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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남 진주시의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월아시험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곰솔임분의 간벌 처리구를 대상으

로 토양 이산화탄소(CO
2
) 방출량과 토양환경요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강도구, 약도구, 대조구를 설치하고 2012

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토양 CO
2
 방출량, 토양온도, 토양수분함량, 토양 pH 변화를 조사하였다. 토양 CO

2
 방출

량의 월별 변화는 간벌처리구와 대조구 사이에 유의적 차가 없었다(P>0.05). 연 평균 토양 CO
2
 방출량의 경우 처리

간 유의적인 차는 없었으나 약도구 0.58 g CO
2 

m−2 h−1, 강도구 0.49 g CO
2 

m−2 h−1, 대조구 0.45 g CO
2 

m−2 h−1 순으

로 약도구가 높게 나타났다. 토양 CO
2 
방출량은 토양온도와 유의적인 지수함수 관계(P<0.05)가 있었으나 토양수분과

토양 pH 와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Q
10

 값의 경우 약도구 3.40, 강도구 3.20, 대조구 3.06으로 약도

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곰솔임분의 간벌처리는 토양온도 상승과 함께 토양 CO
2
 방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nge on soil CO
2
 efflux rates, soil temperature, soil

water content and soil pH by thinning intensity treatments (heavy thinning, light thinning, control) of a black

pine (Pinus thunbergii Parl.) stand disturbed by pine wilt disease in Wola National Experimental Forests in Jinju,

Gyeongnam province. Monthly variations of soil CO
2
 efflux rat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inning and the control treatments (P>0.05). The annual mean soil CO
2
 efflux rates were 0.58 g CO

2 
m−2 h−1

for the light thinning, 0.49 g CO
2 

m−2 h−1 for the heavy thinning and 0.45 g CO
2 

m−2 h−1 for the control

treatments,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exponential relation between soil CO
2
 efflux rates and soil

temperature, but no correlation between soil water content or soil pH and soil CO
2
 efflux rates. The values of

Q
10

 were 3.40 for the light thinning, 3.20 for the heavy thinning and 3.06 for the control treatments,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soil CO
2
 efflux rates in a black pine stand disturbed by pine wilt disease

could be affected by thinning treatments. 

Key words: carbon cycle, forest disturbance, soil property, soil respiration rates 

서 론

산림 내 탄소순환동태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게 대두

된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산림을

대기 중 CO
2
 흡수원(sink)으로 규정한 이후로서, 2005년 2

월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이 가지는

탄소 저장능력 파악 및 토양으로부터 발생되는 CO
2
 방출

량의 정량적 평가는 기후변화 협약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 수립, 기후변화관련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Kimble et al.,

2003; Bravo et al., 2008; Lal et al., 2009). 

산림생태계의 간벌 실시는 상층목의 일부가 제거됨으

로써 잔존목의 탄소 격리 증진 효과와 함께 임내 미기후

의 변화는 토양 CO
2
 방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간벌에 의한 토양 CO
2
 방출은 임분, 영

급, 간벌 강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다양한 반응(Jandl et
*Corresponding author
E-mail: sanchs@gn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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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Selig et al., 2007; Kim et al., 2009; Olajuyigbe

et al., 2012)을 보여 간벌이 실시된 Pinus taeda 임분의 토

양 CO
2
 방출량은 비 간벌구에 비해 감소하였고 주로 토

양온도와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Selig et al., 2007). 그러나 Pinus tabulaeformis 조림지의

경우 간벌처리직후 토양호흡의 증가가 관찰된 반면에

(Cheng et al., 2014), 숲가꾸기가 실시된 소나무임분의 토

양 CO
2
 방출량은 유의적인 영향이 없어(Kim et al., 2009)

상층목의 부분적인 제거에 따른 토양 CO
2
 방출은 지역이

나 임분 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남부지방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으며 피해강도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탄소순환동

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et

al., 2013).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임분의 경우 피해 확

산방지를 위해 위생간벌이나 숲가꾸기 같은 임분밀도 조

절 등 다양한 산림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나(Jeon et al.,

2011), 이러한 산림관리가 토양 CO
2
 방출 및 토양환경 변

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남부 산림지역 중 소나무재선충병 피

해확산 방지를 위해 간벌 같은 임분밀도 조절이 실시된

곰솔임분을 대상으로 간벌처리 수준이 토양 CO
2
 방출 및

토양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국립산림과

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월아시험림 내 곰솔임분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 지역의 최근 30년 동안(1981~2010년)

연 평균 강수량은 1,513 mm, 연 평균 기온은 13.1oC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정된 조사지는 표고 99~124 m

내 산록의 남향에 위치하며 임령은 IV~V 영급이고 사면

경사는 15~25°이다(Figure 1). 하층식생으로는 찔레, 청미

래덩굴, 졸참나무, 산딸기 등이 주로 분포하나 하층목본식

생의 밀도는 높지 않은 반면에 사초류 같은 초본류의 피

도는 높았다(Table 1). 조사지의 모암은 퇴적암인 사암이

전 지역에 우세하고 암적갈색약건산림토양형(DRb
2
)이 분

포하였다. 토양단면 특성의 경우 O층 3~4 cm, A층 0~5

cm, B층 5~50 cm였으며, 토성은 A층과 B층 모두 미사질

양토였다. 토양 견밀도는 A층 1.25~1.5 kg cm−2, B층

1.5~3.5 kg cm−2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C: control; L: light thinning treatment; H: heavy thinning treatmen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inning treatments of a Pinus thunbergii stand disturbed by pine wilt disease.

Thinning treatment Location
Elevation

(m)
Slope
( O )

Understory vegetation

Control 
35°12'07" N 
128°09'59" E

124 15
Smilax china L., Rosa multiflora Thunb., Quercus variabilis Blume,
Indigofera kirilowii Maxim., Quercus serrata Thunb

Light 
35°12'06" N
128°09'56" E

128 20

Smilax china L., Quercus serrata Thunb, Rosa multiflora Thunb., Lindera
glauca (Siebold & Zucc.) Blume, Styrax japonicus S. et Z., Indigofera
kirilowii Maxim., Quercus variabilis Blume, Prunus sargentii Rehder,
Rhus tricocarpa miq., 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Heavy 
35°12'06" N
128°09'58" E

101 25
Smilax china L., Castanea crenata S.et Z., Quercus serrata Thunb,
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Rosa multiflora Thunb., Quercus variabilis B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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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구 설치

2011년 8월에 간벌이 실시되었던 조사지를 대상으로 임

목밀도 및 흉고단면적 합을 고려하여 각 처리구별 20 ×

10 m의 크기를 가지는 조사구(대조구, 약도구, 강도구)를

선정하였다(Figure 1). 각조사구를 대상으로 2012년 2월

매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조사구내 벌채된 임목의 본

수 및 근원부 직경도 측정하였다. 측정된 근원부 직경(X)

은 각 조사구내 잔존임목을 대상으로 근원경과 흉고직경

(Y) 사이 선형회귀모델을 개발하여(Y = 0.811X − 0.637, r2

= 0.96, P<0.05), 벌채 전 각 조사구의 흉고직경을 추정하

는데 이용하였다(Kim et al., 2009). 간벌 처리 후 각 조사

구의 임분 밀도는 대조구 950 본 ha−1, 약도구 400 본 ha−1,

강도구 233 본 ha−1이며, 평균 흉고직경은 대조구 15.7 cm,

약도구 16.5 cm, 강도구 17.6cm 순이었다(Table 2). 

3. 토양 CO
2
 방출량

각 조사구의 토양 CO
2
 방출량은 2012년 3월부터 2013

년 2월까지 매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토양

CO
2
 방출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챔버와 함께 EGM-4(PP

system, Hitchin, UK)를 이용하여 IRGA(infrared gas

analyzer) 방법으로 매월 총 27회[3 처리구(강도구, 약도구,

대조구) × 3 반복구 × 반복구 별 3회 측정] 측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하루 중 어느 일정 시간동안 측정한 토양호흡

측정치는 24시간 동안 측정한 토양호흡 측정치와 유의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iz et al., 2006). 토

양환경요인 변화중 토양온도의 경우 토양 CO
2
 방출량이

측정되는 지점에 디지털 온도계를 이용하여 지표면 8 cm

깊이의 토양온도를 측정하였다. 토양 pH와 토양수분함량

은 Oakfield 토양채취기를 이용하여 토심 15 cm 깊이의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지퍼 백에 밀봉한 후 실험실로 운반

하였으며, 운반된 시료는 토양 pH와 105oC로 24시간 이

상 건조 후 토양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간벌처리 간 유의성을 검정은 SAS의

GLM을 이용하였으며(SAS 2003), 유의적인 차이(P<0.05)

가 있는 경우 Tukey 방법으로 처리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 처리별 토양 CO
2
 방출량과 토양온도 변화와의 관계는

지수함수모델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P<0.05). 각 처리 별

토양 CO
2
 방출량에 있어서 토양온도의 민감도는 Q

10
 값

을 계산하였으며(Saiz et al., 2006), 토양수분함량 및 토양

pH와 토양 CO
2
 방출량의 변동은 상관분석(SAS 2003)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토양 CO
2
 방출의 계절적 변동

토양 CO
2
 방출량의 월별 변화는 간벌처리구와 대조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가 없었다. 그러나 토양 CO
2
 방출량의

계절적 변동은 대조구와 간벌처리구 모두 8월이 가장 높

은 값을 보였으며, 이 기간 동안 강도구 1.20 g CO
2 

m−2

h−1, 약도구 1.15 g CO
2 

m−2 h−1, 대조구 0.97 g CO
2 

m−2

h−1로 강도구나 약도구가 대조구에 비해 토양 CO
2
 방출량

이 높았다(Figure 2). 또한 가장 낮은 값은 동절기인 1월과

2월로써 대조구와 간벌처리구 모두 0.05~0.07 g CO
2 

m−2

h−1 범위에 분포하였다. 

Figure 2. Monthly variation of soil respiration, soil temperature, soil pH and soil water content by thinning treatments of a
Pinus thunbergii stand disturbed by pine wilt disease.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represent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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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CO
2 
방출의 계절적 변동은 토양온도의 계절적 변

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으며 토양온도의 경우 임목

생육 기간인 4월부터 10월 사이 강도구가 대조구나 약도

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상층임관의 제거와 함

께 낙엽층 및 토양층에 유입되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증가

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12월이나 1월의 경우 강도

구는 대조구에 비해 토양온도가 낮았으며(Figure 2), 이는

낙엽낙지량 감소와 임목생육기간동안 토양 온도 상승으

로 인한 낙엽층의 분해율 증가 등에 의한 단열효과 감소

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특히 강도구나 약도구의 경우 상

당량의 임목이 제거되어(Table 2) 대조구에 비해 뿌리호흡

에 의한 토양 CO
2 
방출량이 감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Malliak and Hu, 1997; Larporte et al., 2003) 토양

CO
2 
방출량의 증가는 토양온도 상승에 의한 토양 미생물

호흡(heterotrophic respiration)이 계절적 변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Pinus tabulaeformis 조림지의

간벌구는 비간벌구에 비해 유기물 분해율 증가와 함께 임

목 생장기간 동안만 토양 호흡량이 8-21% 증가하였다

(Cheng et al., 2014). 그러나 미생물의 활력이나 수분이동,

가스 확산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토양 수분 함량은 조사

기간 동안 전 처리구에서 계절적 변동이 뚜렷하지 않아

토양 CO
2 
방출량의 계절적 변동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pH의 경우 토양 CO
2 
방출의 계절적 변동

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하절기(7월과 8월)는 식

Table 2. Stand characteristics in thinning treatments of a Pinus thunbergii stand disturbed by pine wilt disease.

Thinning treatment
Tree density (trees ha−1) DBH (cm) Basal area (m2 ha−1)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Control
950
(76)

950
(76)

15.7
(0.34)

15.7
(0.34)

20.00
(1.4)

20.00
(1.4)

Light
750

(104)
400
(58)

17.5
(0.67)

16.5
(0.87)

20.40
(3.13)

9.59
(2.1)

Heavy
800

(332)
233
(33)

17.6
(0.87)

19.9
(0.89)

21.56
(3.10)

7.52
(0.18)

Values in parentheses are one standard error.

Figure 3. Exponential and correlation relations between soil respiration and soil temperature, soil pH or soil water content by
thinning treatments (a: control; b: light thinning; c: heavy thinning; d: all treatments) of a Pinus thunbergii stand disturbed by

pine wil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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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양이온 흡수과정동안 수소이온 방출이나, 토양온도

상승에 의한 유기물 분해율 및 질산화율 증가 등에 의해 토

양 pH가 낮았으나 동절기(1월과 2월)는 높은 값을 보였다. 

2. 토양 CO
2
 방출량과 토양 환경요인과 관계

곰솔임분의 간벌처리에 따른 토양 CO
2
 방출량과 토양

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토양온도는 강도구, 약

도구, 대조구 모두에서 유의적인 지수함수의 관계(P<0.05)

가 있었다(Figure 3). 결정 계수 값도 강도구 0.56, 약도구

0.64, 대조구 0.59로서 약도구가 높았으나 처리 간 큰 차

이는 없었다. 토양 CO
2
 방출량과 토양온도 사이 지수함수

모델의 결정계수 값은 0.60 정도로 국내에서 수행된 타 소

나무림을 대상으로 한 지수함수모델의 결정계수 값

0.77~0.80(Noh et al., 2010)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입지환경이 유사한 소규모의 임분 단위에서 수행

되었지만 부분적인 임목 제거 후 불규칙한 상층임관과 지

하부 식물 뿌리 밀도의 차이 등에 의해 토양 CO
2
 방출 및

토양온도의 시·공간적 변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Q
10

 값은 약도구 3.40, 강도구 3.20, 대조구 3.06

으로 약도구가 토양온도 상승에 따른 토양 CO
2
 방출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이와 같이 간벌처리

구의 Q
10

 값 상승은 토양호흡에 관계되는 요인인 미생물

활력 등의 변화가 토양온도의 상승과 함께 발생하였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Olajuyigbe et al., 2012). 전체 조사구에

서 얻어진 Q
10 
값은 3.22로서 국내에서 수행된 소나무임분

의 Q
10 

2.9-3.5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다(Noh et

al., 2010; Kim et al., 2012).

토양 pH와 토양 CO
2
 방출량의 경우 간벌처리구와 대조

구 모두 토양 pH 증가에 따라 토양 CO
2
 방출량이 줄어드

는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구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상

관관계가 없었다(Figure 3). 그러나 강도구의 토양 CO
2
 방

출량과 토양 pH의 음의 상관관계는 토양 pH의 계절적 변

동이 토양온도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산

림토양의 경우 토양온도가 높아 토양 CO
2
 방출량이 가장

많은 하절기에 토양 pH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Kim,

2008). 토양수분함량과 토양 CO
2
 방출량의 경우 전 처리

구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토

양수분함량의 월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국내에서 수

행된 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 바 있다(Kim

et al., 2009). 

3. 토양 CO
2
의 연 방출량 

연 평균 토양 CO
2
 방출량은 약도구 0.58 g CO

2 
m−2 h−1

로 강도구 0.49 g CO
2 

m−2 h−1나 대조구 0.45 g CO
2 

m−2

h-1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나 유의적인 차는 없었다(Figure

4). 토양 CO
2 
방출은 토양유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

는 토양 미생물의 호흡(heterotrophic respiration)과 살아있

는 식물 뿌리의 호흡(autotrophic respiration)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간벌 처리에 따른 임목제거는 토양 호흡의 감

소가 발생 할 수 있다(Malliak and Hu, 1997; Larporte et

al., 2003). 반면에 상층임목 제거에 따른 임내 미기후 변

화나 벌채잔존물의 임내 환원, 죽은 뿌리에 의한 토양 유

기물 증가는 토양 미생물 호흡 증가의 원인 일 수 있다

(Cheng et al., 2014).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도 토양 유기

물 분해와 밀접한 관련(Berg and Laskowski, 2006)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연 평균 토양온도의 경우 강도구는

14.69oC으로 약도구 14.31oC과 대조구 13.92oC에 비해

0.38~0.77oC 정도 높았다(Figure 4). 그러나 토양수분 함량

Figure 4. Mean soil respiration, soil temperature, soil pH and soil water content by thinning treatments of a Pinus thunbergii

stand disturbed by pine wilt disease.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represent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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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강도구 16.03%, 대조구 15.78%, 약도구 15.49%

로 처리 간 유의적인 차가 없었으며, 토양 CO
2
 방출량이

높았던 약도구가 가장 낮은 수분함량을 보였다. 비록 토

양수분함량에 유의적인 차는 없으나, 토양 CO
2
의 대기로

방출은 주로 확산(diffusion)이 기여하기 때문에(Bray and

Weil 2010), 약도구의 낮은 토양수분 함량은 토양 CO
2
 방

출량의 증가에 기여 할 수 있다. 연 평균 토양 pH의 경

우 강도구는 pH 5.14로 대조구 pH 5.37에 비해 낮으나

처리 간 유의적인 차는 없었다. 토양 pH 변화는 토양미

생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물 뿌리 생육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 양분유효도의 경우도 토양

pH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ray and Weil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토양 pH 변동은 강도구의 부의 상

관(r = -0.33)을 제외하고 토양 CO
2
 방출량과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3).

약도구의 연 평균 토양 CO
2
 방출량은 대조구에 비해

0.09 g CO
2 
m−2 h−1 정도 높았으나 간벌처리구와 대조구 사

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조사시기가 간벌처

리 후 일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임분 내 뿌리 호흡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하층식생 발달이나 잔존임목의 뿌리 밀도

및 활력 같은 임내 환경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 일 수 있

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소나무임분에서 관찰된 바

있으며 숲가꾸기임분과 미실시임분의 연 평균 토양호흡

량은 0.24 g CO
2 

m−2 h−1로 동일하였고 이는 임목 벌채 후

토양환경 요인 변화와 함께 미생물호흡은 증가하지만 식

물 뿌리 호흡 감소가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곰솔임분 대조구의 토양 CO
2

방출량은 0.45 g CO
2 

m−2 h−1로서 동일지역인 진주 월아시

험림내 소나무임분의 연 평균 CO
2
 방출량 0.504 g CO

2

m−2 h−1와 큰 차이는 없었다(Kim et al., 2012). 

결 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곰솔임분을 대상으로 간

벌 같은 임분밀도 조절이 토양 CO
2
 방출량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 CO
2
 방출량의 월별 변화는 간벌처리구

와 대조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가 없었으며 계절적 변동은

토양온도 변화와 유사하였다. 연 평균 토양 CO
2
 방출량

의 경우 간벌처리 수준 간 유의적인 차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약도구가 높은 값을 보여 이러한 경향이 장기적인

관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곰솔임분

의 간벌처리구와 대조구 모두 토양 CO
2
 방출량은 토양

온도증가와 지수함수 관계가 있었으며 Q
10

 값이 가장 높

았던 약도구가 토양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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