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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원지역 1영급 금강소나무를 대상으로 천연적으로 갱신된 임분과 인공식재에 의해 성립된 임분

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량간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성립방법과 생육환경이 상이한 1영급 금강소나무의 임목

생체량 추정에 적합한 회귀식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두 지역에서 각각 생육중인 천연갱신된 임목과 인공조림

된 임목을 각 10본씩 전체 40본을 굴취하여, 수고와 근원직경, 지상부 각 부위별 건중량을 측정하였으며, 지하부인

뿌리에 대하여 주근과 수평근으로 구분하여 각각 길이, 무게, 재적을 조사하였다. 지상부와 지하부 상관관계에서 임

분의 성립방법과 생육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천연림과 인공림 모두에서 수고를 제외한 지상부 인자들

은 뿌리 길이를 제외한 대부분 인자들과 밀접한 상관을 나타내었다(p< 0.05). 특히 임목에 있어 측정이 용이한 근원

직경은 모든 조사 임분에서 지상부와 지하부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p< 0.01) 각 지상부 생체량 뿐만 아니라

지하부 생체량 추정에 적합한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고는 대부분의 지상부와 지하부 인자들과 낮은 상관

을 보여, 강원지역 1영급 금강소나무의 임목 생체량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로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얻어진 회귀식은 근원직경을 이용한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체량 추정에 기초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correlation of above- and below-ground biomass and to drive

regression equation suitable for estimating standing tree biomass between natural and planted stands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of one age-class in Gangwon province, Republic of Korea. Total 40 trees, 10 from the

naturally regenerated and 10 from the planted stands in each of two studied sites, were uprooted to measure

height, diameter at root color (DRC), and the dry weights of stem, branches, and needles. The length, weight,

and volume of the main and horizontal roots were also measured. Most of the above-ground traits except height

were highly correlated with most of the other above-ground traits and the below-ground traits except the length

of roots (p < 0.05). Especially, the DRC, which is measured easily on the standing tree, was highly correlated

with most of the traits in all studied stands (p < 0.01). Thus, the DRC would be the most desirable trait to

estimate not only above-ground biomass but also below-ground biomass. However, height was not a good

variable to estimate standing tree biomass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of one age-class in Gangwon province

because it was not correlated with most of other traits. Regression equations derived from the current study

could be used effectively as a basic data for estimating above-ground and below-ground biomass using 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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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상대적 균형은 유전적 요

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östler et al.,

1968; Sanantonio, 1990; Lacointe, 2000). 또한 수목의

각 부위별 생체량은 유전적으로 고정된 높은 상관관계

가 성립하지만, 이는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외부 환경인자에 의한 영향은 일정하지 않다

(Gruber, 1994).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상대 생장 추정방정식은 실제

현장에서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고(Lee, 2004a),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량의 추정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고직경과

수고를 공급변수로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Bartelink,

1998; Drexhage and Gruber, 1999; Le Goff and Ottorini,

2001), 임목의 생체량 조사는 벌채 여건과 경제적 부담, 해

당 수종 분포 등에 따른 지역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회귀

식을 통한 추정이 검정된 바 있다(Whittaker and Marks,

1975; Alban et al, 1978; Lee et al., 1985; Park and Lee,

1990). 

일반적으로 임목 생체량은 수종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Park et al., 1996), 동일 수종이라도 지역(Park and Lee,

2002), 영급(Noh et al., 2005; Park et al., 2005; Lee et

al., 2006), 임분밀도(Jin et al., 1999) 등에 따라서도 차이

가 나타나며, 동일한 수종과 지역이라도 해발고와 사면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Kwon and Lee, 2006). 또

한 임분의 기원 및 성립방법에 따라서도 지상부 생장을

비롯한 뿌리의 생장 및 형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lourde et al., 2009; Na et al., 2010). 또한

지하부인 뿌리는 임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

지만(Whittaker and Marks, 1975),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

하는 지하부 조사는 지상부 조사에 비해 연구가 미흡하여,

지하부 생체량 추정 회귀식의 조제를 위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im and Kim, 1988; Park and Lee,

1990).

국내에서 수행된 수목의 각 부위별 상관관계에 대한 연

구로는 여러 지역에서 조사된 독일가문비나무(Lee, 2001)

와 소나무(Lee, 2004a)에 대해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량

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국외에서도 흉고직경과

뿌리 생체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선형 회귀곡선을 적

용하여 상대 생장 추정식을 추정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된 바 있지만(Watson and O’Lounhlin, 1990; Kuiper and

Coutts, 1992; Kapeluck and Van Lear, 1995; Thies and

Cunningham, 1996), 임분의 기원이 상이한 금강소나무 생

장초기 임분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 2곳의 1영급 금강소나무

를 대상으로 모수에 의해 자연적으로 임분이 성립된 천연

림과 용기묘를 식재해 성립된 인공림간의 지상부와 지하

부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임분 기원의 차이

와 생육환경의 차이가 1영급 금강소나무의 지상부와 지하

부 생체량 생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및 조사목 선정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두 지역에 생육하는 1영

급 금강소나무를 대상으로 그 동안 인위적·자연적 교란

이 없었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

림(Natural stand, Na)과 인공림(Planted stand, Pl)을 각각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임목의 생장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기후 및 토양환경에 따른 두 임분간의 생장환경 차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두 임분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임분의 생장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지역의 천연림과 인공림에 대해 각각 조사를 실시하였다.

Site 1(37° 36' N, 128° 45' E)과 Site 2(37° 46-53' N, 128°

42-45' E)의 천연림은 임분 상층의 모수로부터 종자가 떨

어져 자연적으로 임목이 발생되어 성립된 임분으로써 수

령이 2년에서 10년 이하의 금상소나무 치수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Site 1과 site 2의 인공림은 1-1묘를

2003년에 조림하여 조사시점(2009년 3월)까지 5년간 현지

에서 적응해 생육하고 있는 임분이었다. Site 1과 Site 2의

해발고는 각각 870 m와 490 m였고, 사면경사는 모든 임

분에서 15~25° 사이였으며, 사면방위는 남향~남서향 이었

다. 각 임분의 토양 pH는 5.4~5.7 범위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토양 EC는 모든 임분에서 0.1 ds/m로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토양 용적밀도는 Site 1과 Site 2의 천연

림이 각각 1.33 g/cm3와 1.25 g/cm3로 인공림의 1.12 g/

cm3와 1.20 g/cm3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조사목의 선정은 각 임분별로 전체 임분을 대표할 수 있

는 곳에 가로×세로 각 10 m의 방형구를 설치한 후 방형

구 내에 존재하는 1영급 이하의 임목 중 생육이 건전한 임

목을 대상으로 천연임분과 인공임분에서 각 10본씩 총 40

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선정된 조사목은 지표면에서 2 cm 윗부분의 지상부를

벌채하여 줄기, 가지, 잎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하부는 모

든 뿌리를 굴취하여 흙을 털어낸 후 생체량 분석을 위해

전량 실험실로 운반하여 조사하였다. 지상부에 대하여 수

고, 근원직경, 부위별(줄기, 가지, 침엽, 전체) 건중량을 측

정하였고, 지하부에 대하여 주근과 수평근을 구분하여 길

이, 무게, 재적을 구하였다(Figure 1). 지상부에 대한 조사



44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1호 (2011)

로 수고를 측정하였으며, 근원직경의 측정은 근주부분에

서 두께가 약 1.0 cm인 원판을 채취하여 장경과 단경을

측정한 후 그 평균값(심각등분법)으로 구하였다. 각 부

위별 건중량은 지상부를 줄기, 가지, 침엽으로 구분하여

각각 종이봉투에 담아 90oC 건조기에서 48시간 동안 건

조하여 0.1 g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줄기건중량은 근원

경으로 측정하기 위해 분리된 원판의 건중량을 합하여

구하였다. 

지하부 인자들의 측정은 먼저 뿌리를 주근과 수평근으

로 구분하여 주근과 수평근의 길이, 무게, 재적을 각각 조

사하였으며, 각각의 뿌리에 대해 주근과 측근의 합으로 전

체 뿌리 길이, 전체 뿌리 무게, 전체 뿌리 재적을 측정하

였다. 뿌리 무게는 지상부의 건중량을 조사한 방법과 동

일하게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뿌리의 재적은 조

사목의 뿌리가 일정한 형태로 발달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물이 든 실린더에 표본을 넣기 전 눈금과 표본으로 넣은

후 눈금의 차로 재적으로 구하는 측용기법(Cha et al.,

2002)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Pearson

Bivariate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으며, 임목에

있어 측정이 용이한 근원경을 독립변수(X)로 사용하고, 지

상부인 줄기량, 가지량, 침엽량, 전체 지상부량과 지하부

인 전체 뿌리무게와 재적을 종속변수(Y)로 하여 선형회귀

식을 구하였으며, 전체 지상부 무게에 대해서는 전체 뿌

리의 무게와 재적에 대해 회귀식을 나타내었다. 

결 과

1. 조사목의 일반적 특성

임분 성립방법이 다른 두 지역의 각 임분에 대하여 평

균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량을 조사하였다(Figures 2와 3).

조사목의 평균 수고는 Site 2의 천연림이 199.0 cm로 다

른 세 곳의 임분보다 매우 좋은 생장을 보였고, 근원직경

또한 4.7 cm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줄기 건중량

을 비롯한 다른 부분의 건중량 역시 Site 2의 천연림이 가

장 좋은 생장을 보여 지상부 전체 건중량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Figure 2). Site 1의 천연림의 평균 수고는

146.2 cm로 Site 1과 2의 인공림(Site 1 : 83.9 cm, Site

2 : 93.1 cm)보다 높았으나, 조사목 평균 근원직경은 세 임

분의 값이 유사하였다. 지상부 전체 건중량에서도 Site 2

의 천연림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하부인 뿌리의 전체 길이는 Site 2의 천연림(962.2

cm)과 Site 1의 인공림(954.7 cm)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으며, 다음으로 Site 2의 인공림(784.4 cm)과 Site 1의 천

연림(632.8 cm) 순이었다(Figure 3). 주근의 길이는 Site 1

과 2의 인공림이 21.5-26.3 cm 범위의 생장을 보인 반면,

천연림은 43.3-47.8 cm의 범위의 길이생장을 한 것으로 나

타나, 천연림이 인공림보다 우수한 주근의 길이생장으로

보여주었다. 수평근의 길이는 Site 1에서 인공림이 933.2

cm로 천연림의 589.5 cm에 비하여 길었지만, Site 2에서

는 오히려 인공림이 758.3 cm로 천연림의 914.4 cm에 비

Figure 1. Schematic picture of the traits that were measured for the above- and below-ground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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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체 뿌리 건중량은 Site 2의 천연림이 243.0 g으로 가

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Site 2의 인공림이 113.8 g

의 값을 나타내었다. Site 1에서는 오히려 천연림이 61.7 g으

로 인공림의 84.3 g에 비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주

근과 수평근의 건중량도 Site 2의 천연림이 가장 높은 값

을 타내었고, Site 2의 천연림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또한 뿌리의 전체 재적 및 주근과 수평근의 재적도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뿌리의 무게와 재적이 서

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지상부의 생체량 결과를 종합해 보면, Site 2의 천연림

은 인공림에 비해 매우 우수한 생장으로 보인 반면, Site

1의 천연림과 인공림은 유사한 생체량을 보였다. 반면, 지

하부 생체량에 있어 Site 1은 전체적으로 주근의 길이를

제외한 모든 뿌리의 생장에서 인공림이 천연림에 비해 다

소 우수한 생장을 나타내었지만, Site 2는 주근의 길이를

포함한 모든 뿌리의 생장이 인공림보다 천연림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어, 성립방법에 따른 두 임분간의 생장 차이

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환경에 따른 수목의 생체

량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Comparison of above-ground biomass of natural and planted stands in two studied sites. DRC : Diameter at root
collar, AGTW : Above-ground total dry weight.

Figure 3. Comparison of below-ground biomass of natural and planted stands in two studi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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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bove- and below-ground traits of natural and planted stands of P. densiflora for. erecta

in two studied sites.

　 　 　 H DRC SW BW NW AGTW

Above 
-ground

Diameter at root 
collar (DRC)

Site 1
Na -0.08

Pl -0.58

Site 2
Na -0.77**

Pl -0.56

Stem dry weight
(SW)

Site 1
Na -0.28 -0.93**

Pl -0.85** -0.91**

Site 2
Na -0.85** -0.97** 

Pl -0.80** -0.93** 

Branch dry weight
(BW)

Site 1
Na -0.20 -0.92** -0.85**

Pl -0.24 -0.23 -0.03

Site 2
Na -0.49 -0.77** -0.79**

Pl -0.58 -0.87** -0.82** 

Needle dry weight
(NW)

Site 1
Na -0.15 -0.77** -0.73* -0.93**

Pl -0.72* -0.95** -0.94** -0.09

Site 2
Na -0.41 -0.77** -0.77** -0.90**

Pl -0.62 -0.92** -0.92** -0.87**

Above-ground total 
dry weight (AGTW)

Site 1
Na -0.23 -0.93** -0.92** -0.98** -0.93**

Pl -0.60 -0.94** -0.86** -0.45 -0.93**

Site 2
Na -0.67* -0.91** -0.94** -0.94** -0.93**

Pl -0.68* -0.94** -0.94** -0.95** -0.97**

Below
-ground

Length of total roots
(LTR)

Site 1
Na -0.02 -0.27 -0.38 -0.02 -0.01 -0.16

Pl -0.38 -0.28 -0.38 -0.12 -0.18 -0.27

Site 2
Na -0.16 -0.31 -0.32 -0.00 -0.17 -0.20

Pl -0.25 -0.02 -0.11 -0.11 -0.15 -0.13

Length of taproots
(LT)

Site 1
Na -0.02 -0.77** -0.77** -0.73* -0.56 -0.74*

Pl -0.34 -0.35 -0.40 -0.35 -0.23 -0.12

Site 2
Na -0.43 -0.24 -0.28 -0.46 -0.18 -0.33

Pl -0.42 -0.67 -0.60 -0.52 -0.37 -0.51

Length of horizontal
roots (LHT)

Site 1
Na -0.02 -0.23 -0.34 -0.03 -0.02 -0.12

Pl -0.39 -0.28 -0.39 -0.10 -0.18 -0.27

Site 2
Na -0.15 -0.30 -0.31 -0.01 -0.17 -0.19

Pl -0.27 -0.01 -0.14 -0.14 -0.17 -0.16

Dry weight of total 
roots (WTR)

Site 1
Na -0.01 -0.89** -0.76* -0.86** -0.81** -0.86** 

Pl -0.56 -0.93** -0.86** -0.02 -0.89** -0.79*

Site 2
Na -0.37 -0.62 -0.64* -0.59 -0.77** -0.70*

Pl -0.43 -0.96** -0.82** -0.87** -0.90** -0.91** 

Dry weight of taproot
(WT)

Site 1
Na -0.10 -0.80** -0.77** -0.82** -0.80** -0.84**

Pl -0.46 -0.86** -0.76* -0.03 -0.81** -0.71*

Site 2
Na -0.28 -0.36 -0.43 -0.43 -0.57 -0.50

Pl -0.35 -0.91** -0.76* -0.80** -0.89** -0.86**

Dry weight of horizontal 
roots (WHT)

Site 1
Na -0.11 -0.84** -0.61 -0.77** -0.67* -0.72* 

Pl -0.70* -0.96** -0.94** -0.01 -0.93** -0.85** 

Site 2
Na -0.36 -0.82** -0.74* -0.63* -0.80** -0.77**

Pl -0.52 -0.92** -0.83** -0.90** -0.80** -0.89**

Volume of total roots 
(VTR)

Site 1
Na -0.06 -0.87** -0.78** -0.81** -0.74* -0.83**

Pl -0.74* -0.93** -0.95** -0.05 -0.90** -0.81** 

Site 2
Na -0.54 -0.73* -0.80** -0.77** -0.81** -0.85**

Pl -0.42 -0.96** -0.82** -0.89** -0.91** -0.92**



강원지역 1영급 금강소나무에 대한 천연림과 인공림의 지상부와 지하부 상관관계 47

2. 지상부와 지하부 상관관계 

조사목의 지상부 생체량간의 상관관계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수고에 대한 지상부 인자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수고를 제외한 모든 측정 인자들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

였다. 지상부의 수고는 근원직경과 줄기 무게 등 몇몇 인

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대측정항목간에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근원

경에 대한 지상부 인자간의 상관관계는 Site 1의 인공림에

서 가지건중량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임분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줄기 건중량에 대한 지상부 인자간

의 상관관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지건중량에 대

한 지상부 인자간의 상관관계는 Site 2에서 천연림과 인공

림이 모든 인자들간에 높은 정의상관을 보인 반면, Site 1

에서는 천연림만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침엽의

건중량과 지상부 전체 건중량 또한 두 지역의 모든 임분

에서 지상부 인자들간에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지상부와 지하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Site 1의 천

연림을 제외한 나머지 임분에서는 각 지상부 인자들과 전

체 뿌리길이, 주근의 길이, 수평근의 길이 간에는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수고와 각 지하부 인자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두 지역의 각 임분 모두에서 거의 대부분

의 인자들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및

성립방법이 다른 임분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근원경을

비롯한 나머지 지상부 인자들은 각 지하부 인자들과 대부

분 높은 정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Site 2의 천연림

은 지상부 인자와 주근의 건중량, 재적과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아 다른 임분들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근원직경에 대한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량 추정

본 연구에서는 어렵게 뿌리를 굴취하지 않아도 회귀식을

통하여 측정이 손쉬운 흉고직경을 이용하여 전체 뿌리 생

체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각 임분에서 근원직

경에 대한 지하부의 전체 건중량 및 재적과의 선형회귀식

을 구하였다. 측정이 용이한 근원직경(DRC)을 독립변수(X)

로 하고 지상부 생체량 변수인 줄기, 가지, 침엽, 지상부

전체 건중량을 종속변수(Y)로 하여 두 지역의 천연림과 인

공림에서 근원직경에 대한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Figure

4). 근원직경과 줄기건중량과의 회귀식은 Site 1에서 천연

림과 인공림이 각각 Y=101.2X-112.1(r2=0.84)과 Y=60.2X-

60.4(r2=0.82)이고, Site 2에서는 천연림이 212.3X-459.7

(r2=0.92), 인공림이 Y=80.2X-99.5(r2=0.87) 이었으며, 그 결

정계수는 모든 임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Figure 4A).

근원직경과 가지건중량의 선형회귀식에서 결정계수는 두

지역의 천연림과 Site 2의 인공림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나, Site 1의 인공림은 낮은 결정계수 값을 나타내었

다(Figure 4B). 

근원직경에 대한 침엽건중량은 그 회귀식이 두 지역의

천연림이 각각 Y=61.7X-56.0(r2=0.57)과 Y=99.3X-58.2

(r2=0.60)로 나타났으며, 인공림은 두 지역에서 각각

Y=125.7X-168.3(r2=0.91)과 Y=97.8X-121.5(r2=0.86)로 나

타나 모든 임분에서 높은 결정계수 값이 나타났으나, 인공

림의 결정계수 값이 천연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C). 근원직경과 지상부 전체 건중량과는 Site 1의 천연림

과 인공림이 각각 Y=254.6X-287.1(r2=0.85)과 Y=204X-

175.3(r2=0.88) 이었으며, Site 2에서는 천연림이 Y=426.1X-

660.7(r2=0.84), 인공림이 Y=290.9X-388.7(r2=0.91) 으로, 모

든 임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Figure 4D). 

Site 1에서 천연림과 인공림의 근원직경에 대한 뿌리 전

체 무게간의 회귀식은 각각 Y=45.4X-54.0과 Y=61.7X-

71.3으로 나타났고, 그 결정계수는 각각 0.77과 0.87로 두

임분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Site 2의 인공

림도 그 회귀식이 Y=124.1X-209.8(r2=0.91)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Site 2의 천연림은 다른 임분

에 비해 그 값의 분포는 높았지만 근원직경과 뿌리 전체

건중량간의 회귀식에서 결정계수가 0.38로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Figure 4E). 근원직경과 전체 뿌리 재적과의 관

계에서는 Site 1의 천연림이 Y=83.9X-100.1의 회귀식과

0.73의 결정계수를 나타내었고, 인공림은 그 회귀식이

Table 1. Continued.

　 　 　 H DRC SW BW NW AGTW

Below
-ground

Volume of taproots
(VT)

Site 1
Na -0.17 -0.77** -0.77** -0.73* -0.68* -0.78** 

Pl -0.72* -0.93** -0.94** -0.11 -0.95** -0.82**

Site 2
Na -0.45 -0.40 -0.55 -0.60 -0.56 -0.61

Pl -0.36 -0.91** -0.77* -0.84** -0.90** -0.88** 

Volume of horizontal
roots (VHR)

Site 1
Na -0.14 -0.81** -0.60 -0.73* -0.65* -0.70*

Pl -0.68* -0.78* -0.83** -0.06 -0.68* -0.68*

Site 2
Na -0.36 -0.83** -0.73* -0.57 -0.72* -0.73*

Pl -0.50 -0.95** -0.85** -0.90** -0.84** -0.91**

H : Tree height, DRC : Diameter at root collar, Na : Natural stand, Pl : Planted stand. 
*and **indicate significance at 5% and 1%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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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44.1X-227.0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0.88로 나타

나 두 임분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Site 2에서는 인

공림의 결정계수가 0.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천연림은 그

결정계수가 0.54로 비교적 낮은 값이 나타났다(Figure 4F).

고 찰

본 연구는 임분의 성립방법이 다른 천연림과 인공림간

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량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임목에 있어 지상부의 생장은 뿌리

구조 발달에 의해 균형을 이루지만(Nielsen, 1992), 모수에

서 낙하된 종자에서 생산된 임목과 용기묘 또는 노지묘로

생산된 묘목을 식재한 임목간에는 지상부의 생장부터 지

하부의 생장, 토심별 뿌리분포, 뿌리 형태 등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천연림과 인공림간의 지상부 비교에서 용기묘

를 인공조림한 수목은 조림 직후 5년 동안 수목의 생장이

지연되고(Sundström and Keane, 1999), 천연갱신된 임목

보다 더 낮은 수고대 직경비(height-to-diameter ratio)를 나

타내었으며, 이러한 지상부 생장의 차이는 뿌리 기형으로

인해 야기된 영양분 흡수의 미흡 때문이라 하였다(Robert

Figur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RC and some important traits measured in natural and planted stands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of one age-class in two studied sites. Na : Natural stand, Pl : Planted stand, DRC : Diameter at root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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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ndgren, 2006). 또한 Kim(2004)은 조림지와 천연림,

맹아림에서 여러 수종의 직경생장을 비교한 결과 각 수종

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천연림이

인공림보다 우수한 직경생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지하부의 형태 및 생장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인

공림은 천연림에 비해 주근과 측근의 발달이 토양 표층에

집중되어 있으며(Plorude et al., 2009), 특히 용기묘는 용

기의 제한된 용적과 모양으로 인해 기형의 뿌리구조가 발

생하고 뿌리의 발달이 제한된다(Van Erden and Arnott,

1974; Huuri, 1978; Halter et al., 1993). 또한 용기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나선형뿌리(root spiraling)는 뿌리가 용

기내부를 따라 옆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이 뿌리를 말하

는데(Sutton and Tinus, 1983), 이는 뿌리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지 식재 후에도 단·장기간

수목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나선형뿌리를 갖

고 있는 용기묘는 식재되었을 때 활착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과 주근의 발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Burden and

Martin, 1982; Marler and Wilis, 1996). Persson(1978)은

나선형뿌리가 인공조림 시 임목의 안정에 필수적인 2차근

의 발생을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분의 성립방법이 다른 천연림과 인공림

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장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한 동일한 천연림 지역이라도 임분이 위치한 해발고, 임분

밀도 등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 생장차이가 나타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Site 2의 천연림은 잣나무 조림지 사이

에 성립된 임분으로서 매년 풀베기 작업을 이루어짐으로써

타 임분에 비해 매우 우수한 생장을 보였다(Figure 2, 3). 

이와 같이 임분의 성립기원 뿐만 아니라 임분의 위치,

육림작업의 여부 등에 따라 지상부 뿐만 아니라 지하부의

형태와 생장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 실

시한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량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지상부 인자간에 상관관계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지상부와 지하부의 각 인자별 상관관계에서

도 천연림과 인공림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Table 1), 모

든 임분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30-40년생 독

일가문비나무(Lee, 2001)와 25-45년생 소나무(Lee, 2004a)

의 수고와 지상부 인자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지상부 인자

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

구에서 수고에 대한 각 지상부와 지하부 인자간에는 모든

임분에서 높은 정의상관이 나타나지 않아(Table 1), 기존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조사 임분의 수

령이 10년 이하의 유령림이고, 조사목이 생장하는 환경적

인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흉고직경과 각 지상부와 지하부 인자들간

의 상관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10년 이하의 어

린 금강소나무 치수에 대한 지상부 생체량 추정에는 수고

보다 근원직경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1

and Figure 4). 

또한 지하부는 일반적으로 수목의 임령이 증가할수록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량 비는 감소하지만(Santantonio,

1990; Noh et al., 2005), 이는 수종(Koch, 1989; Cairns

et al., 1997)과 수목이 생육하는 환경(Keyes and Grier,

1981; Fogle and Hunt, 1983; Persson, 1983; Lee, 2000;

2004b)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1영

급 강원지역 금강소나무의 정확한 지하부 생체량 추정을

위해서는 근원직경 또는 지상부 전체 건중량으로써 전체

뿌리의 건중량을 추정하는 회귀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Figure. 4). 반면, 뿌리의 전체 길이, 수

직근의 길이 및 수평근의 길이는 각 지상부 인자들 뿐만

아니라 지하부 인자들간에서도 높은 정의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아 임목의 지하부 생체량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로서

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자료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성은 다양한 영급과 지역에

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육

하는 환경조건의 상이함 뿐만 아니라 임분의 성립 기원도

다른 네 곳의 임분에서 생육하는 1영급 금강소나무의 생

체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용이한 근원직경이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회귀식은 강원지역 1영급 금강소나무 임분에서 근원직경

을 이용한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상대적인 뿌리 생체량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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