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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주요 조림 수종으로 유사한 입지환경에 조성되는 삼나무와 편백 임분의 유기 탄소

량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삼나무와 편백이 서로 인접한 지역에 조성된 대표적 조림지 13개 지역을 선정하고, 임목, 
임상, 토양 10 cm 깊이의 탄소량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의 평균 임분 연령은 삼나무 45년, 편백 43년이었으며, 임분밀도는 

삼나무가 989본 ha-1으로 편백 1,223본 ha-1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평균 흉고직경과 우세목의 평균 수고는 삼나무가 

27.4 cm와 20.4 m, 편백은 23.9 cm와 17.9 m로 삼나무가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임분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

소량은 흉고단면적과 유의적인 선형회귀 관계(삼나무: r2 = 0.82; 편백: r2 = 0.92; P < 0.05)가 있었으나, 임분밀도 및 지위

지수와는 회귀식에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지상부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삼나무 95.5 Mg C ha-1, 편백 117.7 Mg 
C ha-1로 편백 임분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P < 0.05), 임상 및 토양층의 유기 탄소 농도 및 탄소량은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입지환경에 조성된 두 수종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편백 임분이 삼나무 

임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이나 토양 탄소량은 수종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organic carbon stocks of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stands established under a similar-site environmental condition in South Korea. C. japonica and C. obtusa 
stands adjacent to each other from 13 representative regions were chosen to evaluate the carbon stocks of tree 
biomass, forest floor, and mineral soils. Mean stand ages were 45 years for C. japonica and 43 years for C. obtusa, 
respectively. Tree density was significantly lower in C. japonica (989 tree ha−1) than in C. obtusa (1,223 tree ha−1) 
stands, whereas diameter at breast height and dominant tree height 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 japonica 
(27.4 cm and 20.4 m, respectively), compared with C. obtusa (23.9 cm and 17.9 m, respectively) stands. The total 
carbon stocks of tree biomass were linearly related with stand basal area (C. japonica: r2 = 0.82; C. obtusa: r2 
= 0.92; P< 0.05), whereas stand density and site index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carbon stocks of tree biomass 
(P > 0.05). The carbon stocks of aboveground tree biomas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 obtusa (117.7 Mg C 
ha−1), compared with C. japonica (95.5 Mg C ha−1) stands, whereas carbon concentration and stocks of the forest 
floor and mineral soil layers were in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 japonica and C. obtusa stan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rees in C. obtusa stands sequestrated more carbon dioxide, compared with C. japonica stands, 
whereas carbon stocks in the forest floor and mineral soil layers were unaffected by st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different tree species.

Key words: allometric equations, carbon dioxide, carbon sequestration, Japanese cypress, Japanese cedar, forest soil, 
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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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

의 증가가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지면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능력을 가진 산림 내 탄소량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Fukuda et al., 2003; Sasaki and 

Kim, 2009; Cheng et al., 2013; Lee et al., 2018). 많은 연구

들은 임목 식재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Shutou 

and Nakane, 2004; IPCC 2006; Lee et al., 2018), 조림지

(forest plantation) 같은 산림경영림의 탄소축적 능력에 대

한 정량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Vesterdal et 

al., 2008; Cheng et al., 2013; Fang et al., 2014). 특히 임

목, 임상(forest floor), 토양의 탄소량에 수종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임상의 경우 

200∼500%, 광물질 토양층은 40∼50% 정도 수종 간 차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Vesterdal et al., 

2013). 한편, 임목 탄소량의 정량적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

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면적일 경우 

기 개발된 바이오매스 추정 일괄 상대생장식이나(Ishihara 

et al., 2015),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및 목재 기본 밀도 등

을 이용하여 탄소량을 추정하기도 한다(Lee et al., 2018).

삼나무와 편백은 우리나라 온대 남부나 난대(아열대) 산

림대에 중요한 조림 수종으로 조림면적과 임목 축적은 삼

나무 6,296 ha, 1,326,052 m3, 편백 32,580 ha, 6,341,457 m3

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4). 삼나무와 편백은 용재 생산을 위한 경제

적인 면뿐만 아니라 산림 휴양 및 치유와 같은 다양한 생

태계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자원으로서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 한편, 편백의 경우 산림갱신지나 솔껍질깍

지벌레 피해지 같은 산림재해 발생지를 중심으로 대면적

이 조림되었으며, 최근 남부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

해지에 식생복원을 위한 후계림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삼나무 및 편백의 생태적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산림지

역 탄소량 추정과 연관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연구

로 유사한 입지에서 생육한 삼나무와 편백의 바이오매스 

비교(Kim et al., 1987), 편백의 영급에 따른 지상부 바이오

매스 분배(Seo and Lee, 2013), 임분밀도 차에 따른 임목 

바이오매스 변화 등이 수행된 바 있다(Jung et al., 2014; 

Gwon et al., 2014).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바이오매스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1) 소규모 임분 단위에서 조사되

어 연구 결과의 공간 규모 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며, 2) 

유사한 입지를 점유하는 삼나무와 편백의 임분 발달 과

정 동안 생장 및 양분순환 특성의 차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임상이나 토양층의 탄소량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유사한 입지환경의 서로 인접한 지역에 

조성된 삼나무와 편백 임분을 대상으로, 1) 임목, 임상, 

토양 탄소량과 임분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구명하고, 2) 

임목, 임상, 토양 탄소량의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수종 

간 탄소흡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구 선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인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 위치한 삼나무 및 편백 임분 중 10 ha 

이상의 대면적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별 조

사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및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개

략적인 위치를 선정한 후 현장을 답사하고, 서로 인접한 

위치에 식재된 삼나무와 편백 임분을 대상으로 임분의 대

표성 및 임목밀도를 고려하여 조사지를 선정하였다. 선정

된 조사지는 2018년의 경우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덕진

리 및 월성리 외 6지역, 2019년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외 5지역 등 총 13개 지역의 삼나무와 편백 조림지

를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조사지의 최근 30년(1981∼
2010)동안(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7) 연

평균 기온은 전라남도 장성군이 13.0℃로 가장 낮고, 제주

도가 17.1℃로 가장 높았다(Table 1). 연 강수량은 완주가 

1,313 mm yr-1로 가장 낮았으며, 남해군 1,960 mm yr-1와 

제주도 1,988 mm yr-1 등이 높았다.

각 지역별 조사구는 최근에 숲가꾸기나 병해충 피해 

같은 산림 교란이 발생하지 않은 임분을 대상으로 2018

년과 2019년 6월에서 7월에 지역별 각 3개소씩 총 78개

소(삼나무 39개소, 편백 3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조사구의 방위는 북, 북동, 북서 방향

이 대부분이나 남해나 진주의 경우 남향이나 동향에 조

림지가 분포하였다. 해발고의 경우 전북 완주가 200 m 

이하, 전남은 장성을 제외하고 100∼250 m에 분포하였

으며, 경남은 190∼370 m로 전남에 비해 높은 해발고에 

분포하였다(Table 1).

 

2.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

본 연구에서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 추정을 위한 상

대생장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교토의정서대응 산림탄

소계정기반 구축” 연구로부터 수집된 삼나무 30본과 편

백 30본의 지상부와 지하부 건중량 자료 및 전문 학술지

에 발표된 두 수종의 바이오매스 관련 자료(Kim et al., 

1987; Gwon et al., 2014)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가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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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Aspect
Elevation
(m a.s.l.)

MAT (℃)1 MAP (mm)2

Boseong-gun Joseong-myeon Daegok-ri E, NE 140-270 13.6 1,453

Changwon-si Jinhae-gu Janun-dong NW, W 190-220 14.9 1,545

Goseong-gun Goseong-eup Idang-ri NE, W 200-270 14.3 1,540

Gwangyang-si Okryong-myeon Choosan-ri N 170-260 12.6 1,531

Hangdong-gun Okjong-myeon Witae-ri N 180-370 14.5 1,735

Jangheung-gun Jangheung-eup Woosan-ri NE, NW 80-140 13.4 1,546

Jangseong-gun Jangseong-eup Deokjin-ri N, NW 250-400 13.0 1,404

Jangseong-gun Seosam-myeon Moarm-ri NE 170-250 13.0 1,404

Jinju-si Geumsan-myeon Jangsa-ri NE, E 100-200 13.1 1,512

Namhae-gun Sangju-myeon and Sangdong-myeon S, E 150-350 14.4 1,960

Sacheon-si Gonmyong-myeon Yongsan-ri N, NW 90-100 13.1 1,512

Seogwipo-si Namwon-eup Hannam-ri SW, NE 100-380 17.1 1,988

Wangju-gun Soyang-myeon Shinwon-ri W 150-200 13.3 1,3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ites.

1 Mean annual temperature, 2 Mean annual precipitation
 

위한 지리적 범위에서 조사되어 공간적 변동이 크기 때

문에 바이오매스 추정식은 우세목과 준우세목의 수고로

부터 지위지수를 구분한 후 각 수종 및 지위별로 흉고직

경(DBH)을 독립변수로 하고 임목 건중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상대생장식[(Log10Y = a + b × Log10X), Y: 임목 건

중량(kg), X: DBH(cm)]을 개발하였다. 지위지수는 국내 

산림 내 임목의 수고 생장이 안정화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 30년을 기준 연령으로 개발된 Schumacher 모델의 

삼나무 지위추정식[Site Index = EXP(우세목 수고 + 

13.203882×(1/임령-1/30))](Son et al., 2105)과 편백의 경우 

Chapman-Richards식 [Site Index = 우세목 수고×((1-EXP 

(-0.015306 × 임분연령))/(1-EXP(-0.015306 × 30)))0.67415]

를 이용하여 각 조사구별 우세목 및 준우세목 3~5본의 

수고로부터 지위를 판정하였다.

 

3. 임목 탄소량

각 조사지로부터 조사구는 20 × 10 m 크기로 구획하고 

흉고직경, 수고 및 임분 현황을 조사하였다. 수종별 지위 

추정의 경우 각 조사구로부터 3∼5본의 우세목과 준우세

목을 선정하여 Haglof Hypsometer (Haglof, Sweden)를 이

용하여 수고를 10 cm 정밀도로 측정하였다. 임분 연령은 

매목 조사 후 평균 흉고직경 값에 가까운 표준목을 선정

하고 생장추를 이용하여 흉고직경 부위 목편을 채취하였

다. 채취한 목편은 목재 코어 마운트에 부착하고 확대경

을 이용하여 연륜을 구분한 후 측정된 연륜에 5년을 더하

여 임분 연령으로 하였다. 각 조사구의 임목 탄소량은 수종 

및 지위별 개발된 상대생장식을 이용하여 임목 바이오매스

를 추정한 후 Intergovernmental Panal on Climate Change 

(IPCC)의 산림지역 임목의 유기탄소 전환 디폴트 값인 

0.47을(IPCC, 2006) 곱하여임목 탄소량으로 환산하였다.

 

4. 임상 및 토양 탄소량

임상의 경우 200 cm2 표면적을 가지는 원형 스테인리

스 채취기를 이용하여 각 조사구에 임의로 선정된 3지점

으로부터 토양층 상부까지의 시료를 채취하고 지퍼백에 

밀봉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로 운반된 시료

는 65℃ 온풍 건조기에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 후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건조된 임상 시료는 분쇄기로 곱

게 분말을 만든 후, 0.420 mm체(ASTM No. 40)를 이용하

여 유기탄소 분석용 시료를 조제하고 원소분석기(Thermo 

Scientific, Flash 2000, Italy)를 이용하여 유기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조사구의 토양 탄소측정 시료는 임상 시료

가 채취된 지점에 400 cm3 크기의 스테인리스 코어 토양 

채취기로 0∼10 cm 깊이에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지퍼

백에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로 운반된 

토양은 건조 후 0.420 mm체를 이용하여 유기탄소 농도 

분석 시료를 조제한 후 대용량 원소분석기(Vario Macro 

cube,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임상의 탄소량

은 ha당 건중량에 탄소 농도, 토양층의 탄소량은 토양 탄

소 농도, 토양용적밀도, 토양 시료 채취깊이, 석력함량의 

용적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5. 토양 성질 분석

조사구의 토양 성질은 토양 탄소량 추정을 위해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건조 후 2 mm 체(ASTM No. 10)로 토양 

물리, 화학적 성질 분석용 시료를 조제하였다. 토양 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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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비중계법을 이용하여 모래, 미사, 점토함량을 결정

하였다. 토양 pH는 이온전극(Model-735, ISTEC, Korea)을 

이용하여 1:5(토양:증류수) 혼합액으로부터 측정하였다. 

질소 농도는 토양 건중량 시료를 0.420 mm체를 이용하여 

시료를 조제한 후 대용량 원소분석기(Vario Macro cube,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 칼륨, 칼슘, 마그

네슘 함량 등은 2.5 g의 건조 토양을 암모늄 아세테이트 

용액 55 ml를 첨가하여 16시간 동안 진공 추출하고 추출

한 용액을 ICP (Perkin Elmer Optima 5300, US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6. 자료분석

삼나무와 편백 임분의 탄소량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SAS TTEST(P < 0.05), 임목 바이오매스와 임분 환경요

인과의 관계는 선형회귀식, 토양 탄소 농도 및 탄소량과 

임분 환경요인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SAS 

Institute Inc, 2003). 임목 바이오매스 추정 상대생장식은 

결정계수와(R2)와 평균제곱근 편차(RMSE)를 이용하여 적

합도를 판정하였고, 로그변환 상대생장식의 편이 수정계

수는(CF)는 추정표준오차(SEE)로부터 계산하였다(Garcia 

Villacorta et al., 2015).

 

결과 및 고찰
 

1. 임분 현황

조사구의 임분 밀도, 흉고직경, 우세목의 평균 수고, 지

위지수 등은 삼나무가 편백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

난 반면, 임분 연령과 흉고단면적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Table 2). 평균 흉고직경과 평균 수고 같은 임목 생장특

성은 삼나무 27.4 cm, 20.4 m, 편백 23.9 cm, 17.9 m로 삼나

무가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편백에 비해 

삼나무의 낮은 임분 밀도나 급속한 생장 특성(Fukuda et 

al., 2003)이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유사한 입지환경에서 생육한 삼나무는 편백에 비해 지위

지수가 평균 2.7 정도 크게 나타나 산림생산력은 삼나무가 

편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임분 사이

에 평균 흉고직경, 수고, 지위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

만, 임분 흉고단면적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편백 

임분의 임분 밀도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토양 물리·화학적 성질 

토양 물리적 성질 중 토양 용적밀도, 토양 입경분포, 석

력함량의 경우 두 조림지가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조사

되어 차이가 크지 않았다(Table 3). 일반적으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은 임분의 발달 과정이나 수종의 영향이 크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nkley and Fisher, 2020).

토양 물리적 성질과는 대조적으로 K+, Ca2+, Mg2+ 같은 

일부 교환성 양이온 농도는 편백 임분이 삼나무 임분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그 결과 토양 pH의 경우도 편

백 4.52, 삼나무 4.94로 편백 임분의 토양 산성화가 삼나

무 임분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조사된 

경상남도 남해군 삼나무 임분의 토양 pH는 4.76으로 편

 

Stand
Stand age

(yrs)
Stand density

(tree ha-1)
Mean DBH

(cm)
Height

(m)
Basal area
(m2 ha-1)

Site index

C. japonica 45.1
(3.3)

990
(54)

27.4 
(1.20)

20.4 
(0.80)

57.1
(2.86)

18.2
(0.44)

C. obtusa 43.1
(2.9)

1223
(85)

24.0 
(0.95)

17.9 
(0.59)

52.1
(2.95)

15.5
(0.36)

P-value 0.662 0.024* 0.029 0.015 0.232 <0.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in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stands.

Values in parenthesis are standard error.  *Bold-faced value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Stand
Bulk 

density
(g cm-3)

Coarse 
fragment
(g g-1)

Particle size distribution
(%) Soil 

pH

Organic 
C

(g kg-1)

Total 
N 

(g kg-1)

Avail. 
P 

(mg kg-1)

Exchangeable 
(cmolc kg-1)

Sand Silt Clay K+ Ca2+ Mg2+

C. 
japonica

0.80
(0.04)

0.35
(0.02)

52.5
(2.17)

36.2
(1.62)

11.3
(0.97)

4.94
(0.06)

63.0
(6.5)

4.28
(0.43)

2.5 
(0.3)

0.44 
(0.04)

3.11 
(0.51)

0.64
(0.09)

C. 
obtusa

0.77
(0.04)

0.34
(0.02)

54.2
(1.53)

34.8
(1.08)

11.0
(0.73)

4.52
(0.05)

72.0
(7.0)

4.41
(0.40)

3.9
(0.6)

0.23
(0.02)

0.93
(0.19)

0.35
(0.04)

P-value 0.55 0.73 0.52 0.46 0.83 <0.01* 0.35 0.34 0.06 <0.01 <0.001 <0.001

Table 3.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stands. 

Values in parenthesis are standard error. *Bold-faced value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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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Site index Component a b R 2 RMSE P-value CF

C. japonica

12 Aboveground -0.3098 1.8394 0.89 0.1066 <0.0001 1.013

14 Aboveground -0.5480 2.0391 0.94 0.0668 <0.0001 1.005

16 Aboveground -0.6913 2.1185 0.93 0.0966 <0.0001 1.011

18 Aboveground -0.8704 2.1527 0.97 0.0704 <0.0001 1.006

Generic

Aboveground -0.8106 2.2002 0.93 0.1045 <0.0001 1.013

Roots -1.0941 2.0313 0.81 0.1413 <0.0001 1.023

Total -0.4256 2.0259 0.89 0.1010 <0.0001 1.012

C. obtusa

12 Aboveground -0.9483 2.3257 0.99 0.0487 <0.0001 1.003

14 Aboveground -0.8795 2.3119 0.91 0.0464 <0.0001 1.002

16 Aboveground -1.1518 2.4975 0.99 0.0608 <0.0001 1.004

Generic

Aboveground -1.0250 2.4016 0.99 0.0555 <0.0001 1.004

Roots -1.8456 2.6398 0.95 0.1384 <0.0001 1.022

Total -0.9969 2.4719 0.99 0.0637 <0.0001 1.005

Table 4. Site index-specific and generic allometric regression equations (Log10Y = a + bLog10X) for aboveground, roots and total
biomass of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Log10Y = a + b × Log10X, X: DBH (cm), Y: Dry weight (kg), RMSE: root mean square error, CF: correction factors.

백 임분의 토양 pH 4.53보다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두 임분의 교환성 양이온 농도의 차는 수종 간 양분 흡수 

특성, 낙엽낙지의 질적ㆍ양적 성질, 양분 용탈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변화가 임분 발달 과정 동안 발생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Binkley and Giardina, 1998). 한편, 

일본에서 조사된 삼나무는 토양 내 Ca2+을 축적하는 반면 

편백의 경우 Ca2+과 K+ 농도가 감소한다는 결과와도 유

사하였다(Tanikawa et al., 2014).

 

3. 삼나무 및 편백의 상대생장식 

삼나무 및 편백의 지위별 임목 지상부 및 총 바이오매

스(Y)와 흉고직경(DBH)을 독립변수(X)로 하여 계산된

(Table 4) 상대생장식의 유의성이 모두 인정되었다(P < 

0.05). 상대생장식의 결정계수(R2)는 삼나무의 지위지수 

12나 뿌리 상대생장식을 제외하고 0.90 이상으로 개발된 

상대생장식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생장

식의 회귀계수(b)는 삼나무와 편백 모두 지위가 높아지

면서 회귀계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상부 

임목 바이오매스 추정식의 회귀계수는 삼나무 2.2002에 

비해 편백 2.4016으로 편백이 유사한 흉고직경 급에서 

임목 바이오매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

된 타 연구의 결과도 흉고직경과 수고(DBH2·H)를 독립

변수로 하는 상대생장계수는 삼나무 0.8196, 편백 0.8598

로 편백이 크게 나타났고(Kim et al., 1987), 일본의 삼나

무와 편백 지상부 임목 바이오매스의 상대생장계수는 

2.5217과 2.6124로 편백이 큰 값을 보였다(Hosoda and 

Iehara, 2010).

 

4. 임분 환경요인과 임목 탄소량과의 관계

산림지역에서 쉽게 측정이 가능한 임분 환경요인과 임

목 탄소량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임분밀도나 지위지수

는 임목 탄소량과 유의적인 선형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Figure 1). 그러나 흉고단면적과 평균 흉고직경은 삼

나무와 편백 모두 임목 탄소량과 유의적인 선형 관계를 

보였다(Figure 1). 평균 흉고직경을 독립변수로 하는 지

상부 임목 탄소량 추정 선형회귀식의 회귀계수는 편백 

4.4877, 삼나무 2.6379로 상대생장식의 상대생장계수에

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유사한 평균 직경급의 임분

의 임목 탄소량은 편백이 삼나무에 비해 클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 흉고직경이나 흉고단면적 변수 외에도 편백

의 경우 임분 연령이나 우세목의 평균 수고를 이용하여 

임목 탄소량 추정이 가능하지만 회귀식의 설명력은 흉고

단면적 변수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삼나무와 편백 임

분의 임목 탄소량은 숲가꾸기나 간벌 정도에 따라 변화

가 발생하기 쉬운 임분밀도나 지위지수 같은 공간적 변

수보다는 시간적인 변화 속성을 가지는 흉고직경이나 흉

고단면적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5. 임분 환경요인과 임상 및 토양층의 탄소농도 및 탄소량과

의 상관관계

임상 및 토양층의 유기탄소 농도 및 유기탄소량과 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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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s between carbon stocks in tree biomass and stand variables of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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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variable Stand
Carbon concentration Carbon stock

Forest floor Soil Forest floor Soil

Stand density
C. japonica
C. obtusa

0.21 

-0.11 

-0.31 

-0.26 

-0.22

-0.19

-0.28

-0.61

DBH
C. japonica
C. obtusa

-0.26 

0.22 

0.15 

0.36* 

-0.26

0.17

0.10

  0.37*

Basal area
C. japonica
C. obtusa

-0.25 

0.16 

-0.14 

0.11 

0.19

0.05

-0.08

0.27

Stand age
C. japonica
C. obtusa

-0.12 

0.21 

-0.07 

0.13 

-0.07

-0.08

0.16

0.25

Tree height
C. japonica
C. obtusa

-0.19 

-0.05 

-0.10 

0.08 

-0.08

-0.06

0.17

0.25

Site index
C. japonica
C. obtusa

-0.17 

 -0.36* 

0.02 

-0.04 

-0.13

-0.07

0.21

0.04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carbon concentration or carbon stocks of the forest floor and soils, and stand
variables in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stands.

* Bold-faced value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Stand

Carbon concentration 
(mg C g-1)

Carbon stock 
(Mg C ha-1)

Tree Forest floor Soil 
Trees

Forest floor Soil
Aboveground Total

C. japonica 470
316
(16)

63.0
(6.5)

95.5
(5.5)

129.1
(7.0)

7.15
(0.40)

38.1
(2.1)

C. obtusa 470
299
(13)

72.0
(7.0)

117.7
(7.8)

157.0
(10.4)

7.80
(0.46)

41.6
(2.6)

P-value - 0.39 0.35 0.02* 0.03 0.29 0.31

Table 6. Organic carbon concentration and stocks of the forest floor and soil depth at 0-10cm in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stands.

Values in parenthesis are standard error. * Bold-faced value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환경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삼나무는 조사된 임

분 환경요인과 탄소 농도 및 탄소량과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P > 0.05). 그러나 편백 임분은 임상에서 지

위지수와 탄소 농도, 토양층의 평균 흉고직경 과 탄소 농

도 및 탄소량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P < 0.05) 있

었다(Table 5). 편백 임분의 지위지수와 탄소 농도 사이의 

부의 상관(r = -0.36)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토양수분 조건

이 양호하여 지위가 낮은 임지에 비해 유기물층의 탄소 

무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탄소 농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

문일 수 있다. 유사한 결과로, Herrero et al.(2016)은 임상

의 탄소 농도는 낙엽층(L)에 비해 분해층(F) 및 부식층

(H)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편백 임분의 평균 흉고직경은 토양층의 탄소 농도(r = 

0.36)와 탄소량(r = 0.37)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이는 평균 흉고직경이 큰 조림지의 경우 임목 생육상

태가 양호하고 낙엽낙지나 세근을 통한 유기물의 토양층

에 급속한 환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임분 

환경요인 중 흉고단면적 증가는 임목 바이오매스에 의한 

탄소량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유기물층이나 토

양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6. 임목, 임상, 토양층의 탄소량

임목 바이오매스에 저장된 지상부 및 총 탄소량은 삼나

무 95.5 Mg C ha-1, 129.1 Mg C ha-1, 편백 117.7 Mg C 

ha-1, 157.0 Mg C ha-1로 편백 임분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Table 6). 두 수종 사이 임분 흉고단면적은 유의적

인 차가 없었기 때문에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 차이는 

임분 환경요인보다는 임목의 본질적인 성질에 의해 영향

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생육한 

삼나무의 목재 기본 밀도는 0.35 Mg m-3, 편백은 0.43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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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iomass Expansion Factors)는 

삼나무 1.31, 편백 1.35(Lee et al., 2018)로 유사한 흉고단

면적을 가지는 삼나무와 편백 임분의 경우 목재 기본 밀도

나 바이오매스 확장계수가 임목 탄소량을 결정하는 요인

임을 시사한다. 유사한 결과로 Kim et al.(1987)은 전라남

도 장성군 삼나무와 편백 Ⅲ영급 임분의 임목 바이오매스

는 수종 간 목재 전건 비중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고 보

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국내에서 조사된 삼나무와 

편백 관련 연구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과 비교할 때 

전라남도 장성 46년생 삼나무 조림지의 임목 바이오매스 

총 탄소량은 144.82 Mg C ha-1(Seo and Lee, 2013), 장흥 

40년생 편백 지상부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83.6 Mg 

C ha-1(Chung and Lee, 2001)로 삼나무는 낮은 값이나 편

백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부지역에 식재된 V영급의 삼

나무 분포면적과 축적은 368ha, 74,378m3, 편백은 215ha, 

58,217m3(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4)로, 국내에

서 개발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및 목재 기본 밀도 값(Lee 

et al., 2018)을 이용한 삼나무 임분의 지상부 임목 바이오

매스 탄소량은 43.6 Mg C ha-1, 편백 임분 73.9 Mg C ha-1

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삼나무 45년

생 임분의 산림수확표 상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 83.9 

Mg C ha-1(Son et al., 2015)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에

서 조사된 히로시마현 Ⅴ영급 삼나무 조림지의 지상부 임

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100.5 Mg C ha-1(Shutou and 

Nakane, 2004),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편백 조

림지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1.3 Mg C ha-1에서 

115.6 Mg C ha-1(Fukuda et al., 2003) 정도가 분포하였다. 

대만에서 조사된 49년생 삼나무 임분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163 Mg C ha-1(Cheng et al., 2013)로 국내 삼나무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보다 크게 나타났다.

임상의 유기탄소 농도는 삼나무 316 mg C g-1, 편백 299 

mg C g-1으로 유의적인 차가 없었다. 그러나 두 수종의 

탄소 농도는 IPCC가 보고한 임상의 디폴트 값 400 mg C 

g-1 보다(IPCC, 2006)는 낮았다. Ichikawa et al.(2006)은 삼

나무와 편백 임분은 임상층의 층위 발달이 빈약하고 토양

이 최대 14%까지 혼입되어 타 수종의 임상에 비해 탄소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 조사된 임상의 탄소량은 삼나무 7.15 Mg C ha-1, 편백 

7.80 Mg C ha-1으로 두 임분 간 유의적인 차가 없었다. 

일본 간토(Kanto)지방의 48년생 삼나무 조림지 임상 탄소

량은 8.1 Mg C ha-1, 편백 조림지는 7.9 Mg C ha-1로서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Ichikawa et al., 2006). 

두 수종의 임상 탄소량은 국내에서 조사된 소나무 천연림

의 11.85 Mg C ha-1 보다는 낮으나, 잣나무 및 리기다소나

무 임분 7.36 Mg C ha-1와 7.95 Mg C ha-1(Lee et al., 2018)

과는 유사하였다. 삼나무와 편백 임분의 임상 탄소량은 타 

침엽수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두 수

종이 주로 온도가 높고 습윤한 비옥지에 식재되어 낙엽낙

지의 분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Takahashi et al., 2010).

토양 10 cm 깊이의 탄소 농도 및 탄소량은 두 수종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토양 탄소량은 삼나무 38.1 Mg 

C ha-1, 편백 41.6 Mg C ha-1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일본에서 조사된 간토지방의 유사한 입지에 식재

된 48년생 삼나무와 편백 임분의 0∼23 cm 깊이 토양 탄소

량은 69.6 Mg C ha-1와 83.0 Mg C ha-1로 편백 임분의 탄소량

이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Ichikawa et al., 

2006). Ono et al.(2011)은 토양 탄소는 주로 낙엽낙지나 지하

부 세근 등의 부식화과정(humification processes)을 통하여 

생성되며, 삼나무와 편백의 낙엽 분해율은 수종 간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고 부식화 과정도 유사하다고 보고한 바 있

다. 한편, 일본에서 조사된 세근 생산량의 경우 삼나무 임분 

72∼320 g m-2 yr-1, 편백 임분 122∼306 g m-2 yr-1로 수종 

간 큰 차이는 없었다(Noguchi et al., 2007).

 

결  론
 

유사한 입지환경에 조성된 삼나무와 편백 임분을 대상

으로 임분 환경요인, 임목, 임상 및 토양 0∼10 cm 깊이

의 탄소량을 조사하였다. 임분 환경요인 중 흉고직경과 

우세목의 평균 수고는 삼나무가 편백에 비해 양호한 생

장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두 임분 사이 흉고단면적에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편

백 임분이 삼나무 임분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 편백 임분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이 크게 나타난 

것은 목재 기본 밀도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등과 같은 

수종 간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과는 달리 임상 및 토

양층의 탄소 농도와 탄소량은 두 수종 간 유의적 차가 없

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접한 지역의 유사한 입지

환경에 조성된 삼나무와 편백 임분의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량은 임분 발달 과정 동안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

지만 임상이나 토양 탄소량은 수종의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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