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99, No. 6, pp. 914~921 (2010)

914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충남 청양, 보령지역 소나무림의 지상부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및 순생산량에 관한 연구

서연옥1·이영진1
*·표정기2·김래현2·손영모2·이경학2

1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2국립산림과학원 탄소경영연구과

Above-and Belowground Biomass and Net Primary Production
for Pinus densiflora Stands of Cheongyang and 

Boryeong Regions in Chungnam

Yeon Ok Seo1, Young Jin Lee1*, Jung Kee Pyo2, Rae Hyun Kim2, 
Yeong Mo Son2 and Kyeong Hak Lee2

1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340-802, Korea
2Division of Forest Manage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서 소나무림 분포가 가장 넓은 청양군과 보령시 국유림 내의 소나무임분을 대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순생산량, 줄기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청양지역과 보령지역

소나무림의 임목 전체 건중량과 단위면적당 지상부 건중량은 각각 122.36 kg, 137.68 kg으로 나타났고, 72.23 Mg/ha,

143.27 Mg/ha으로 나타났으며, 지하부를 포함한 임목전체 건중량은 91.77 Mg/ha, 178.98 Mg/ha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양지역의 지상부 순생산량은 8.69 Mg/ha로 임목전체에서는 10.03 Mg/ha으로 나타난 반면에, 보령지역은 16.00 Mg/

ha와 18.66 Mg/ha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바이오매스와 순생산량의 차이는 임분밀도와 지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줄기밀도(g/cm3)는 각각 0.457, 0.421로 나타났고,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지상부와 지하부를 포함하여 각

각 1.394~1.662, 1.324~1.639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얻어진 줄기밀도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값

들은 충남지역 소나무림의 바이오매스 및 탄소흡수량을 추정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bove-and belowground biomass, net primary production, stem density, and

biomass expansion factors for Pinus densiflora stands of Cheongyang and Boryeong regions in Chungnam. The

total dry weights in Cheongyang and Boryeong regions were 122.36 kg/tree and 137.68 kg/tree while the

aboveground biomass for these two regions were 72.23 Mg/ha and 143.27 Mg/ha, respectively. Total(above-and

belowground) biomass were 91.77 Mg/ha and 178.98 Mg/ha, respectively. Net primary production of above-and

belowground biomass in Cheongyang and Boryeong regions were 8.69 Mg/ha, 10.03 Mg/ha, 16.00 Mg/ha and

18.66 Mg/ha, respectively. Stem density (g/cm3) was 0.457 and 0.421 while the above and total biomass

expansion factors were 1.394~1.662 and 1.324~1.639,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tand density and site

quality could be influenced on the biomass and net primary production of the two region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very useful to calculate carbon sequestrations by applying stem density values and

biomass expansion factors for Pinus densiflora in these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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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의 환경문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

이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사용과 경제활동으로 인

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가장

높은 방출량인 이산화탄소는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IPCC, 2003: 국립산림과학원, 2005). 대기 중 이산화탄

소의 농도는 현재 약 368 ppm 수준에서 21세기말에는

490~1260 ppm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지구 평균

온도는 1990~2100년 사이에 약 1.4~5.8oC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06a). 이로 인해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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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생태계의 변화, 사막화 가속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와 산림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산림은 지구상

에서 면적이 광범위하고 단위면적당 순광합성량이 가장

높아 바이오매스 및 순생산량이 많으며 개발 이용 및 학

술적 연구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다(박인협

과 이석면, 1990: 김영환 등, 1999). 따라서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종별로 지역과 임령

에 따른 바이오매스 및 순생산량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분포 면적(4,481천ha)이 침엽

수 중에서 54.9%로 가장 넓은 임상분포를 차지하고 있으

며(산림청, 200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으로서 전국

적으로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한랭 습윤한 지역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생육하며 경제적 또는 생태적인 면

에서 중요한 수종이라 할 수 있다(이명종, 1998). 소나무

바이오매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한국형 4대 지역형

(안강형, 중남부 평지형, 중남부 고지형, 금강형) 소나무

천연림의 물질 생산량과 현존량 추정식에 관한 연구(박인

협과 김준선, 1989: 박인협과 이석면, 1990), 금강형 소나

무와 중부지방 소나무의 임령에 따른 물질 현존량 확장계

수(박인협 등, 2005), 강원도 지역의 바이오매스 및 순생

산량에 관한 연구(이수욱, 1985)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와 같이 충남지역 소나무임분을 대상으로 지상부와 지

하부 바이오매스 및 순생산량을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서 소나무림의 분

포가 가장 넓은 청양지역과 보령지역 소나무임분을 대상

으로 부위별 바이오매스 회귀추정식을 개발하고, 부위별

건중량 구성비와 줄기밀도 및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순생

산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인 차이를 감

안한 탄소흡수량 추정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동경 126° 40'

59.5", 북위 36° 27' 28.6") 산 105-1번지와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동경 126° 40' 04.3", 북위 36° 27' 13.6") 산 52-2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여국유림관리소 산하의 국유림

내 소나무임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의

Table 1. The summary of observed characteristics for Pinus
densiflora stands in Cheongyang and Boryeong.

Variables
Region 

Cheongyang Boryeong

Age(year) 340 (36~42) 41 (37~42)

DBH(cm) 19.6 (11.4~28.8) 20 (12.6~27.5)

Height(m) 10.9 (9.0~13.5) 12.1 (9.5~13.1)

Density(trees/ha) 750 (675~825) 1300

Basal area(m2/ha) 20.9 40.9

 Crown percent(%) 47.2 (30.7~58.7) 34.7 (25.3~41.7)

 Crown Ratio 1.1 (0.5~1.6) 0.3 (0.3~0.4)

 Crown expansion ratio 0.5 (0.3~0.8) 0.3 (0.2~0.4)

Altitude(m) 266 (195~337) 490

Slope(°) 10 (5~15) 5

Aspect SW SW

Note: Values are means with ranges in parenthesis.
Crown percent=(Crown length/height)×100, Crown Ratio=(Crown
length/Crown width), Crown expansion ratio(CER)=(Crown
width/height).

Figure 1. DBH class distributions of the trees/ha to Pinus densiflora in Cheongyang(a) and Boryeo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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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은 최근 30년간(1971~2000년) 연평균기온이

12.1oC, 최고평균기온은 17.2oC, 최저평균기온은 7.4oC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1237.0 mm로 연중 6~8월

에 집중하고 있었다(기상청, 2008). 조사구는 청양지역

에서 표준지 2개소, 보령지역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총

3개의 표준지를 설치하였으며(Table 1), 두 지역의 평균

임령과 흉고직경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임분밀도는

보령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관확장비율과 수관비율

은 상대적으로 임분밀도가 작은 청양지역이 보령지역보

다 높게 나타났다. 직경분포는 각각 8~24 cm, 8~28 cm

로 나타났고(Figure 1), 두 지역의 직경급 분포는 종모양

의 전형적인 동령림 임분 분포 모양을 나타냈다. 임분 내

하층식생의 경우 청양지역에서는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산딸기(Rubus crataegifolius),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싸리(Lespedeza bicolor), 청미래

덩굴(Smilax china), 노간주나무(Juniperus rigida) 등이

분포하였고, 보령지역은 진달래(Rhododendron mucron-

ulatum),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pa),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산초나무(Zanthoxylum schinifolium), 때

죽나무(Styrax japonica), 단풍나무(Acer palmatum)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2. 조사방법

1) 표본목 선정 및 측정

조사 대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나무임분에서 임의

적으로 20 m×20 m로 표준지를 3개 선정하였으며 매목조

사를 실시한 후, 수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관길이

와 수관폭을 조사하였다. 수관비율은 수관길이 대 수고

(%), 수관비는 수관길이 대 수관폭, 수관확장비는 수관폭

대 수고로 계산하였다. 표본목은 표준지당 5주씩 총 15주

를 최소직경에서 최대직경으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정

하였고, 뿌리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총 11주를 전량 굴취

하였다. 선정된 15주의 표본목을 벌목하여 줄기, 가지, 잎

으로 구분한 후 각 부위별 생중량을 측정하였다. 줄기의

원판 채취 위치는 수간석해에 의한 방법과 동일하게 지상

0.2 m에서 벌목한 후 1.2 m, 3.2 m, 5.2 m의 간격으로 절

단하였으며 건중량 측정을 위하여 원판의 두께는 5 cm 단

위로 균일하게 원판 시료를 채취하였다. 밀봉된 원판은 실

험실로 운반하여 건조기에 100o로 항량에 도달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수피를 분리한 수피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가

지와 잎은 표본목별 생중량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가지, 잎

은 생중량 측정 후 최소 400 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뿌리는 1,000 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항량에 도달할 때

까지 건조시킨 후 가지, 잎, 뿌리 시료에 대하여 건중량을

측정한 후 건중량 대 생중량 비를 산출하였다(국립산림과

학원, 2007).

2) 바이오매스 추정

바이오매스 추정 회귀식은 표본목을 대상으로 흉고직

경(X)을 독립변수로 하고 건중량(Y)을 종속변수로 하는

대수회귀식(logY=A+BlogX)을 부위별로 유도한 후 매목

조사시 측정한 흉고직경을 대입하여 추정하였다. 부위별

바이오매스 추정 회귀식을 유도한 후 임분 단위의 흉고직

경 측정치를 적용하여 지역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추정하

였다. R2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적합도 검정을 하였으며,

대수회귀식 보정을 위해 Sprugel 보정계수를 사용하였다

(Sprugel, 1983). 

3) 순생산량

순생산량의 계산은 산림 바이오매스 조사 표준매뉴얼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국립산림과학원, 2006b) 줄기목질

부의 연간 순생산량은 줄기목질부 바이오매스에 5년간 재

적 생장량 대 수피내 재적 비를 곱한 후 5년으로 나누어

서 산정하였고 줄기 수피 순생산량은 줄기목질부 순생산

량 대 줄기목질부 바이오매스에 목질부의 순생산량을 곱

해서 산정하였다. 줄기 순생산량은 줄기목질부 순생산량

과 줄기 수피 순생산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잎은 1년

생 잎을 측정하였고 가지는 직경의 크기가 고르게 분포하

도록 임의로 4개의 가지를 채취하였으며 가지 연령을 측

정한 후 Whittaker식(Whittaker, 1965)을 적용하여 가지 순

생산량을 산정하였다. 뿌리는 뿌리 바이오매스에 지상부

순생산량 대 바이오매스 비를 곱하여 도출하였다.

4) 줄기밀도 및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줄기밀도는 수간석해 한 자료를 가지고 줄기의 건중량

대 재적의 값(g/cm3)을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재적의 값

은 수피를 포함한 재적을 사용하였다. 바이오매스 확장계

수는 줄기의 건중량 대 지상부 건중량 또는 지하부를 포

함한 건중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임분 특성

소나무임분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청양지역과 보령지

역은 임령과 흉고직경이 비슷하지만 수관비율이 각각

47.2%와 34.7%로 나타났으며(Table 1), 이는 보령지역이

청양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임분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

낙지가 많아서 수관비율이 작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

된다. 수관비는 1.1과 0.3으로 나타났고 수관확장비는 0.5

와 0.3으로 나타났다. 수관비와 수관확장비 역시 청양지

역이 보령지역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령지

역의 소나무림이 임분밀도에 의한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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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매스구성비

청양지역에서 지상부 바이오매스는 72.23 Mg/ha로 나

타났고 지하부를 포함한 임목전체 바이오매스는 91.77

Mg/ha로 나타났다. 보령지역에서 지상부 바이오매스는

143.27 Mg/ha로 나타났고 지하부를 포함한 임목전체 바

이오매스는 178.98 Mg/ha로 나타났다(Table 2). 두 지역의

평균임령과 흉고직경이 비슷한 임분임에도 불구하고 보

령지역이 청양지역보다 높은 값이 나타난 이유는 임분밀

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반면에 청양지역은 이전

에 무육작업이 실시되어 상대적으로 임분밀도가 낮게 나

타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

지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전남 모후산 지

역의 소나무 평균임령 33년생에서 지상부 건중량이 55.94

Mg/ha(박인협과 문광선, 1999)으로 나타났으며, 임령이

30~40년생 중남부 평지형이 93.55 Mg/ha, 중남부 고지형

이 116.61 Mg/ha, 금강형이 181.87 Mg/ha(박인협과 이석

면, 19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청양지역과 중남부 평

지형이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고, 보령지역은 중남부 고지

형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금강형소나무 보다는 작은 값이

나타났다. 반면에, 평균 임령이 36년생인 강원도지방 소

나무는 지상부 건중량이 198.82 Mg/ha(이수욱, 1985)으로

보령지역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천연림에서 임

분밀도에 따른 지상부 건중량은 755본일 때 74.14 Mg/ha

으로 나타났고, 1,156본일 때 101.77 Mg/ha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등, 1999). 청양지역의 평균임분밀도가 750본인

값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보령

지역에서 임분밀도가 1,300본인 것을 고려할 때 1,156본

보다 높은 건중량 값이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구성비는 두

지역 모두 줄기목질부 >  뿌리 >가지 >줄기 수피 >잎 순

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지상부만 가

Table 2. Tree component biomass, biomass distribution ratio and ratio  of root biomass to aboveground biomass of Pinus

densiflora in Cheongyang and  Boryeong.

Cheongyang Boryeong

Component kg/tree  Mg/ha(%) kg/tree  Mg/ha(%)

 Stem 67.48 50.61 (55.2) 82.13 106.77 (59.7)

 Stem wood 57.43 43.07 (46.9) 71.43 092.86 (51.9)

 Stem bark 10.05 07.54 (8.2) 10.69 013.90 (7.8)

 Branch 21.47 16.10 (17.5) 20.11 026.15 (14.6)

 Leaf 7.35 05.51 (6.0) 7.97 010.36 (5.8)

 Aboveground total 96.31 72.23 (78.7) 110.21 143.27 (80.1)

 Root 26.05 19.54 (21.3) 27.47 035.71 (20.0)

 Total biomass 122.36 91.77 (100) 137.68 178.98 (100)

 Root/Aboveground total 0.29 0.27

Table 3. Regressions of tree component dry mass on diameter at breast height for Pinus densiflora in Cheongyang and  Boryeong.

Region  Tree component a b RMSE R2 CF

Cheongyang

Stem -1.551 1.912 0.115 0.965 1.001

Stem wood -1.991 2.002 0.135 0.957 1.001

Stem bark -2.043 1.449 0.185 0.862 1.002

Branch -5.062 2.673 0.260 0.915 1.004

Leaf -4.933 2.281 0.247 0.897 1.004

Aboveground total -1.722 2.082 0.126 0.965 1.001

Root -4.417 2.550 0.139 0.973 1.002

Total biomass -1.683 2.127 0.145 0.956 1.001

Boryeong

Stem -1.531 1.965 0.135 0.962 1.003

Stem wood -1.770 1.997 0.140 0.961 1.003

Stem bark -2.928 1.756 0.119 0.963 1.002

Branch -4.246 2.379 0.286 0.893 1.014

Leaf -8.011 3.306 0.401 0.891 1.027

Aboveground total -1.657 2.102 0.108 0.979 1.002

Root -3.637 2.377 0.186 0.943 1.009

Total biomass -0.734 1.861 0.145 0.956 1.003

Note : Equations follow the form log Y = a + b logX, where X is stem diameter(cm) and Y is component dry mass(kg). CF is a correction
factor (Spruge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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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비교해 본 결과 줄기목질부 >가지 >줄기 수피 >잎

(박인협과 문광선, 1999)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

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 성숙임분으로

성장해 가면서 줄기목질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잎

은 자연적인 낙지로 인해서 작은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부 바이오매스에 대한 뿌리 바이오매스 비율은 각

지역별로 0.29, 0.27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

교해 보면 Whittaker and Marks(1975)는 일반적으로

large trees에서는 0.2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냈다.

3. 바이오매스 추정식

청양지역에서 흉고직경에 대한 부위별 바이오매스를

SAS(2004)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부위별 바이오매스 추

정 회귀식은 결정계수의 값이 줄기수피와 잎을 제외하면

모든 부위에서 90% 이상의 높은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보령지역도 가지와 잎을 제외하면 90% 이상의 높은 설명

력이 나타났다(Table 3 & Figure 2). 대수회귀식을 보정하

기 위한 Sprugel 보정계수는 청양지역에서 1.001~1.004로

나타났고, 보령지역에서 1.002~1.027로 나타났다(Sprugel,

1983). 추정 회귀식의 a, b값은 청양지역에서 각각 -5.062 ~

-1.551, 1.449~2.67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보령지역에서

-8.011 ~ -0.734, 1.756~3.306의 범위로 나타났다.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청양지역과 보령지역의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 추정치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p-value=0.6250). 두 지역을 매목조사 시 측정한 흉고

직경을 이용하여 중남부 평지형의 상수 a, b 값은 각각

-5.704~2.374, 0.684~6.403의 범위를, 중남부 고지형에서

는 각각 -4.242~2.553, 1.210~5.999로 나타난 상수를 대입

하여(박인협과 이석면, 1990)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

스를 추정한 결과 청양지역과 보령지역보다 중남부 평지

Figure 2. Relationships between observed and predicted tree component dry mass(kg) against DBH for Pinus densiflora in

Cheongyang(a) and Boryeong(b).

Table 4. Net primary production of Pinus densiflora stands in Cheongyang and Boryeong.

Cheongyang Boryeong

 Component kg/tree  Mg/ha(%) kg/tree  Mg/ha(%)

 Stem 3.46 02.59 (25.8) 3.55 04.62 (24.8)

 Stem wood 2.95 02.21 (22.0) 3.09 04.01 (21.5)

 Stem bark 0.51 00.38 (3.8) 0.46 00.60 (3.2)

 Branch 2.66 01.99 (19.8) 2.04 02.66 (14.3)

 Current twigs 0.37 00.28 (2.8) 1.37 01.78 (9.5)

 Leaf 5.09 03.82 (38.1) 5.34 06.95 (37.2)

 Aboveground total 11.58 08.69 (86.6) 12.31 16.00(85.7)

 Root 1.79 01.34 (13.4) 2.04 02.65 (14.2)

 Total biomass 13.37 10.03 (100) 14.35 18.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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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중남부 고지형에서 더 높은 바이오매스량을 나타냈다.

4. 순생산량

청양지역에서 지상부와 지하부를 포함한 임목전체 순

생산량은 각각 8.69 Mg/ha, 10.03 Mg/ha로 나타났고 보령

지역에서 지상부 순생산량은 16.00 Mg/ha를 임목전체에

서 18.66 Mg/ha로 나타났다(Table 4).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소나무 33년생 지상부 순생산량이 4 Mg/ha

로 나타났고(박인협과 문광선, 1999), 임령이 30~40년생

안강형의 임목전체 순생산량은 3.54 Mg/ha, 중남부 평지

형이 10.41 Mg/ha로 나타났으며(박인협과 이석면, 1990),

청양지역은 소나무 33년생과 안강형 보다 높은 값으로 나

타났고 중남부 평지형과는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중남

부 고지형이 12.71 Mg/ha, 금강형이 16.01 Mg/ha(박인협

과 이석면, 1990)으로 나타났고, 평균임령이 36년생인 소

나무의 지상부 순생산량은 15.87 Mg/ha(이수욱, 1985)으

Table 5. Regressions of net primary production dry mass on diameter at breast height for Pinus densiflora in Cheongyang and

Boryeong. 

Region  Tree component a b RMSE R2 CF

Cheongyang

Stem -5.266 2.154 0.154 0.952 1.001

Stem wood -5.706 2.244 0.179 0.941 1.002

Stem bark -5.759 1.691 0.167 0.913 1.002

Branch -5.023 1.991 0.254 0.862 1.004

Leaf -4.775 2.110 0.230 0.895 1.003

Current twigs -6.475 2.160 0.264 0.872 1.004

Aboveground total -3.853 2.086 0.150 0.952 1.001

Root -7.397 2.648 0.169 0.964 1.002

Total biomass -3.865 2.125 0.138 0.960 1.001

Boryeong

Stem -6.469 2.544 0.493 0.762 1.041

Stem wood -6.708 2.576 0.494 0.766 1.042

Stem bark -7.865 2.335 0.494 0.729 1.042

Branch -6.931 2.503 0.407 0.820 1.028

Leaf -8.514 3.340 0.416 0.886 1.029

Current twigs -5.948 2.060 0.320 0.833 1.017

Aboveground total -5.680 2.694 0.309 0.901 1.016

Root -8.150 2.984 0.296 0.912 1.022

Total biomass -4.981 2.503 0.357 0.855 1.021

Note : Equations follow the form log Y = a + b logX, where X is stem diameter(cm) and Y is component dry mass(kg). CF is a correction
factor.

Figure 3. Relationships between observed and predicted net primary production drymass(kg) against DBH for Pinus densiflora

in Cheongyang(a) and Boryeo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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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보령지역은 중남부 고지형과 금강형, 36

년생 소나무 보다 높은 값이 나타났다. 순생산량 구성비

는 청양지역에서 잎 >줄기목질부 >가지 >뿌리 >줄기 수

피 >소지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보령지역에서는 잎> 줄

기목질부 >가지 >뿌리 >소지 >줄기 수피 순으로 나타

났다. 

5. 순생산량 추정식

순생산량에 대한 부위별 대수회귀식과 적합도 검정 결

과를 나타냈다(Table 5 & Figure 3). 청양지역은 가지, 잎,

소지 추정식에서 85% 이상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는 90% 이상의 높은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보령지역

은 줄기 부분에서 다소 낮은 70% 정도의 설명력이 나타

났는데 이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 해 보면 안강형 소나무는

잎과 소지에서 8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박인협과 이석

면, 1990). 이는 본 연구의 두 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

고, 중남부 평지형과 중남부 고지형, 금강형에서 95% 이

상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보다 더 높은 설

명력으로 나타났다. 추정회귀식의 a, b값은 청양지역에서

각각 -5.062 ~ -1.551, 1.449~2.67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보령지역에서 -5.062 ~ -1.551, 1.449~2.673의 범위로 나타

났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중남부 평지형에서 a, b

각각 -0.192 ~ -1.398, 1.738~2.673을 나타냈고 중남부 고

지형에서는 0.070~1.614, 0.204~2.490을 나타냈다(박인협

과 이석면, 1990). 

6. 줄기밀도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줄기밀도는 청양지역에서 0.457, 보령 지역에서 0.421로

나타났으며,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청양지역에서

1.394~1.662로 나타났고 보령지역에서 1.324~1.639로 나

타났다(Table 6).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임령이 20~40

년생 40~60년생 금강소나무의 줄기밀도는 각각 0.345,

0.426으로 나타났으며, 중부소나무는 0.408, 0.431로 나타

났다.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에서 금강소나무는 1.235~1.504,

1.200~1.442로 나타났고 중부소나무는 1.721~2.309,

1.362~1.780(박인협 등, 2005)으로 나타났다. 청양지역은

중부지방소나무보다 높은 줄기밀도가 나타난 반면에, 보

령지역은 40~60년 사이의 줄기밀도 보다 약간 작은 값으

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청양지역(40년생)과

보령지역(41년생)에서 금강소나무보다는 높고 중부지방

소나무 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

시된 줄기밀도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를 이용하여 충남

지역에 분포하는 소나무림의 축적자료에 적용할 경우 총

바이오매스 및 탄소흡수량을 추정하는데 기초적인 정보

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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