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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왕산 지역에서 5개 수종의 임외강우와 수간류의 

수량 및 수질특성(I) − pH값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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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생태계내 물질순환의 한 경로인 수간류를 대상으로 수종에 따른 수간류량과 pH값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중왕산 지역에서 2004년과 2005년에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임외강우와 활

엽수종인 신갈나무, 거제수나무, 음나무, 물푸레나무와 대표적 조림수종인 낙엽송 등 5개 수종의 수간류의 유입량과

pH값을 분석하였다. 수종별 수간류량은 신갈나무에서 조사기간 동안 9.9 mm가장 많았고, 거제수나무, 음나무, 낙엽

송, 물푸레나무가 각각 7.5 mm, 5.9 mm, 3.8 mm, 3.2 mm였다. 임외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수간류량도 증가하였으며,

단기간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한 2004년에 임외강우의 증가에 따른 수간류의 증가량이 적게 나타났다. 각 수종별 수

간류의 pH값은 물푸레나무에서 평균 5.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나무 5.64, 거제수나무 5.80, 신갈나무 5.91, 낙엽송

5.25 순이었다. 대체로 임외강우의 pH값이 증가함에 따라 수간류의 pH값도 증가하였으며, 임외강우의 평균 pH값은

6.39로 모든 수종의 pH값이 임외강우의 pH값보다 낮았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inputs and pH values of stemflow of bulk

precipitation and 5 tree species (Deciduous species : Quercus mongolica, Betula costata, Kalopanax septemlobus,

Fraxinus rhynchophylla, Plantation species : Larix kaempferi), in Mt. Joongwang, Pyongchang-gun, Gangwon-

do, from June to October in 2004 and 2005. The amount of stemflow during study period was the greatest in

Q. mongolica (9.9 mm), and B. costata (7.5 mm), K. setemlobus (5.9 mm), L. kaempferi (3.8 mm), F.

rhynchophylla (3.2 mm), respectively. Stemflow of each species increased with bulk precipitation. Increment

with bulk precipitation was smaller in 2004 when the intense bulk precipitation occurred more. pH values of

stemflow was the highest in F. rhynchophylla (5.91), and K. setemlobus (5.64), B. costata (5.80), Q. mongolica

(5.56), L. kaempferi (5.25), respectively. Generally, pH values of stemflow of all species increased with bulk

precipitation pH value, and lower than that (6.39). 

Key words : stemflow, bulk precipitation, deciduous, Larix kaempferi

서 론

산림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순환은 대기와

생물권, 토양 및 수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순환체계이다.

이는 생태계 외부와 내부로부터 생태계 내로 양분을 지속

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림생태계 내 물질 생산량을 축적

시키고 산림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장관순, 2001).

이렇게 순환하는 물질 중 외부로부터 생태계 내로 유입되

는 양분은 대부분 강우와 낙엽낙지에 의해 유입된다. 이

중 일부는 수관층에서 가지와 수피, 잎 등과 접촉한 후 일

부는 수관통과우의 형태로, 일부는 나무줄기를 따라 수간

류의 형태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수관통과우와 수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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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잎과 가지, 수피 등에 집적된 부착물을 세탈하면서 화

학적 성분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관과 수

간은 토양으로 유입되는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Matzner and Meiwes, 1994; Roberston et al., 2000;

Shibata and Sakuma, 1996).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

는 양분유입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기후(Lovett and Lindberg, 1984), 지리(Mcdonald et al.,

1992), 지형 등과 같은 외부 환경조건 뿐만 아니라 임분을

구성하는 수종(Mahendrappa, 1990; Capellato et al., 1993)

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

종에 따른 물질순환 양상의 차이를 밝히는 일은 생태적으

로 안정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산림쇠퇴나 양분의 용탈 등으로 인한 조림 실패지의

복구나 훼손된 산림지역을 복원하는데도 활용 될 수 있다.

산림생태계 내 양분 유입의 한 경로인 수간류는 수관통과

우에 비해 유입되는 양은 적지만, 토양과 토양수 및 지표

수 내 양분의 농도, 토양 습도에 영향을 미치며, 토양의 비

옥도와 식물의 생산성에도 관여하는 등(Levia, 2003), 산

림생태계 내에서 수문학적, 생태학적, 그리고 생지리학적

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Chang and

Matzner, 2000; Levia and Herwitz, 2000), 국내에서는 대

부분 침엽수종에 대한 연구이며, 활엽수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참나무 속에 국한되어 있을 뿐, 그 외 활엽수종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중왕산 지역을 대상으로 임외강

우와 활엽수 4개 수종 및 낙엽송의 수간류량과 pH값의 특

징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중왕산 지역 내에 위

치한 천연활엽수림지역과 낙엽송 조림지로 북사면이며,

해발고 1,000 m~1,200 m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1). 천

연활엽수림은 임령이 IX영급으로 신갈나무(Quercus

Figure 1. Location of study sites at Mt. Joongwang,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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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ca), 거제수나무(Betula costata), 음나무(Kalopanax

septemlobus),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 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낙엽송(Larix kaempferi) 조림지는 1972

년에 조림되었다. 조사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온과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낙엽송 조림지와 낙엽활엽수림 부근에 기

상데이터로거(CR10X, Campbell Scientific, Inc.)를 설치하

고 매년 조사가 끝나는 11월 말에 관측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지인 중왕산 지역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월평균 기온은 -8.1~19.4oC, 습도는 52.8~91.9%로 Figure

2와 같으며, 기후대는 온대 중부 및 북부에 속한다(Korea

Forest Service, 1999). 대상수종은 천연활엽수림 내 우점

수종인 신갈나무, 거제수나무, 음나무, 물푸레나무 4종과

낙엽송 조림지 내 낙엽송이었다. 천연활엽수임분과 낙엽

송 조림지의 임분개황을 Table 1에 나타냈다. 

대상목 선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활엽수종은 우

선 천연활엽수 임분에 30 m×30 m 조사구를 설치한 다음,

임분 내 흉고직경 2 cm이상인 교목을 대상으로 흉고직경

과 수고를 조사하고, 평균흉고직경과 수고를 기준으로 각

수종별로 3본을 선정하였다. 낙엽송은 천연활엽수 인근에

위치한 낙엽송 조림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본을 선정하

였다(Table 2). 수간류량 측정 및 수간류 채취는 2004년과

2005년에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일과 15일경에 실시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ites in deciduous mixed forest and Larix kaempferi plantation.

Site Deciduous Larix kaempferi 

Altitude (m) 1,100 1,070

Direction N45oE N10oW

Slope ( o ) 28o 15o

Topography Ridgeline Slope Ridgeline Slope

Stand age (yr) 70~80 30

Major Species

Quercus mongolica
Betula costata
Ulmus japonica
Acer trifolum
Kalopanax septemlobus
Fraxinus rhynchophylla

Larix kaempferi

Number of tree (trees  ha−1) 988 778

Total Basal Area (m2 ha−1) 19.2 19.5

Age class IX IV

Figure 2. Climate diagram of study site.

Table 2. DBH and Height of tree species.

Tree species DBH (cm) Height (m)

Quercus mongolica (1) 26 20

Quercus mongolica (2) 27 21

Quercus mongolica (3) 27.5 25

Betula costata (1) 25.5 19

Betula costata (2) 26 22

Betula costata (3) 26 24

Kalopanax septemlobus (1) 26 22

Kalopanax septemlobus (2) 27 22

Kalopanax septemlobus (3) 27 24

Larix kaempferi (1) 23 16

Larix kaempferi (2) 23 18

Larix kaempferi (3) 24 19

Fraxinus rhynchophylla (1) 25 21

Fraxinus rhynchophylla (2) 27 23

Fraxinus rhynchophylla (3) 27.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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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간류 채취를 위해 선정목마다 1.2~1.5 m 높이에

서 수간의 수피를 약간 벗겨낸 후, 그 부위를 실리콘 왁스

로 도포하고, 폭 20 cm의 코팅된 양철판을 나선형으로 수

간에 부착한 후 부착된 양철판과 수피 사이에 실리콘 왁

스를 다시 도포하고, 양철판 아래쪽에 고무호스를 부착하

여 물통에 연결하였다. 

각 대상목의 수간류량은 DVWK(1992)와 Strigel et al.

(1994)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하여 환산하

였으며, 각 수종별로 3개 대상목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수

종별 수간류량을 산출하였다. .

hns = Vns/g

hns = 수간류량(mm), 

Vns = 채취기에 집적된 수간류량(mL)

g = 대상목의 흉고단면적(m2)

임외강우는 연구 대상 임분과 인접한 개벌작업지, 임도

등 5곳에서 채취하였다. 임외강우 채취를 위하여 직경 217

mm의 깔때기를 부착한 집수통을 설치하고, 임외강우 시

료 채집 시 전체 강우량을 조사한 뒤, 플라스틱 시료채취

통에 시료를 채집하였다. 임외강우량(Bulk precipitation)

측정과 시료채취는 수종별 수간류와 동일한 시간에 조사

구 인근 수관이 완전히 제거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각

수종별 수간류와 임외강우 시료의 pH 측정은 채취한 시

료를 연구실로 운반하여 pH meter(Bench top pH meter,

HANNA Instrument In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간류

량과 수간류의 pH값을 수종별로 비교하기 위해 Duncan

의 다중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 검정하

였다. 모든 분석에 SAS 8.0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1999)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월별 수종별 수간류량 및 임외강우량

Table 3에 월별 임외강우량과 수종별 수간류량을 나타

냈다. 연구기간 동안 유입된 총임외강우량은 3,381 mm이

었으며, 태풍과 장마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여름철

에 유입량이 많았다. 연구기간 동안 각 수종별로 유입된

총수간류량은 신갈나무, 거제수나무, 음나무, 물푸레나무,

낙엽송이 각각 9.9 mm, 7.1 mm, 5.9 mm, 3.2 mm, 3.8

mm로 신갈나무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었으며, 2004년 6월,

8월은 낙엽송, 2004년 9월에는 음나무, 2005년 10월은 음

나무와 물푸레가 수간류량이 적고, 그 외에는 물푸레나무

가 가장 적게 유입되었다. 월별 수간류량의 양상은 임외

강우와 비슷하였다. 임외강우량은 여름철인 6월과 7월, 8

월에 각각 2년 동안 평균 414 mm, 398 mm, 576 mm가

유입되었다. 6월부터 8월까지 2년 동안의 평균 월별 수간

류량은 신갈나무가 각각 1.55 mm, 1.33 mm, 1.10 mm,

거제수나무는 각각 1.01 mm, 0.91 mm, 0.92 mm, 음나무

는 각각 0.95 mm, 0.83 mm, 0.78 mm, 낙엽송은 각각

0.66 mm, 0.55 mm, 0.39 mm, 물푸레나무는 각각 0.66

mm, 0.41 mm, 0.32 mm가 발생하였다. 이돈구 등(1997)

은 경기도 광주지방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1995년 5월

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참나무림과 잣나무림, 낙엽송림

에서의 수간류량이 각각 71.9 mm, 16.3 mm, 15.4 mm로

참나무림에서 더 많다고 하였다. 이는 활엽수와 침엽수의

수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활엽수는 가지가 위를 뻗

어 있는 깔대기형을 이루고 있으나, 침엽수의 경우는 뾰

족한 우산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주광

영, 1999; Otto, 1992). 또한 수간류량은 수피의 특징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Herwitz, 1985;

Liu, 1988; Levia and Ethan, 2003), 일반적으로 수피가

벗겨지거나 코르크 층이 두꺼운 수종이 상대적으로 수간

의 습적포화도와 수간 저류능이 높기 때문에 수간류량이

적게 발생한다(Herwitz, 1985; Levia and Ethan, 2003).

낙엽송은 다른 수종들에 비해 수피의 표면적이 넓고, 모

세관 작용 등 수분 저장에 알맞은 구조로 되어 있어, 수간

의 습적 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수간류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김경하, 1993; 이돈구 등, 1997). 활엽수종 중에

Table 3. Monthly changes in stemflow and bulk precipitation (unit : mm). 

2004 2005

Jun Jul Aug Sep Oct Jun Jul Aug Sep Oct

QM 1.40a 1.27a 1.00a 0.36a 0.29a 1.71a 1.39a 1.20a 1.27a 0.07a 

BC 1.35b 1.18b 0.78b 0.23c 0.16b 0.67b 0.63b 1.07b 0.99b 0.06a 

KS 1.31c 1.10c 0.65c 0.22d 0.09c 0.58c 0.55c 0.91c 0.45c 0.07a 

LK 0.77e 0.68d 0.37e 0.25b 0.09c 0.54d 0.41d 0.40d 0.31d 0.01b 

FR 0.87d 0.50e 0.49d 0.24c 0.04d 0.46e 0.31e 0.16e 0.09e 0.01b 

BP 422 584 503 276 57 405 211 649 224 48

QM : Quercus mongolica, FR : Fraxinus rhynchophylla, BC : Betula costata, LK : Larix kaempferi, KS : Kalopanax septemlobus, BP : Bulk
Precipitation
*Different letters (a, b, c, d and 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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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신갈나무와 거제수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수간류

량이 많았는데, Levia(2000)가 발표한 참나무속(Quercus

spp)과 자작나무속(Betula spp) 수종이 다른 활엽수종에 비

해 수피의 습적포화도와 저류능이 낮다고 한 결과와 비슷

하였다.

2. 수종별 수간류량과 임외강우량과의 관계

수종별 수간류량과 임외강우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모든 수종이 임외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간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3). 임외강우량의 변화에

따른 수간류량의 변화는 수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신

갈나무가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고, 거제수나무, 낙엽송,

음나무, 물푸레나무 순으로 변화량이 작아졌으며, 이는 수

종에 따른 수간 저류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에 모든 수종의 수간류의 발생 양

상이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수간류량과 임외강우량과의

관계식을 보면 2004년에는 임외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수

간류량의 증가량이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보였으나, 2005

년에는 반대로 임외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수간류량의 증

가량이 감소하는 로그함수를 보였다. 이는 2004년과 2005

년의 강우패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상청

(2004, 2005)에 의하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기상관측지

점에서, 2004년과 2005년에 6월부터 9월까지 강수 발생일

은 각각 55일과 57일이었으나, 일별 강수량이 30 mm이상

인 날은 2004년에 11일, 2005년은 16일로 나타났다. 특히,

9월의 경우 2004년은 일별 강수량이 30 mm인 날이 하루

도 없었으나, 2005년에는 2일이 있어, 2004년보다 2005년

에 집중호우가 더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강수

발생양상의 차이는 수간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수간류량은 일반적으로 임외강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Xiao et al., 2000; Kuraji et al., 2001),

Mauchamp and Janeau(1993)이나 Crockford and Richar-

dson(2000)은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호우 형태의

강우 조건에서는 수간류량의 발생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Crockford and Richardson(2000)은, 호

우 형태의 강우 하에서는 빗방울이 수관층을 통과할 때,

낙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잎이나 가지 등에 의해 차단

된 후 수간류로 유입되지 않고 수관통과우의 형태로 통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집

중적으로 내리는 호우 형태의 강우가 많았던 2005년에 수

Figure 3. Relationships between stemflow of each species and bulk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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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류량과 임외강우량과의 관계가 로그함수로 나타난 것

은, 강우 발생량이 어느 일정량 이상을 초과하면서, 수간

류가 아닌 수관통과우의 형태로 유입되어 수간류량의 증

가량이 점차 감소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2004년에

는 집중 호우 보다는 지속적으로 강우가 발생하였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간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월별 수종별 수간류 및 임외강우 pH

Table 4에 월별 임외강우 및 각 수종별 수간류의 pH를

나타냈다. 모든 수종이 임외강우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Table 4. Monthly changes of pH in stemflow and bulk precipitation.

2004 2005

Jun Jul Aug Sep Oct Jun Jul Aug Sep Oct

QM 6.08d 5.82e 5.78e 5.42e 5.10e 5.10e 5.87e 5.98e 5.38e 5.08e 

BC 6.04e 5.96d 5.82d 5.61d 5.14d 5.20d 5.89c 6.05d 5.47d 5.26d 

KS 6.49c 6.21c 5.91c 5.70c 5.22c 5.57c 5.90c 6.12c 5.59c 5.31c 

FR 6.57b 6.24b 5.97b 5.78b 5.37b 5.78b 5.92b 6.34b 5.75b 5.42b 

LK 5.05f 5.35f 5.53f 4.79f 4.51f 5.03f 5.73f 5.90f 5.65f 4.92f 

BP 6.80a 6.61a 6.86a 6.45a 6.31a 5.90a 6.10a 7.40a 5.80a 5.70a 

*Different letters (a, b, c, d, e and f)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4. Relationships between pH value of stemflow of each species and bulk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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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강우량이 많은 8월에 높은 값을 보였고, 강우량이 적

은 10월에 pH가 낮았다. 2004년과 2005년이 월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많았던 2004년에

2005년보다 pH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수종별로는 물푸

레나무가 가장 높았고, 음나무, 거제수나무, 신갈나무 순

이었으며, 낙엽송이 다른 활엽수종에 비해 가장 낮았다.

임외강우와 각 수종별 수간류 pH 범위는 임외강우 5.70

~7.40 (평균 6.39), 신갈나무 5.08~6.08 (평균 5.56), 거제

수나무 5.14~6.05(평균 5.64), 음나무 5.22~6.49(평균

5.80), 물푸레나무 5.37~6.57(평균 5.91), 낙엽송 4.51~5.90

(평균 5.25)였다. 이처럼 낙엽송의 수간류가 활엽수종의 수

간류보다 낮은 pH를 나타낸 것은 산림지역 내 강수가 수

관층을 통과하면서 활엽수보다 침엽수에서 pH가 낮아진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박재현과 우보명, 1997;

주영특 등, 1999; 김영채 등, 2002, Parker, 1990), 침엽수

의 엽면적 지수가 활엽수보다 높기 때문에 건성 강하물질

을 포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박

재현과 우보명, 1997)

4. 수종별 수간류 pH값과 임외강우 pH값과의 관계

Figure 4에 수종별 수간류 pH값과 임외강우 pH값과의

관계를 직선회귀식을 통해 나타냈다. 대체로 임외강우의

pH값이 증가함에 따라 수간류의 pH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임외강우보다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2.5정도

낮게 나타났다. 회귀식의 기울기는 신갈나무가 0.534로 가

장 높아서 임외강우 pH값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하

였으며, 음나무와 물푸레나무, 거제수나무는 각각 0.510,

0.510, 0.487이었다. 낙엽송은 0.275로 가장 낮아서, 임외

강우 pH값에 따른 변화량이 가장 작았다. 이는 침엽수종

인 잣나무와 소나무, 낙엽송은 고유의 pH값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佐 et al., 1991; 岩井,

1993; 高橋, 1996; 김민식 등, 2001). 한편, 김민식 등

(2001)에 따르면, 신갈나무의 수간류 pH값은 임외강우의

pH값과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나, 알칼리성화 시키는 수종

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갈나무 수간류의 pH

값도 지속적으로 임외강우의 pH값보다 낮게 나타나 상반

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김민식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

는 임외강우의 평균 pH값이 5.49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

는데, 약산성의 강우가 유입되면서 신갈나무가 강우를 알

칼리성화 한 것에 비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임외강우의 평

균 pH값이 6.39에 달해, 알칼리성화 작용을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주광영(1999)은 경기도 광주지방에서 참나

무림과 잣나무림, 낙엽송림에서 수간류의 pH값을 조사한

결과, 강우량이 많았던 6월과 7월, 8월에는 임외강우의 pH

가 6.0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완충작용이나 중

성화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수간류의 pH가 5.5이

하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Silva and Rodriguez

(2001)의 연구에서는 임외강우의 pH값은 6.59였으나

Quercus spp. 수간류의 pH값은 6.06으로 더 낮았으며,

Chang and Matzner (2000)는 임외강우의 pH값과 Fagus

sylvatica의 수간류 pH값이 각각 4.65와 4.60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수관층 및 수간이 임

내 유입되는 강우와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항상 강우의

pH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유입되는 강우의 pH값이나 주

변 환경에 따라 작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우 내 pH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우량뿐만 아

니라 강우에 포함된 여러 이온 성분의 농도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종별 수간류의 pH값에 대한 보다 정확

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수간류 내 양

분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pH값의 변화를

구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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