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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월악산에 식재된 잣나무와 화백나무의 형성층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1) 수종에 따른 형성층 활동 기간을 

확인하고, 2) 적산온도가 형성층 활동 개시에 미치는 영향과 3) 생육기간 중 강수량이 연륜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식재연도가 동일하지만 직경생장이 다른 두 그룹(DBH 평균 30 cm (CPL)와 15 cm 

(CPS))의 화백나무 생장패턴도 함께 조사하였다. 형성층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미니코어를 활용하였으며, 시료채취는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실시되었다. 형성층 활동 개시와 종료가 기대되는 4-5월과 9월 중순-10월은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연륜분석 결과 잣나무의 평균 연륜 수는 30개로 CPS와 CPL보다 7 (CPS) 또는 8 (CPL)

개 적었다. 반면, 잣나무의 평균 연륜폭은 4.12 mm로 CPL (3.97 mm)과 CPS (1.84 mm)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백나무 상호비교에서는 CPL의 평균 연륜폭이 CPS보다 2.13 mm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연륜

폭을 비교한 결과 CPS1 (0.83 mm)를 제외한 CPS2 (2.42 mm)와 CPS3 (2.73 mm)은 CPL (2.71 mm) 그룹과 유사하였

다. PK의 형성층 활동 개시는 4월 13일과 21일 사이로 CPS1를 제외한 화백나무보다 일주일 정도 빨랐으며, 종료는 

9월 1일과 22일 사이로 형성층 활동 최대기간이 157.3 (± 3.3)일이었으며, CPS (145.7 ± 6.6일)와 CPL (148.0 ± 15.1

일)보다 길었다. 화백나무의 경우 형성층 활동 종료 시기에 차이가 많았으며, 형성층 활동기간과 연륜폭 상호간 상관

분석에서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결과(r = 0.69, p < 0.064)를 보였다. 잣나무의 형성층 활동을 유도하는 적산온도는 99

와 134 사이였으며, CPS1 (274)을 제외한 화백나무는 134와 200 사이었다. CPS3을 제외한 모든 수목은 7월 21일에 

채취한 시료에서 위연륜(false ring)이 관찰되었으며, 그 원인이 여름철 강수량 부족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fulfilled to verify the durations of cambial activity and analyze the associations of degree days and 

precipitation with the initiation of cambial activity and intra-annual wood formation for Pinus koraien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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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주요 관측소(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

산)에서 측정한 지난 100여 년의 평균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약 1.7℃ 상승하였으며, 이는 

유사 기간에 발생한 세계 평균기온 상승률(+ 0.89℃) 

보다 0.81℃ 높은 수치이다(Shim et al., 2015). 이러

한 기후변화는 산림 내 수목의 계절학적 반응

(Menzel et al. 2006; Cleland et al., 2007)뿐만 아니

라, 형성층 활동을 자극하여 목재세포의 양적, 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Rossi et al., 

2008; Seo et al., 2008).

계절변화가 뚜렷한 온대와 한대지역 침엽수의 형

성층 활동 개시 또는 종료는 온도조건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Seo et al., 2008; Rossi et al., 2008; Park 

et al., 2015), 연륜폭 생장은 온도뿐만 아니라 생육 

기간 중 강수량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Eilmann et al., 2011). 최근 30년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덴드로미터(Deslauriers et al., 

2007), 피닝(Seo et al., 2007), 미니코어(Rossi et al., 

2006)를 이용한 산림 내 주요 침엽수인 소나무류

(Pinus sylvestris, Pinus cembra) (Eilmann et al., 

2011; Oberhuber and Gruber, 2010; Seo et al., 

2008), 가문비류(Picea abies, Picea mariana) (Gričar 

et al., 2006; Huang et al., 2014; ThibeaultMartel et 

al., 2008), 전나무(Abies balsamea) (Huang et al., 

2014; ThibeaultMartel et al., 2008), 낙엽송(Larix de-

cidua) (Rossi et al., 2008) 등의 형성층 활동을 모니

터링함으로써 밝혀진 결과이다. 국내에서 형성층 활

동 모니터링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충북 월악산에

서 생육하는 낙엽송(Larix leptolepis), 리기다소나무

(Pinus rigida), 소나무(Pinus densiflora)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첫 사례이다(Park and Seo, 2000). 본 연

구에 따르면 형성층 활동 개시는 온도 상승이 두드

러진 4월부터이며, 개시 순서는 낙엽송(4월 중순), 소

나무(4월 말), 리기다소나무(5월 초) 순이었다. 생육 

기간 중 형성층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기

온보다 강수량이 크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Kwon and Kim (2005)은 춘천지역 침엽수(소나무

(Pinus densiflora), 잣나무(Pinus koraiensis))와 활엽수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산벚

Chamaecyparis pisifera planted at Mt. Worak, respectively, by monitoring of their intra-annual cambial activities. And 

more, the reason was also analyzed why the DBH of Chamaecyparis pisifera known as planted in the same year could

be classified as two groups (CPL: ∅30 cm, CPS: ∅15 cm). The intra-annual cambial activity was monitored using

mini-cores (∅2 mm) and they were collected in 2-week interval between April and October. However, between April 

and May and between middle September and October expected as the initiation and cessation of the cambial activity,

respectively, it was fulfilled in 1-week interval. The average number of tree rings for PK (30) was less than CPS (37)

and CPL (38), whereas the average ring width of PK (4.12 mm) was wider than CPS (1.84 mm) and CPL (3.97 mm).

In the comparison of ring widths between CPL and CPS, CPL was 2.13 mm wider than CPS, however, excepting CPS

1 (0.83 mm), the average ring widths of CPS 2 (2.42 mm) and CPS 3 (2.73 mm) in the last 3 years were close to

the average of CPL (2.71 mm). The initiation of cambial activity for PK was between 1 and 21 April, which was 1 

week earlier than CPL and CPS (excepting CPS 1) and the cessation was between 1 and 22 September. The longest

growing season therefore was 157.3 days (± 3.3) and it was longer than CPL (145.7 ± 6.6 days) and CPS (148.0 ±

15.1 days). In CP groups there were wide variations for the cessation of cambial activity and also there were the 

meaningful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ing seasons and the ring widths (r = 0.69, p < 0.064). The cambial

activity in PK was initiated when degree days were between 99 and 134 and in CPS (excepting PCS 1) and CPL

between 134 and 200. Excepting CPS 3, the false ring was observed in all samples collected on 21 July when drought

stress was high due to low precipitation from June to the beginning of July.

Keywords : cambial activity, degree days, wood formation, climate change, korean pine, sawara c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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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Prunus sargentii))를 대상으로 형성층 활동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Park et al. (2015)은 소광리와 

안면도 소나무를 대상으로 형성층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지역간 형성층 활동 특징을 상호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도 상승이 수목의 개화

와 개엽(Lee et al., 2016)를 앞당기고, 생육적지도 이

동시키고 있음(Ko et al., 2014)이 최근 몇몇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개화 또는 개엽과 온도와의 관계는 

적산온도를 이용하여 밝히는데, 적산온도란 봄철 만

상의 피해를 피하여 생육이 가능한 5℃ 이상의 일일

평균 온도만을 누적한 값이다(Sarvas, 1972; Seo et 

al., 2008). 육안관찰이 가능한 개화 또는 개엽과는 

달리 목재생산량과 탄소저장량을 결정하는 형성층 

활동 모니터링은 정기적인 시료채취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여(Seo et al., 2007; Park et al., 2015),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충북 월악산에 식재된 잣나무와 화백나

무 형성층의 계절적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수종에 

따른 목재세포 형성 개시와 종료 시기를 밝히고, 적

산온도가 형성층 활동 개시에 미치는 영향과 생육기

간 중 강수량 변화가 형성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식재연도가 동일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 화백나무의 흉고직경이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원인도 형성층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잣나무와 화백나무는 과거 조림

계획에 따라 월악산에 식재된 수종이다. 식재 이후 

적응력 또는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수

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예측되

는 기후변화가 두 수종의 목재생산량과 탄소저장량

을 결정하는데 기여도가 큰 형성층 활동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

이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지 개황 및 수종 선택

충북대학교 월악산 학술림 경영계획구의 6임반에 

위치한 차소반(128° 03’ 50”, 36° 50’ 31”)과 타소반

(128° 03’ 51”, 36° 50’ 37”)을 연구지로 선정하였다. 

차소반은 1986년에 식재한 잣나무 조림지이며, 타소

반은 참나무가 우점종으로 있는 소반이나 화백나무

가 일부에 식재된 소반이다(제3차기 산림관리계획

서). 하지만 화백나무 식재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기

록되어 있지 않다. 연구지에서 가장 근접한 제천시 

기후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1986-2015년)간 연평

균기온은 10.2℃이며, 최한월과 최난월은 각각 1월

(-4.9℃)과 8월(23.7℃)이다(Fig. 1). 연평균강수량은 

1,422 mm이며, 강수량이 가장 적은 월과 많은 월은 

각각 12월(23 mm)과 7월(392 mm)이었다. 대부분의 

강수는 여름(6, 7, 8월)에 집중되었으며, 연강수량의 

60.2% (855 mm)를 차지하였다.

Fig. 1. Monthly mean temperature (left) and precipitation (right) at the Jecheon Meteorological Station between 
1986 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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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층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차소반에서 잣나무 

3본, 타소반에서 화백나무 6본을 선발하였다(Table 

1). 식재된 연도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화백

나무의 경우 흉고직경이 약 30 cm (CPL)와 15 cm 

(CPS)로 나뉘어져 있어 흉고직경에 따른 형성층의 

계절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각 경급에서 3

본씩 선발하였다.

2.2. 기후자료

기후인자(온도, 강수량)가 잣나무(PK)와 화백나무

(CPL, CPS)의 형성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연구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충청

북도 제천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형성층 활동 모니

터링이 수행된 2015년 의 평균 기온은 11.12℃이었

으며, 총강수량은 803 mm였다(Fig. 1). 지난 30년간

(1986-2015년) 제천시 평균기온(10.20℃)보다는 0.8

2℃ 높았으나, 동일기간 평균강수량(1,422 mm)보다

는 618 mm 부족하였다. 특히, 강수가 집중되는 여름 

중 7월의 강수량은 255 mm로 지난 30년간 7월 평균

강수량(392 mm)보다 167 mm 부족하였다.

2.3. 적산온도

적산온도는 아래 Sarvas (1972)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or 

 

여기서, 는 
의 누적이며, 

는 번째 율

리우스 일(Julian day)의 평균온도와 +5℃와의 차이

며, 는 일일 평균온도가 처음으로 +5℃ 이상 5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이 시작되는 율리우스 일이다

(Seo et al., 2008)

2.4. 형성층 채취

형성층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

여 Ø1.9 mm 미니 생장추(Trephor)를 이용하였다. 또

한 시료 채취에 따른 상해조직(callus) 형성을 고려하

여 2.5 cm 간격으로 시료 채취를 실시하였다(e.g. 

Seo et al., 2007). 시료 채취는 4월부터 10월까지 2

주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나, 형성층활동 개시와 종료

가 예상되는 4월부터 5월,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는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채취된 

모든 시료는 수집과 동시에 증류수에 담아 보관하

였으며, 실험실에서는 임배딩 전까지 냉장보관(4℃)

하였다.

Tree species Plot ID
No. of tree rings

at HMS* Diameter at HMS* (cm)
Height

(m)

Pinus koraiensis PK01

PK02

PK03

28

30

26

24

27

22

13

12

14

Chamaecyparis pisifera CPL1

CPL2

CPL3

30

38

31

28

29

30

17

17

17

CPS1

CPS2

CPS3

31

37

35

13

16

13

10

12

 9

*: HMS= the height for collecting increment cores (Ø5.2 mm) and mini-cores (Ø1.9 mm).

Bold: increment cores with the pith.

Table 1. Description of experimental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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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배딩(embedding)과 현미경 관찰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형성층 활동 관찰을 위하

여 박편제작을 실시하였다. 박편제작을 위해 모든 

시료를 polyethylene glycol (PEG2000)에 임배딩

(embedding)하였으며, 활주식 마이크로톰(sliding mi-

crotome)으로 7-12 µm 두께로 박편제작을 실시하였

다. 형성층에서 분열된 목재세포의 발달과정을 관찰

하기 위하여 safranine (1%)과 astrablue (0.5%) 혼합

용액으로 1분간 염색하였다.

형성층 활동 개시와 종료는 형성층 내 원형질체 

또는 액포 상태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데(Schmitt 

et al., 2016), 광학현미경으로는 확인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80i) 관찰에서 새로운 목부세포(xylem cell) 분열이 

형성층에서 관찰되면 형성층 활동 개시로 정의하였

으며, 형성층 활동의 종료는 더 이상의 목부세포 분

열이 형성층에서 관찰되지 않고, 가장 최근에 분열된 

목재세포의 목질화가 관찰되었을 때로 정의하였다

(Rossi et al., 2006; Seo et al., 2007).

3. 결과 및 고찰

3.1. 연륜 분석

조사한 잣나무(PK) 3본 중 수(pith)가 관찰된 

PK02의 연륜 수는 30개로 제3차기 산림관리계획서

(2003)에 기록된 식재연도 1986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장편 채취 높이를 고려한다면 식재 

당시 생장편 채취 높이의 어린 묘목들이 식재되었

을 것이라 판단된다. 화백나무는 잣나무와 비슷한 

높이에서 연륜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륜이 

7 (CPS)-8(CPL)개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잣나무보다 

앞서 조림되었거나, 조림 시기가 잣나무와 동일하다

면 식재 시 수령이 7-8년 많은 화백나무가 이용된 것

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백나무 조림은 2년생의 

어린 유묘를 이용하기 때문에 후자 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PK의 평균 연륜폭은 4.12 mm로 CPL (3.97 mm)

와 CPS (1.84 mm)보다 넓어 잣나무 직경생장이 화

백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백나무 상호비

교에서 CPL의 평균 연륜폭이 CPS보다 2.13 mm 넓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3년간 연륜폭을 비교

하면 CPS1을 제외한 CPS2 (2042 mm)와 CPS3 

(2.73 mm)이 CPL (2.71 mm)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Fig. 2). 이러한 결과가 수령 증가에 따른 연륜

폭 감소(Fritts 1976)로 나타난 CPL의 생물학적 특징

인지, 아니면 CPS가 식재지에 적응되어 CPL의 생장

량 만큼 회복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

기간의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2. 형성층의 계절적 활동

잣나무(PK) 형성층 활동 개시는 4월 21일 수집된 

형성층에서 확인되어 실제 형성층 활동은 4월 13일

과 21일 사이에 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CPS1을 제외한 모든 화백나무의 형성층 활동 개시

는 잣나무보다 1주일 늦은 4월 21일과 28일 사이였

Fig. 2. Intra-annual ring-width variations of ex-
perimental tree species, Pinus koraiensis (PK) and 
Chamaechiparis pisifera with large diameter (CPL) 
and small diameter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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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3). CPS1의 형성층 활동 개시는 4월 28일과 

5월 4일 사이로 가장 늦었다. 형성층 활동 개시와는 

달리 형성층 활동 종료는 잣나무(PK)가 화백나무보

다 전체적으로 늦었으며, 종료 시기는 9월 1일과 22

일 사이였다. 화백나무 중 흉고직경이 큰 CPL 그룹

의 화백나무의 형성층 활동 종료는 8월 18일과 9월 

15일 사이로 잣나무보다 빨랐으며, 흉고직경이 작은 

CPS 그룹의 화백나무는 형성층 활동 종료가 8월 4일

(CPS1)부터 9월 22일(CPS2)까지 차이가 매우 컸다. 

따라서 잣나무 형성층 활동의 최대기간 평균은 

157.3 (± 3.3)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CPS와 

CPL 순으로 각각 148.0 (± 15.1)일과 145.7 (± 6.6)

일이었다.

2015년 잣나무의 평균 연륜폭은 3.19 (± 1.60) mm

로 화백나무 CPL의 평균 연륜폭 2.27 (± 0.62) mm

와 CPS의 평균 연륜폭 2.12 (± 0.97) mm보다 넓었

다(Fig. 3). 전체 연륜폭을 결정하는데 생육속도가 중

요한 인자가 될 수 있으나, 잣나무의 생육기간과 연

륜폭이 화백나무보다 길고, 넓은 것으로 보아 생육속

도보다는 생육기간이 연륜폭을 결정하는데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형성층 활동 기간과 연륜폭 

상호간 선형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백나무만을 

이용한 단순상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의 결과인 0.69 (p < 0.064)를 보였다. 본 분석에서 

CPL2를 제외할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90 (r < 0.00)

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4). 시료수가 적어 CPL2와 같은 극단

치가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전체적으로 

형성층 활동 기간이 연륜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

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료를 

이용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 3. Duration of wood formation of Pinus koraiensis (PK) and Chamaechiparis pisifera with large diameter 
(CPL) and small diameter (CPS) in 2015 and their ring widths (RW).

Fig. 4.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s of 
wood formation for individual Chamaechyparis pi-

sifera and their ring widths (r = 0.69, p <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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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산온도(degree days)

잣나무의 형성층에서 2차목부세포 분열이 처음으

로 관찰된 때는 4월 21일이었으며, 적산온도는 134

였다(Fig. 5). 반면, CPS1을 제외한 화백나무는 적산

온도가 200일 때 처음으로 2차목부세포 분열이 형성

층에서 관찰되었다. CPS1은 적산온도가 274일 때 목

부세포 분열이 확인되었다. 잣나무는 표고 600 - 

1500 m 사이에 분포하는 한대성 수종(Kong, 2004)

인 반면, 화백나무는 일본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서

는 중부 이남에만 식재된 수종이며, 잣나무보다는 따

뜻한 지역에서 분포하는 수종이다(Choe, 1999). 핀란

드 북부에서 자라는 구주적송(Pinus sylvestris L.)의 

형성층 활동 개시와 적산온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

구에 따르면 동일한 수종일지라도 생육지역이 상대

적으로 춥다면 형성층 활동도 상대적으로 낮은 적산

온도에서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eo et 

al., 2008). 이는 추운 환경으로 인한 생육기간 단축

에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추운 지역에 생육하는 

수목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과 

동일한 적산온도에서 생육을 시작한다면 세포분열은 

물론, 생육과 관련된 모든 생물학적 과정을 수행하는

데 시간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한

대성 수목인 잣나무가 주로 따뜻한 지역에 분포하는 

화백나무보다 낮은 적산온도에서 형성층 활동을 개

시하여 생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위연륜(false ring)

CPS3를 제외한 모든 수목은 7월 21일 채취한 시

료에 뚜렷한 위연륜(false ring)이 관찰되었다(Fig. 6). 

7월 7일에 채취한 시료에서는 만재세포만이 관찰되

어 7월 21일에 관찰된 조재세포는 7월 7일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에서 지난 30년

(1986-2015)간 6월 평균 강수량을 살펴보면 166.03 

mm인 반면, 형성층 모니터링이 수행된 2015년 6월 

강수량은 75.40 mm로 매우 적었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강수량을 살펴보면 2.50 mm 이하

의 강수가 5회 있었는데, 이 중 2회는 0.30 mm 이하

로 매우 적었다. 7월 7일 시료채취 이후 강수량을 살

Fig. 5. Degree days of Pinus koraiensis and 
Chamaechyparis pisifera for the initiation of cambial 
activity.

Fig. 6. Transverse thin sections of Pinus koraiensis 
(PK) and Chamaechyparis pisifera (CPL and CPS) 
sampled on 21 July and daily precipitation between 
May and July in 2015 at the Jecheon Meteorological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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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8일과 12일에 각각 15.50 mm, 10.50 mm를 

기록하였다.

형성층 활동 기간 중 수분조건은 수목의 직경생장

에 중요한 인자가 됨이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Eilmann et al., 2009; Oberhuber and Gruber, 2010; 

Park and Seo, 2000). 특히, 형성층 활동이 왕성한 여

름철 강수량 감소는 생육기간을 단축하여 연륜폭 감

소의 원인이 되며, 지속적 강수량 감소는 수목이 고

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Eilmann et al., 2009). 생

육기간 중 일시적 가뭄 스트레스는 위연륜(false 

ring) 형성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도 위연륜의 형성 원인은 가뭄 스트레스 증가로 

판단된다.

4. 결  론

월악산에 식재된 잣나무의 형성층 활동 개시는 적

산온도가 134일 때였으며, 화백나무의 경우에는 

CPS1(274)을 제외하고 200일 때로 조사되었다. 형성

층 활동의 종료는 잣나무가 화백나무보다 평균적으로 

1-2주 늦어서 PK의 평균 생육기간이 157.3 (± 3.3)일

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CPS가 148.0 (± 15.1)일, 

CPL이 145.7(± 6.6)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한성

으로 알려진 잣나무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 분

포하는 화백나무보다 낮은 적산온도에서 형성층 활

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화백나무 CPL과 CPS 연륜폭 비교에서 상대적으

로 흉고직경이 큰 CPL의 평균 연륜폭은 CPS보다 

2.13 mm 넓었으나, 최근 3년간 연륜폭을 비교하면 

CPS1를 제외한 CPS2 (2.42 mm)와 CPS3 (2.73 mm)

이 CPL (2.71 mm)과 유사하였다. 본 결과가 CPL의 

수령증가에 따른 연륜폭 감소에 따른 것인지 CPS가 

생육지에 적응하면서 발생한 생장량 회복인지를 밝

히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백나무의 연륜폭과 형성층 활동기간

과의 상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결

과가 획득되어 수목의 직경생장을 결정하는데 형성

층 활동기간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CPS3을 제외한 모든 수목은 7월 21일 채취한 시

료에 뚜렷한 위연륜(false ring)이 관찰되었다. 2015

년 6월 강수량은 75 mm로 지난 30년(1986-2015)간 

6월 평균 강수량 166 mm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강수량을 살펴보

면 2.5 mm 이하의 강수가 5회 있었고, 이 중 2회는 

0.3 mm 이하로 매우 적었다. 따라서 형성층 활동이 

왕성한 6월부터 7월초까지의 극심한 강수 부족이 위

연륜 형성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가 월악산 

잣나무와 화백나무 형성층 활동에 미칠 영향을 예측

하고, 이에 따른 목재생산량과 탄소저장량을 추정하

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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