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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재용 토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를 대체하기 위한 원예용 인공상토의 사용시 분재수종
의 지속적인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송, 소사나무 그리고 피라칸사스를 사용하여 3종의 상토조합과 원예용 액비를 1, 1/2 그리
고 1/4를 시용하여 2년간 지속적으로 생육시키어 전년도와 당년도의 생육변화량을 조사하였다.
3수종 모두 인공용 상토에서 유기물인 피트모스와 coir 함량이 많은 상토에서 지상부 생육변화
량이 많았으나, 하부의 생육변화량에서는 해송은 지상부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소사나무와
피라칸사스는 지상부의 생육변화량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양액의 시용결과 양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3수종 모두 지상부의 생육변화량은 많았으며, 지하
부는 해송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생육량이 많은 결과를 보였으나, 소사나무와 피라칸사스는 지상
부의 생육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bstrates and nutrient treated at
last year on the growth of 3 plants for bonsai of this year. Pinus thunbergii, Carpinus
turczaninovii, and Pyracantha angustifolia were used in this study, 3 types substrates and
3concentration of nutrient were treated, and the growth was measured at last year Oct. 16.
2006 and thes yeat Oct. 16. 2007. The growth change ratio was calculated by the
difference growth value of two years. All of 3 plants showed the higher growth ratio as
increased the content of organic matter such as peatmoss and coir, and the root growth
ratio of Carpinus turczaninovii, and Pyracantha angustifolia were similar that of shoot,
however in Pinus thunbergii the growth ratio of root was reverse that of shoot. With
nutrient strength, the shoot growth ratio of 3 plants showed the same trend of substrate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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