharkey et al. (2007)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Sharkey et al., 2007). 모수들은 단위
엽면적 당(per unit leaf area, μmol CO2 m-2 s-1)의 값으로 표현
되었고, 엽면적이 챔버보다 작은 경우 엽면적을 구하여 단위 엽면적
값으로 다시 계산하였다.

3. 6 잎의 안정성 탄소동위원소 분석
잎의

안정성

탄소

동위원소(δ13C)분석은

광합성

측정이

이루어진 직후 측정에 사용된 잎 3개와 광합성측정시 사용된
나무와

비슷한

다른

나무의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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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를

추가로

채취한

후

건조오븐(OF-11E, Jeio Tech., South Korea)에서 65℃에 3일
이상 건조한 후 파쇄기(FastPrep-24, MP Biomedicals, USA)를
이용해 고르게 분쇄한 시료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
과학공동기기원(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NICEM)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탄소동위원소 비는 질량분광계(mass spectrometer, IsoPrime-EA,
UK)를 이용하여 Pee Dee Belemite (PDB, 근사값 0.0112372 ‰)
표준 시약의 상대 값으로 탄소동위원소 조성을 천분율로 표시한
델타(delta, δ) 탄소 값을 아래의 식을 따라서 계산하였다(Craig,
1953).
Rp

δ13C (‰) = � R − 1� × 1000

Rp: Abundance ratio of

s

13

Eq. 1.

C/12C of sample, Rs: Standard abundance ratio of

13

C/12C (PDB)

위에서 계산된 δ13C 값을 가지고 탄소동위원소 분별값(Δ, carbon
isotope discrimination)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Δ=

13

C 𝑎𝑎− 13C 𝑃𝑃

1+ 13C 𝑃𝑃

Eq. 2.

δ13Ca: 현재 대기의 δ13C 값(-11.0495‰), δ13Cp: 잎의 δ13C 값

2.6. 잎의 안정성 탄소동위원소 분석(Leaf Stable carbon isotope
composition analyses)

3. 7 내재 물 이용 효율 분석
단위 수분 사용당(mol H2O m-2 s-1)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양(μmol
CO2 m-2 s-1)인 내재 물 이용 효율(Intrinsic water use efficiency,

WUEi, μmol CO2 mol-1 H2O)은 관수중단 처리구의 2L, 4L와 2L
관수 처리구, 4L 관수 처리구에서 자라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15

비술나무 3개의 개체목으로부터 측정된 광합성 유효광의 변화에
따른 광합성속도 반응곡선 중 광포화점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된
광합성 유효 광이 1000 μmol m-2 s-1일때의 A(photosynthetic
rate)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가지고 WUEi를 구하였다.
WUEi = 𝐴𝐴𝑚𝑚𝑚𝑚𝑚𝑚 /𝑔𝑔𝑠𝑠

Eq. 3.

Amax: Maximum photosynthetic rate (μmol CO2 m-2 s-1), gs: Stomatal
conductance to H2O (mol H2O m-2 s-1)

3. 8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통계처리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SPS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였고, 측정된 잎의
크기와 SLA, Amax, VCmax, Jmax, δ13C, WUEi의 처리구별 비교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Tukey의 표준화
검정법을

이용한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탄소동위원소

다중비교(multiple
비술나무의

분별값(Δ)과

comparisions)를

VCmax와

Ci/Ca비율은

Jmax의

하였고,
상관관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후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여

처리구별

차이

유무를

확인하였고

토양수분은

비모수검정인 Kur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였다. 그래프 작성은
시그마 플롯(Sigma Plot: version 12.5, SPSS Inc., U.S.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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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4. 1 환경 요인
룬솜(Lun Soum)의 DOY 182 ~ 236일(7월 1일 ~ 9월 20일) 사
이의 기상자료는 평균기온 17.31℃, 최고기온 33.66℃, 최저기온
-0.32℃로 나타났다(Fig. 4-1. a). 기온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7
월 말에서 8월 초에 최고를 이룬 후 9월로 갈수록 낮아졌다. 평균
수증기압포차(Vapor Pressure Deficit, VPD)는 1.08 kPa이였고
(Fig. 4-1. b), 광합성 유효광은 534.08 μmol m-2 s-1으로 관측되
었다(Fig. 4-1. c). 관측기간 동안 총 강수량은 109.8 mm으로 7월
은 71.6 mm, 8월은 8.6 mm, 9월은 29.6 mm를 각각 기록하였다
(Fig. 4-1. d). VPD는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은 8월에 높게 나타
났고, 광합성 유효광은 7월이 높았다. 강수량은 7월이 8월과 9월에
비하여 많았고 특히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토양수분은 전
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7월과 9월이 8월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Fig. 4-1. e). 측정기간 동안의 평균 토양수분을 비교해 보면 2L
관수 처리구의 토양수분이 10.53 ± 0.21%으로 관수 중단 처리구
토양과 8.01 ± 0.28%와 4L 관수 처리구 토양 8.24 ± 0.26%보
다 높게 나타났고, 대조구의 토양 수분이 7.28 ± 0.27%로 가장 낮
았다(p<0.001, Fig. 4-2). 관수 중단 처리구와 4L 관수 처리구 토
양에는 관수시에 관수 처리구의 토양수분이 높았지만 평균에는 통
계적 차이가 없었다(Fig. 4-1. e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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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Average daily mean temperature (a, ℃), Vapor pressure
-1

deposition (b, kPa),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c, μmol m
S-1, precipitation (d, mm), and soil volumetric moisture content(e, %) of
study site. (Control ●(Control), No-Irrigation ○(No_IR), 2LIrrigation ▼(2L_IR), 4L-Irrigation △(4L_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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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Average soil moisture content (%, mean±SE) of each
treatment: *** represents p<0.001, and SE represents a standard error.

4. 2 잎의 형태적 특징
4. 2. 1. 잎 크기
룬솜

조림지에서

생장하고

있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에서 3번에 걸쳐 측정된 잎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수종별
처리구에서 계절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전체 평균만 비교하였다.
모든 잎 크기의 전체 평균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경우 20.13 ±
0.41

cm2였고,

비술나무는

4.45

±

0.09

cm2로

시베리아

사시나무가 비술나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Fig. 4-3.
a).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관수처리 별 종내 차이에서는 2L 관수
중단 처리구와 2L 관수 처리구의 잎 크기는 31.95 ± 2.77 cm2와
23.92 ± 1.79 cm2로 2L 관수 중단 처리구 수목의 잎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4L 관수 중단 처리구와 4L 관수 처리구 수목의 잎
크기는 15.70 ± 1.09 cm2와 20.25 ± 1.10 cm2로 4L 관수
처리구 수목이 큰 잎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Fig.
4-3. b). 비술나무의 경우 2L 관수 중단 처리구와 2L 관수
처리구에서 각각 5.36 ± 0.19 cm2와 4.76 ± 0.16 cm2로 차이가
19

없었고 4L 관수 중단 처리구와 4L 관수 처리구의 경우 3.69 ±
0.14 cm2와 3.78 ± 0.12 cm2로 잎의 크기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관수 중단 처리와 관계없이 2L 관수 처리구의 수목이 4L
관수 처리구 수목보다 큰 잎을 만들었다(p<0.001, Fig. 4-3. c).

Fig. 4-3. Comparisons of average leaf size (cm2) of P. sibirica and U.
pumila. (a) Interspecies comparison of leaf size (p<0.001), (b) Intraspecies comparison of P. sibirica leaf size under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p<0.001) and (c) Intra-species comparison of U. pumila leaf
size under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p<0.001): 2Liter and 4Liter
represent the amount of irrigation at the treatment site. Con_2Liter and
Con_4L represent the site which irrigation was stopped on July first.
Different letters on the error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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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잎의 엽면적비 특징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엽면적비는 계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7월과 8, 9월 각각 시베리아 사시나무는 11.61 ±
0.15, 10.17 ± 0.11, 11.81 ± 0.21 m2 kg-1을 나타내었고
비술나무는 9.22 ± 0.16, 8.61 ± 0.14, 9.24 ± 0.17 m2 kg-1을
나타냈다(Fig. 4-3. a, b). 두 수종 모두 8월이 7월과 9월에 비해
낮은 엽면적비 값을 나타내었다(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각각 p<0.001, p<0.01). 관수 처리양에 따른 엽면적비의 차이는 두
수종

모두

발견할

수

없었지만

관수

중단에

의한

차이는

발생하였다(Fig. 4-3. c, d).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엽면적비는 관수
중단 처리구와 관수 처리구 각각 11.14 ± 0.15, 11.26 ± 0.18 m2
kg-1으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p=0.617, Fig. 4-3. c),
비술나무의 경우 관수 중단 처리구와 관수 처리구 수목이 8.69 ±
0.13, 9.36 ± 0.13 m2 kg-1으로 관수 처리구의 엽면적비가 더
컸다(p<0.001,

Fig.

4-3.

d).

수종간 차이에

있어서는

평균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엽면적비는 11.20 ± 0.12 m2 kg-1이었고,
비술나무는 9.02 ± 0.10 m2 kg-1로 비술나무의 엽면적비가
시베리아 사시나무에 비해 작았다(p<0.001, Fig. 4-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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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mparisons of leaf area per unit leaf mass (SLA, m2 kg-1) of
P. sibirica and U. pumila. (a) Seasonal differences in specific leaf area of
P. sibirica (p<0.001) (b) Seasonal differences in specific leaf area of U.
pumila (p<0.001). (c) Comparison of specific leaf area with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regimes of P. sibirica (p=0.617). (d) Comparison of
specific leaf area with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regimes of U. pumila
(p<0.001). (e) Comparison of specific leaf area with species about P.
sibirica and U. pumila (p<0.001). All data were averages with standard
errors. Different letters on the error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nd Tukey’s multiple range tests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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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Amax와 광합성 모수 VCmax, Jmax 추정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계절에 따른 Amax의 변화는 시베
리아 사시나무는 8월이 20.79 ± 1.26 μmol CO2 m-2 s-1 로 9월
11.35 ± 1.46 μmol CO2 m-2 s-1에 비하여 높은 Amax 값을 보였지
만(p<0.001) 비술나무는 8월과 9월 18.01 ± 1.08 μmol CO2 m-2
s-1와 15.43 ± 1.78 μmol CO2 m-2 s-1로 계절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01, Table 4-1). 관수 처리에 따른 변화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경우 8월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와 4L는 20.48 ±
0.93, 20.88 ± 4.37 μmol CO2 m-2 s-1이었고 관수 처리구의 2L와
4L는 24.59 ± 0.45, 17.20 ± 1.13 μmol CO2 m-2 s-1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월도 관수중단 처리구 2L와 4L는 7.13 ±
1.76, 12.85 ± 6.12 μmol CO2 m-2 s-1로 관수 처리구의 2L와 4L
인 14.69 ± 2.69, 11.22 ± 0.89 μmol CO2 m-2 s-1와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각각 p<0.243, p<0.294, Table 4-1). 시베리아 사시
나무와 유사하게 비술나무의 경우에도 8월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
와 4L의 최대 광합성 속도는 16.06 ± 0.42, 19.73 ± 2.36 μmol
CO2 m-2 s-1으로 관수 처리구의 2L와 4L의 18.41 ± 3.81, 17.96

± 1.40 μmol CO2 m-2 s-1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p<0.747, Table
4-1). 하지만 9월에는 관수 처리구의 2L와 4L가 18.18 ± 1.78,
22.85 ± 0.84 μmol CO2 m-2 s-1로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와 4L의
12.57 ± 1.08, 9.04 ± 0.88 μmol CO2 m-2 s-1에 비하여 높은 값
을 나타내었다(p<0.001, Table 4-1).
계절에 따른 VCmax값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모두 8월
이 160.97 ± 11.16, 145.30 ± 9.96 μmol m-2 s-1으로 9월의
99.81 ± 11.98, 96.17 ± 11.22 μmol m-2 s-1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01, Table 4-2). 관수에 따른 차이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경우 8월의 2L 관수 수목이 193.68 ± 10.43 μmol m-2 s-1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 수목이 1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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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μmol m-2 s-1로 가장 낮았으며 관수 중단 처리구의 4L 수목
과 관수 처리구의 4L 수목은 180.91 ± 15.33, 138.17 ± 10.17
μmol m-2 s-1로 나타났다(p<0.05, Table 4-2). 하지만 9월은 관수

처리구 4L 수목이 129.62 ± 24.46 μmol m-2 s-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지만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와 4L, 관수 처리구의 2L의 VCmax
값인 88.27 ± 40.75, 80.04 ± 10.74, 101.33 ± 8.59 μmol m-2
s-1과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542, Table 4-2). 비술나무의 경

우 8월은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 4L와 관수 처리구의 2L, 4L가
132.21 ± 12.41, 129.52 ± 6.04, 158.39 ± 33.24, 161.09 ±
21.55 μmol m-2 s-1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612,
Table 4-2) 9월은 관수 중단 처리구의 4L가 48.76 ± 4.41 μmol
m-2 s-1으로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와 관수 처리구의 2L, 4L의

115.77 ± 0.40, 114.22 ± 33.87, 118.50 ± 0.70 μmol m-2 s-1
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였다(p<0.01, Table 4-2).

Jmax값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모두 8월이 179.48 ±
5.93, 175.48 ± 6.93 μmol m-2 s-1으로 9월의 141.14 ± 10.91,
134.06 ± 11.72 μmol m-2 s-1보다 높았다(p<0.01, Table 4-3). 8
월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관수 중단 처리구의 2L, 4L와 관수 처리구
의 2L, 4L의 수목이 159.68 ± 15.13, 194.81 ± 4.20, 196.81 ±
4.20, 171.00 ± 0.70 μmol m-2 s-1으로 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고(p=0.074,

Table

4-3),

9월에만

관수

처리구가

163.30 ± 6.70 μmol m-2 s-1으로 관수 중단 처리구의 122.68 ±
16.02 μmol m-2 s-1보다 높았다(p<0.05, Table 4-3). 비술나무 또
한 8월에는 관수 중단 처리구와 관수 처리구의 차이가 없었고
(p=0.252, Table 4-3) 9월에 관수 처리구가 167.50 ± 7.16 μ
mol m-2 s-1으로 관수 중단 처리구의 106.19 ± 11.31 μmol m-2 s1

보다 높았다(p<0.01, Tab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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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easonal characteristics of maximum rate of photosynthesis (Amax) with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2Liter and 4Liter
represent the amount of irrigation at the treatment site. Con-2Liter and Con-4L represent the site which irrigation was stopped on
July first.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at 5% level. All data were
averages with standard errors (mean±SE).
Date

Site
No_
Irrigation

Species
P. sibirica-2L
P. sibirica-4L

August
P. sibirica-2L
Irrigation
P. sibirica-4L
No_
Irrigation

P. sibirica-2L
P. sibirica-4L

September
P. sibirica-2L
Irrigation
P. sibirica-4L
No_
Irrigation

U. pumila-2L
U. pumila-4L

August
U. pumila-2L
Irrigation
U. pumila-4L
Non_
Irrigation
September
Irrigation

U. pumila-2L
U. pumila-4L
U. pumila-2L
U. pumila-4L

Amax@1000PAR
(μmol CO2 m-2 s-1)
20.48 ± 0.93

P-value

Amax@1000PAR
(μmol CO2 m-2 s-1)

P-value

Amax@1000PAR
(μmol CO2 m-2 s-1)

0.937

20.79 ± 1.26a

P-value

P-value

20.68 ± 2.00

20.88 ± 4.37
0.243
24.59 ± 0.45

20.89 ± 1.74

17.20 ± 1.13

<0.001

7.13 ± 1.76
9.42 ± 2.58

12.85 ± 6.12
0.294

0.245

14.69 ± 2.69

11.35 ± 1.46b

12.96 ± 1.49

11.22 ± 0.89

<0.001
16.06 ± 0.42
17.89 ± 1.35
19.73 ± 2.36
0.747

0.899

18.41 ± 3.81

18.01 ± 1.08ab

18.19 ± 1.82
17.96 ± 1.40
0.216
12.57 ± 1.08b
10.81 ± 1.01b
9.04 ± 0.88b
18.18 ± 1.78a

<0.001

<0.001
20.98 ± 1.35a

22.85 ± 0.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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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1.78bc

Table 4-2. Seasonal characteristics of maximum carboxylation velocity (VCmax) with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2Liter and 4Liter
represent the amount of irrigation at the treatment site. Con-2Liter and Con-4L represent the site which irrigation was stopped on
July first.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at 5% level. All data were
averages with standard errors (mean±SE).
Date

Site
No_
Irrigation

Species
P. sibirica-2L
P. sibirica-4L

August
P. sibirica-2L
Irrigation
P. sibirica-4L
No_
Irrigation

P. sibirica-2L
P. sibirica-4L

September
P. sibirica-2L
Irrigation
P. sibirica-4L
No_
Irrigation

U. pumila-2L
U. pumila-4L

August
U. pumila-2L
Irrigation
U. pumila-4L
Non_
Irrigation

U. pumila-2L
U. pumila-4L

September
U. pumila-2L
Irrigation
U. pumila_4L

VCmax@25℃
(μmol m-2 s-1)
123.51 ± 17.15b

VCmax@25℃
(μmol m-2 s-1)

P-value

P-value

VCmax@25℃
(μmol m-2 s-1)

0.411

160.97 ± 11.16a

P-value

P-value

152.21 ± 16.45

180.91 ± 15.33ab
<0.05
193.68 ± 10.43a

171.48 ± 15.10

138.17 ± 10.17ab

<0.001

88.27 ± 40.75
84.15 ± 18.94

80.04 ± 10.74
=0.542

0.205

129.62 ± 24.46

99.81 ± 11.98b

115.47 ± 13.21

101.33 ± 8.59

<0.001

132.21 ± 12.41
130.87 ± 6.20
129.52 ± 6.04
=0.612

0.173

158.39 ± 33.24

145.30 ± 9.96a

159.74 ± 17.73
161.09 ± 21.55
<0.01

115.77 ± 0.40a
75.56 ± 16.59
48.76 ± 4.41b
<0.01

0.070

114.22 ± 33.87a
116.79 ± 8.89
118.50 ± 0.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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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7 ± 11.22b

Table 4-3. Seasonal characteristics of maximum rate of electron transport (Jmax) with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2Liter and 4Liter
represent the amount of irrigation at the treatment site. Con-2Liter and Con-4L represent the site which irrigation was stopped on
July first.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at 5% level. All data were
averages with standard errors (mean±SE).
Date

Site
No_
Irrigation

Species
P. sibirica-2L
P. sibirica-4L

August
P. sibirica-2L
Irrigation
P. sibirica-4L
No_
Irrigation

P. sibirica-2L
P. sibirica-4L

September
P. sibirica-2L
Irrigation
P. sibirica-4L
No_
Irrigation

U. pumila-2L
U. pumila-4L

Jmax@25℃
(μmol m-2 s-1)
159.68 ± 15.13

P-value

Jmax@25℃
(μmol m-2 s-1)

U. pumila-2L
U. pumila-4L

September
Irrigation

0.725

179.48 ± 5.93a

P-value

P-value

0.074
196.52 ± 15.16

<0.05

<0.01

181.21 ± 7.89

171.00 ± 0.70
96.33 ± 21.19b

122.68 ± 16.02b

149.02 ± 11.83ab
<0.05
167.38 ± 18.80a

<0.05

141.14 ± 10.91ab

0.653

175.48 ± 6.93a

163.30 ± 6.70a

160.57 ± 4.77a
174.84 ± 7.85

178.86 ± 5.49
182.87 ± 8.55
160.38 ± 23.66
178.89 ± 13.99

Irrigation

Non_
Irrigation

Jmax@25℃
(μmol m-2 s-1)

177.24 ± 10.54

194.81 ± 4.20

0.252

August

P-value

U. pumila-2L
U. pumila-4L
U. pumila-2L
U. pumila-4L

191.23 ± 16.60
<0.01
107.21 ± 16.50
106.19 ± 11.31
105.18 ± 19.15
155.94 ± 16.94

<0.05

<0.01
167.50 ± 7.16

175.21 ±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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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 ± 11.72b

VCmax 와 Jmax 는 광합성 추정 모델에서 모수가 되는 중요한
인자로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VCmax 와

Jmax 의

상관관계는 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195). 따라서 두 수종을 합한 하나의 회귀식인 y =
0.578 × 𝑥𝑥 + 88.502 (r2=0.58, p<0.001)의 선형관계를 보였다(Fig.

4-4.).

Fig. 4-5.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carboxylation velocity (VCmax)
and maximum rate of electron transport (Jmax). Solid (▲) and open
triangle (△) represents P. sibirica, and U. pumila, respectably. Solid
lines represents the regression line (e.q ) of our data. Long dashed line
and dashed line represent the regression lines from Medlyn et al. (2002)
(𝑱𝑱𝒎𝒎𝒎𝒎𝒎𝒎 = 𝟏𝟏. 𝟔𝟔𝟔𝟔 × 𝑽𝑽𝑪𝑪𝑪𝑪𝑪𝑪𝑪𝑪 + 𝟐𝟐𝟐𝟐. 𝟏𝟏) and von Caemmerer (2000) (𝑱𝑱𝒎𝒎𝒎𝒎𝒎𝒎 = 𝟏𝟏. 𝟔𝟔𝟔𝟔 ×
𝑽𝑽𝑪𝑪𝑪𝑪𝑪𝑪𝑪𝑪 ), respec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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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잎의 안정성 탄소 동위원소 분별값 분석
계절적 변화와 관수차이에 따른 안정성 탄소 동위원소(δ13C)
분별값(discrimination, △)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모두
관수

중단

처리구와

관수

처리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03, p=0.810, p=0.633, p=0.309, Fig. 4-5.a, b, c,
d). 하지만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종간 △은 15.46 ±
0.17‰,

14.32

±

0.29‰으로

비술나무가

더

낮은

값을

보였고(p<0.01, Fig. 4-5.a), 8 월과 9 월 모두 비술나무가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p<0.05, Fig. 4-5.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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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mparisons of leaf carbon discrimination (‰, △) of P. sibirica and U. pumila (a) Comparisons of carbon discrimination
with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of P. sibirica’s in August (p=0.203). (b) Comparisons of carbon discrimination with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of P. sibirica’s in September (p<0.810). (c) Comparisons of carbon discrimination with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of U. pumila in August (p=0.633). (d) Comparisons of carbon discrimination with different irrigation regimes of U. pumila in
September (p=0.309). (e) Comparison in Carbon discrimination of P. sibirica and U. pumila in August (p<0.01). (f) Comparison of
Carbon discrimination of P. sibirica and U. pumila in September (p<0.05). (g) Comparison of Carbon discrimination of P. sibirica and
U. pumila: 2Liter and 4Liter represent the amount of irrigation at the treatment site. Con_2Liter and Con_4L represent the site which
irrigation was stopped on July first. All data were averages with standard errors. Different letters on the error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nd Tukey’s multiple range tests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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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내재 수분 이용효율
내재 수분 이용효율(WUEi)은 안정성 탄소동위원소와 유사하게
관수 중단 처리구와 관수 처리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종
간 계절에 따른 차이는 8월의 비술나무는 125.48 ± 9.14 μmol
CO2 mol-1 H2O으로 시베리아 사시나무 85.74 ± 9.59 μmol CO2
mol-1 H2O에 비해 비술나무가 높게 나타났다(p<0.01, Fig. 4-7. a).

하지만 9월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WUEi의 차이는 없
었다(p=0.167, Fig. 4-7. b).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8월과 9월의 변
화는 83.81 ± 8.96, 122.73 ± 12.28 μmol CO2 mol-1 H2O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0.05, Fig. 4-7. c), 비술나무는 8월과 9월
125.48 ± 9.14, 101.15 ± 9.05 μmol CO2 mol-1 H2O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72, Fig. 4-7. d).

31

Fig. 4-7. Comparisons of leaf intrinsic water use efficiency (WUEi, μmol CO2 mol-1 H2O) of P. sibirica and U. pumila. (a)
Comparison of WUEi with P. sibirica and U. pumila in August (p<0.01). (b) Comparison of WUEi with P. sibirica and U. pumila in
September (p=0.167). (c) Seasonal differences in WUEi of P. sibirica (p<0.05). (d) Seasonal differences in WUEi of U. pumila
(p<0.072). All data were averages with standard errors. Different letters on the error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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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광합성속도와 WUEi의 관계는 최대광합성속도가 높아질수록
WUEi가 낮아지는 음의상관관계로 모든 수종과 계절의 변화에 대
하여 기울기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y절편의 차이로 인하여 8
월과 9월 모두 비술나무가 시베리아 사시나무에 비해 높은 WUEi
을 나타냈다(p<0.01, p<0.05, Fig. 4-8. a, b). 시베리아 사시나무
의 계절에 따른 최대광합성속도와 WUEi의 상관관계는 차이가 없
었고(p=0.261, Fig. 4-8. c) 비술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8월
이 9월보다 높은 WUEi의 반응을 나타내었다(p<0.01, Fig. 4-8. d).

Fig. 4-8.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photosynthesis capacity (Amax)
and leaf intrinsic water use efficiency (WUEi, μmol CO2 mol-1 H2O).
Solid line and long dashed line represent the regression line. (a)
Relationship between Amax and WUEi of P. sibirica (●) and U. pumila (■)
in August. (b) Relationship between Amax and WUEi of P. sibirica (○)
and U. pumila (□) in September. (c) Seasonal differences of Amax and
WUEi of August (●) and September (○) of P. sibirica. (d) Seasonal
differences of Amax and WUEi of August (■) and September (□) of U.

pum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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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5. 1 처리구별 토양수분의 차이
사막화 조림지에서 관수량에 따른 수목의 생육환경을 조사한 결과
측정기간 동안 2L 관수 처리구의 평균 토양수분이 10.53 ± 0.21%
로 4L 관수 처리구 토양 8.24 ± 0.2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fig.
4-2) 이는 룬솜 지역의 토성(soil texture)과 관수 처리구별 수목
의 생장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룬솜 지역은 모래(sand)
76.0%, 미사(Silt) 17.2%, 점토(Clay) 6.8%의 모래 함량이 높은
사질 토양으로(김덕래 et al., 2010), 사질 토양은 토양배수가 용이
한 이점이 있지만, 토양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
수를 통해 추가된 물이 토양 내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
(Fernandez-Illescas et al., 2001). 또한, 유기물함량과 토양 유효
수분 함량(available water capacity, AWC)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데(Hudson, 1994) 룬솜 지역의 유기물 함량은 2.8%(김덕래
et al., 2010)로 낮은 값을 보였다. 빠른 배수와 낮은 유효수분 함량
은 4L 관수 처리구의 관수량이 2L 처리구의 관수량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처리구 간의 토양 수분에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관수시 4L의 관수 처리구의 수목은 보다 많은 수분에
노출되고 이는 더 많은 엽면적과(Cho et al., manuscript in
preparation), 증산량, 그리고 지상부 바이오매스(Above Ground
Biomass,

AGB)생산을

야기했고

이는

4L

관수

처리구의

토양수분이 2L 관수 처리구의 토양수분과 비교해 볼 때 더 낮은
값을 보이는 이유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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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잎의 크기와 SLA 형태적 차이
일반적으로

건조

스트레스를

받는

수목은

작은

잎을

만든다(Bosabalidis and Kofidis, 2002; Chabot and Hicks, 1982).
이에 따르면 조림지의 2L 처리구와 4L 처리구의 잎 크기는
관수량이 적은 2L 처리구가 더 작은 크기의 잎을 만들 것으로
생각되나 4L 관수 처리구의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가 2L
관수 처리구의 잎보다 모두 작은 잎을 만들었다(Fig. 4-3. b, c). 4L
관수 처리구 수목의 많은 엽면적과 증산, AGB 생산은 2L 관수
처리구에서 자라는 수목보다 더 많이 건조 스트레스에 노출됬고
이러한 이유로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모두 4L 관수 처리
수목이 2L 관수 처리 수목보다 작고 많은 잎을 만든 것을 보였다.
이러한 잎의 특성은 건조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작은 잎은 엽
경계층 전도도(leaf boundary layer conductance)가 커져 주위
온도와 쉽게 동조화(coupling)을 이루고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적은 수분손실로 이어진다(Campbell and Norman,
1998; Monteith and Unsworth, 2013).
하지만 관수처리에 따른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잎 크기
차이에서는 관수 중단 처리구와 관수 처리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몽골의 봄철 가뭄을 우려해 조금 늦은 7월에 관수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수목의 잎 발달이 모두 끝난 시기로 관수
중단이 잎 크기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잎의 크기와 엽면적비는 환경의 건조 정도나 유효양분의 양에
따라서

감소하고

또한

잎의

수명은

수분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Ackerly and Reich, 1999; Dolph and Dilcher, 1980; Fonseca
et al., 2000; Hamann, 1979; Skarpe, 1996). 엽면적비는 수목의
잎이

건조에

얼마나

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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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목

서식지의 수분 및 질소공급과 광 환경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또한
낮은 엽면적비는 잎 수명(leaf lifespan)을 증가시킨다(Ackerly et
al., 2002; Cunningham et al., 1999; Fonseca et al., 2000). 이러한
이유로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생장에 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형태적 지표이다.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엽면적비는 모두 계절적 변화에 반응하였고 특히 8월이
7월과 9월에 비하여 강수량이 적고 매우 건조하였기 때문에 두
수종 모두 8월이 7월, 9월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냈지만, 관수 중단
처리에 대하여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엽면적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술나무는 관수 중단 처리를 한 수목이 관수
처리를 한 수목보다 더 낮은 엽면적비를 보여 이는 관수 중단에
의한 수분스트레스에 의하여 비술나무는 잎을 더 두껍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2. d).
Wright et al. (2004)에 의하면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환경인자와
SLA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평균

기온(Mean

Annual

Temperature, MAT)이나 수증기 포차(Vapour Pressure Dificit,
VPD),

잠재

일사량(site

증발산(Potential
irradiance)이

적은

evapotranspiration,
강수량과

비교했을

PET),
때

더

상관관계가 깊었다. 따라서 관수 양에 의한 차이와 단기간의 관수
중단 처리에 따른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SLA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비술나무의 경우 관수 중단으로 발생한
SLA의 감소는 사시나무보다 형태적으로 건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몽골의 건조한 사막이나 산림 스텝지역
등 몽골 전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계절에
따른 엽면적비의 변화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가 8월이
가장 낮고 9월이 되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낙엽이
가까워 짐에 따라서 잎 내 양분회수로 인해 잎이 가벼워져서 더
높은 엽면적비 값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36

5. 3 광합성 인자의 차이
건조는 광합성 능력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건조지
와 반건조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은 쉽게 건조에 노출된다(Souza et
al., 2004; Tezara et al., 2003). 건조지에 조림된 9년생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최대 광합성 속도는 20.79 ± 1.26, 18.01
± 1.08 μmol CO2 m-2 s-1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1300 m의 고
도와 약 350 mm의 강수량을 가진 지역에 조림된 5~20년생 비술
나무의 최대 광합성 속도인 15 μmol CO2 m-2 s-1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높은 값으로 남쪽의 중국보다 짧은 생장기간을 고려해 보면
단위 엽면적 당 최대 광합성을 늘린 것으로 생각된다(e.g., 생장기
간과 광합성 능력 예). 하지만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관
수처리에 의한 단위 엽면적 당 광합성 속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
았다 (Table 4-2.). 이것은 토양수분 조건의 증가가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비술나무를 이용한 연구결과(Li et al.,
2007)와 비슷하였다. 또한, 중국의 해발고도 2450 m 지역의 연평
균강수량과 기온이 550 mm 와 3.7℃ 지역에 식제된 사시나무를 가
지고 같은 토양 환경에서 포장용수량(field capacity)을 100%와
30%일 때 차이를 두고 한 비교실험에서 토양수분의 차이에 수목이
암수에 따라 광합성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사시나무의 수나
무는 토양 수분에 따른 광합성 속도의 차이가 21.84 ± 0.14 μmol
m-2 s-1 와 18.26 ± 2.22 μmol m-2 s-1으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Xu et al., 2008), 룬솜 조림지는 꽃가루에 의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해 모두 숫나무를 선발해 조림을 시행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관수량에 의한 시베리아 사시나무 단위 엽면적당 광합성 속도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위 엽면적당 광합성 속도의 차이보다 관
수량이 많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에서 더 많은 엽면적과 AGB를 만들
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수목 전체적의 광합성 양을 많게
하여 생장을 늘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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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합성 모수인 VCmax와 Jmax의 관수처리와 계절에 따른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변화는 8월이 9월에 비해 두 수종 모두
높은 값이 나타났고 이는 잎의 생리적활성이 9월보다 8월이 더
높기 때문이다(Kosugi et al., 2003; Misson et al., 2006; Wilson et
al., 2000; Xu and Baldocchi, 2003)(Table 4-2., 4-3.). 또한 다른
여러 논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높은 VCmax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때문에

VCmax와

Jmax의

상관관계의

비율이

Wullschleger (1993)나 Medlyn et al. (2002), Von Caemmerer
(2000)가 제시한 값들보다 낮은 기울기 값을 나타냈다(Fig. 4-5.).
이러한

결과는

리불로오스1,
재생산

수분스트레스로

인한

5이인산(Ribulose-1,

능력이

잎의

낮은

수분포텐셜에

5-bissposhpate,

카르복실화(carboxylation)

능력보다

RuBP)
더

높은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Escalona et al.,
1999; Flexas and Medrano, 2002; Martin and Ruiztorres, 1992;
Voncaemmerer and Farquhar, 1984). 또한, 고위도의 특성상
여름철 낮의 길이가 매우 길고 고도가 높은 몽골의 풍부한 광
환경은 RuBP재생산을 비교적 덜 제한하도록 수목을 적응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카르복실화 능력은 높은 광에 RuBP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목이 카르복실 용량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수목의 전략은 높은 일사에 대해
광저해(photoinhibition)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Hikosaka et al., 1999).

5. 3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잎의 δ13C의 변화
와 WUEi
환경은 식물의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δ13C의 분별작용
(Discrimination, Δ)의 생화학적(biochemical), 물리적(physical)
과정에 강한 영향을 준다(e.g., Farquhar et al., 1989; O'Le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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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일반적으로 C3 식물의 잎의 δ13C비율의 분포는 수분과
광조건,
형성하는

양분유효

정도에

반면,

C4

따라

-20‰에서

식물은

-9‰에서

-35‰의

범위를

-16‰의

값을

나타낸다(Dawson et al., 2002; Saugier et al., 2012). 그리고
해발고가 높은 곳에 자라는 식물은 카르복실화 효율(carboxylation
efficiency)이 더 높아 낮은 고도의 식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δ13C값을 가지고(Korner et al., 1988; Korner et al., 1991), 이는
δ13C과 역수관계인 탄소 동위원소 분별값(Discrimination, Δ)으로
표현 시 낮은 값으로 나타난다.
특히,

룬솜

건조스트레스도

조림지는
심한

해발고도

지역으로

1500

비술나무의

m에
Δ값은

위치하고
14.32

±

0.29‰로 Su et al. (2014)에 의한 350 mm의 강수량과 1,313 m의
해발고를 가진 곳에서 자라는 비술나무가 나타낸 약 15.87‰의
Δ값보다 더 낮은 값을 나타냈고, 시베리아 사시나무도 이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낮았다. 하지만 Δ값의 계절에 따른 변화는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 모두 발견되지 않았고, 비술나무가
시베리아 사시나무에 비하여 모두 더 낮은 값을 보였다(Fig. 4-6.).
시베리아 사시나무와 비술나무의 Δ과 Ci Ca-1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시베리아 사시나무에서 더 많은 차별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p<0.001, p<0.01, Fig. 5-1.). 이는 비술나무가 건조시 기공
전도도(stomatal conductance)를 줄여 이산화탄소 차별을 적게
하였기 때문에 시베리아 사시나무에 비해 더 높은 WUEi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Δ과 Ci Ca-1비율은 건조한
8월이 9월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술나무에 비해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더 짧은 생장기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베리아 사시나무는 9월에 수분조건이 더욱 좋았지만 광합성
능력이

줄어

기공

전도도(stomatal

conductance)가

낮아졌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더 높은 WUEi를 보였다. 이는 몽골보다 더
북부지역에서

도입된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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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나무가

생태형(ecotype)의

차이로 인하여 일찍 생장을 정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장기간이 짧은 시베리아 사시나무는 건조한 8월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광합성을 유지해야 함으로 낮은 WUEi를 보였다.

Fig. 5-1.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 and the ratio of
intercellular carbon concentration (Ci) to ambient carbon concentration
(Ca) ratio (a) Relationship between Ci /Ca ratio and discrimination of P.
sibirica. seasonally; August (●), September (○). (b) Relationship
between Ci/Ca ratio and discrimination of U. punila. seasonally; August
(■), September (□). (c) Comparisons with Ci/Ca ratio and discrimination
of P. sibirica, (▲) and U. pumi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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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한-몽
사시나무와

그린벨트

사업단

비술나무의

조림지에

심겨진

형태적·생리적

특성과

9년생

시베리아

수분이용효율을

관수강도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사막을 포함한 몽골 전 지역에
분포하는 자생 수종인 비술나무의 경우 20세기 중반 러시아에서
도입된 시베리아 사시나무에 비해 사막환경에 더 적합한 특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술나무는
효과적으로

작고

두꺼운

발산시키며

적은

잎을

통해

증산량과

잎에
높은

흡수되는
광합성

열을

능력으로

인하여 높은 수분이용효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비술나무의 적은
증산량은 관수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상부 바이오매스 생산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광합성 능력은 비술나무와 차이가 없었으나 속성수의 특징인 높은
수분 요구도와 크고 얇은 잎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많은 증산을
유발했고 이 때문에 수분이용효율은 비술나무에 비하여 고온과
건조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8월에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술나무에
비해

이른

낙엽은

시베리아

사시나무의

광합성능력을

조기에

감소시키고 이는 9월의 나아진 수분조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베리아 사시나무는 조기녹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되지만

높은

수분

요구도는

비술나무에 비하여 건조지의 수분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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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Water Use Efficiency
of Plantation Species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in Mongolia

Sungsik Cho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forestatio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solutions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but it requires lots of management
efforts and has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groundwater
depletion. Thus selection of proper tree species and finding the
minimum management requirements are essential in arid area
plantation.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and
intrinsic water use efficiency (WUEi) of Populous sibrica and

Ulmus pumila, which were planted at Korea-Mongolia Green Belt
Plantation in Lun soum, Mongolia in 2008, were compar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proper irrigation scheme and better
species selec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irrigation densities
on growth and water use of two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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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rphological properties, P. sibica had larger leaf size and
higher specific leaf area (SLA) than U. pumila, however,
irrigation rates effected positively on the SLA of U. pumila only
and not on the leaf size of both species. Photosynthetic
characteristics

like

maximum

photosynthesis

rate

(Amax),

maximum carboxylation rate (VCmax), and maximum electron
transport rate (Jmax) showed no difference in two species. In
addition, VCmax and Jmax of both species had the same linear
relationship

of

𝐽𝐽𝑚𝑚𝑚𝑚𝑚𝑚 = 0.578 × 𝑉𝑉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 + 88.502

(𝑟𝑟 2 = 0.58, ｐ <

0.001). In addition, WUEi of U. pumila was higher than U. pumila
in dry season, but this difference disappeared in wet seas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U. pumila is more adaptive species
on dry condition than U. pumila due to its small leaf size, low SLA,
and high WUEi on dry season. However, irrigation rates had no
considerable effect on tree morp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both species.

Keywords: Desertification, Restoration, Irrigation regime,

P. sibirica, U.pumilar, photosynthesis,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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