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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숙한 28년생 상수리나무 임분을 대상으로 5수준의 복합비료[3:4:1처리구(100 kg N/ha, 130 kg P/ha, 33 kg
K/ha), 6:4:1, 2:2:1, 3:8:1, 3:4:2]와 무시비구(대조구)를 설치하고 3년간 연속 시비처리한 후 낙엽낙지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엽량의 경우 3:4:1처리구가 4,015 kg/ha/yr으로 3:8:1처리구의 2,874 kg/ha/yr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시비처리구인 2:2:1, 3:4:2, 6:4:1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P>0.05)가 없었다. 총 낙엽낙
지량의 경우 3:8:1처리구 4,206 kg/ha/yr, 2:2:1처리구 4,992 kg/ha/yr, 6:4:1처리구 5,372 kg/ha/yr, 무시비구 5,456 kg/ha/
yr, 3:4:1처리구 5,840 kg/ha/yr, 3:4:2처리구 6,015 kg/ha/yr 순으로 나타났으며 3:8:1처리구가 타 시비처리구나 대조구
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작게 유입되었다. 총 낙엽낙지량에 대한 엽량의 비율은 3:4:1, 6:4:1, 3:8:1처리구의 경우
약 66%이상으로 대조구 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숙한 상수리나무 임분의 낙엽낙지량은
여러 가지 시비수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litterfall amounts in a 28-year old Quercus acutissima stand
at various levels of fertilization. The levels of fertilization were control, 3:4:1 (100 kg N/ha, 130 kg P/ha, 33
kg K/ha), 3:8:1, 3:4:2, 6:4:1, and 2:2:1, respectively. Fertilizers were applied for 3 years. Litterfall amounts
following 3-year fertiliz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various levels of fertilization. Leaf litter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3:4:1 (4,015 kg/ha/yr) than in 3:8:1 treatments (2,874 kg/ha/yr), whereas other
treatmen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otal litterfall amounts throughout the study period were
4,206 kg/ha/yr in 3:8:1, 4,992 kg/ha/yr in 2:2:1, 5,372 kg/ha/yr in 6:4:1, 5,456 kg/ha/yr in control, 5,840 kg/ha/
yr in 3:4:1 and 6,015 kg/ha/yr in 3:4:2 treatments, respectively. Proportion of leaf litter was more than 66% of
total litterfall in 3:4:1, 6:4:1, and 3:8:1 treatments compared with 61% in the contro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litterfall amounts in a Q. accutissma stand were affected by various levels of fer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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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생태계 내 낙엽낙지의 정량화는 낙엽낙지 분해과

정을 통한 양분의 순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산림 내 탄

소유입 및 토양 내 유기탄소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평가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Bray and Gorham, 1964;

Berg and Laskowski, 2006). 그러나 낙엽낙지량은 임령,

임분종류, 임분밀도, 위도, 기후요인(Bray and Gorham,

1964; Berg and Laskowski, 2005; Starr et al., 2005) 뿐

만 아니라 간벌(Blanco et al., 2006)이나 시비(Vose and

Allen, 1991) 같은 산림경영 활동 등에 의해서도 상당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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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적인 측면에서 시비는 산림생산력 증대를 위

한 일반적인 산림시업방법으로 유령림의 경우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하여 임목의 활착과 풀베기 작업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목시비는 임목에 직접적인 양분공급에

의한 질적·양적 생장촉진효과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의 낙엽낙지량, 낙엽 내 양분함량, 유기물층의 분해촉진효

과 등(Vitousek, 1982; 주진순 등, 1983; Mcneil et al.,

1988)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산림생태계의 양분

순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rd and Bowersox, 1970; 이천용과 박봉우, 1988;

O’connell and Grove, 1993). 그러나 시비에 따른 낙엽낙

지량 변화는 수종 간에 다양한 반응을 보여(Vose and

Allen, 1991) 리기다소나무림과 낙엽송림의 경우, 질소와

인 시비 후 낙엽낙지량은 시비처리구와 대조구 사이에 차

이가 없었으나(이임균과 손요환, 2004; 이임균과 손요환,

2006; Kim 2008), 테다소나무의 낙엽낙지량은 시비에 의

해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고 특히 엽량의 경우 질소 시비

후 대조구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Vose and Allen, 1991). 

시비에 따른 임목의 생장 반응은 광합성 기관인 엽량 증

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시비 후 임목의 질적,

양적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엽량의 정량적인 평가는

임목의 생장 반응과 시비 효과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러나 임목이나 임분 내 엽량의 정량적인 평가는 임목

벌채같은 파괴적인 방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낙엽낙지의 수

집을 통한 엽량의 정량화는 비파괴적 방법으로 시비에 따

른 엽량변화를 구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온대 낙엽활엽수림의 주요 참나무류로서 용재

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실, 표고골목 등 다양한 이용가치가

있으며 중요한 경제수종인 상수리나무를 대상으로 복합비

료(N, P, K)를 시비 처리하여 시비가 낙엽낙지량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산 114번지

에 소재하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인 상

수리나무 임분은 약 1.5 ha정도의 면적에 분포하는 천연

림으로 평균 임령은 약 28년의 성숙림에 도달하였고 최근

수년간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조사가 실시되기 약 5년 전인 2000년에 숲 가

꾸기사업이 실시되어 임분밀도 조절과 형질불량목이 제

거된 임분이다. 조사지의 표고는 430 m이며, 약 25° 경사

지로 서쪽사면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1,225 mm, 연평균 기온은 12.0oC로서 우리나라 연평균강

수량 1,310 mm, 연평균 기온 12.3oC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기상청 2001). 상수리나무 외에 출현하는 주요 식생으로

교목층의 경우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갈참나무

(Quercus aliena),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관목층은 화살나무(Euonymus

alatus), 찔레꽃(Rosa multiflora),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ckii), 개옻나무(Rhus trichocarpa),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고추나무(Staphylea bumalda) 등이 분포하였다.

이 지역 토양은 퇴적암인 사질천매암 및 이질암을 모재

로 생성된 암적갈색약건산림토양형(DRb2)이 분포하고 있

다. 2002년에 조사된 토양특성 중 토양 입경분포는 미사

의 함량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토성은 미사토

나 미사질 양토가 분포하고 있다(Table 1). 토양의 화학적

특성 중 A층의 토양 pH는 5.7, B층 5.5로서 임목생육에

양호한 토양 pH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토양 유기물이나

전질소 함량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유효 인산의

경우 8 ppm이하로 나타나 인의 함량이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에 CEC, 치환성 양이온 등은 임목 생

육을 제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인을 제외하고는

토양비옥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2. 시비처리수준 및 낙엽낙지량 조사

시비처리는 N:P:K를 각각 3:4:1, 6:4:1, 2:2:1, 3:8:1,

3:4:2의 비율로 처리한 5개의 시비수준과 대조구 등 총 6

수준으로 구성되었고 산복에서 산록방향으로 각 처리구

별 3개의 20 m×20 m의 정방형 조사구(총 18개 처리구)와,

시비처리구 사이는 처리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

m 크기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였다. 시비수준별 처리에 사

Table 1.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a Quercus acutissima stand (n=18).

Horizon
Sand Silt Clay Soil

pH
(H2O)

Organic
matter
(%)

Total
nitrogen

(%)

Avail.
P2O5

(mg/kg)

CEC
(cmolc/kg)

Exchangeable (cmolc/kg)

(%) K+ Na+ Ca2+ Mg2+

A 16.8 
(1.25)

74.5 
(1.87)

8.7 
(0.8)

5.7
(0.1)

4.9
(0.4)

0.3 
(0.02)

7.6 
(0.8)

15.0
(0.5)

1.1
(0.06)

0.11
(0.003)

6.12
(0.84)

1.52
(0.13)

B 18.7 
(1.15)

70.2
(1.29)

11.1 
(0.5)

5.5
(0.1)

3.2
 (0.3)

0.2
 (0.02)

5.8
 (0.6)

14.0
(0.4)

0.84
(0.05)

0.11
(0.003)

3.58
(0.77)

1.07 
(0.10)

*Values in parenthesis are one st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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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질소질 비료는 요소(N, 46%), 인산질 비료는 용과린

(P2O5, 20%), 칼륨질 비료는 염화가리(K2O, 60%)를 혼합

하여 사용하였다. 각 처리구에 대한 시비처리는 2002년 4

월 하순부터 5월 중순에 1차 시비하였고, 2004년까지 3년

연속 시비하였다. 산지시비 시 시비기준량은 수종, 생장상

태, 임분밀도, 토양환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이 지역 임분 상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성숙임분 시비기준량인 질소 112 kg/ha, 인산

150 kg/ha, 칼륨 38 kg/ha(이원규 등 1983, 주진순 등

1983)에 근접하게 3:4:1 처리구의 경우 성분량을 기준으로

질소를 ha당 100 kg, 인산 130 kg, 칼륨 33 kg을 등고선

방향으로 골을 파고 시비하였다. 

2005년 조사된 상수리나무 임분의 각 시비처리구별 평

균 임분밀도의 경우 대조구와 3:8:1처리구의 250본/ha에서

2:2:1처리구의 367본/ha 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림이지

만 임분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시비처리 전(2000년) 숲

가꾸기 사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각 처리구간 평균 흉

고직경의 경우 시비처리구가 20.1 cm에서 22.8 cm, 대조

구가 22.8 cm로 시비처리구 사이에 평균 흉고직경 차이는

크지 않았다(Table 2). 임분밀도, 평균흉고직경, 평균수고

등의 인자가 시비처리구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는 대

조적으로 각 처리구내 임목의 흉고단면적 합은 3:8:1처리

구의 경우 8.9 m2/ha, 2:2:1처리구의 15.5 m2/ha까지 다양

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비에 따른 낙엽낙지량은 2005년 5월 15일 수집면적

0.25 m2의 원형 littertrap을 지상으로부터 60 cm 높이에

각 처리구 당 3개씩(총 54개) 설치하여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하고 1년 동안 8회(2005년

6월 19일, 7월 23일, 8월 23일, 9월 24일, 10월 22일, 12

월 3일, 2006년 3월 19일, 5월 13일) 낙엽낙지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낙엽은 지퍼백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한 후 65oC

건조기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하였으며 건조된 낙엽낙지

시료는 잎, 가지, 수피, 열매 등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무

게를 측정한 후 ha당 양으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비처리 간 낙엽낙지량 차이분석은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유의성 P=0.05 수준

에서 검정하였으며 처리간에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

리평균 간의 비교는 Duncan방법을 이용하였다(SAS,
1988).

결 과

1. 시비수준별 낙엽낙지량 월별 동태

시비수준별 낙엽낙지량의 월별 동태를 조사한 결과 잎,

꽃, 열매, 기타물질, 총 낙엽낙지량은 뚜렷한 월별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수피 및 가지 등과 같은 목질부와 관련된

기관은 계절적인 경향이 없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시비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Figure 1). 잎의 경

우 모든 처리구에서 10월 2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가

장 많은 엽량이 유입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3:4:2처리구

가 2,849 kg/ha/yr로 가장 많은 낙엽이 발생하였고, 3:8:1처

리구가 2,231 kg/ha/yr로 가장 적게 유입되었다. 수피의

경우 월별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3:8:1처리구나 3:4:1처

리구의 경우 9월에서 10월 또는 12월부터 3월의 동절기

동안 가장 많이 유입되었으며, 6월에서 9월의 임목생육

기간에는 일부 시비 처리구를 제외하고 수피유입이 발

생하지 않았다. 가지의 경우 시비처리 간 차이는 뚜렷하

지 않고 연중 고르게 유입되었다. 생식기관인 꽃이나 열

매의 경우도 시비처리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8월

과 9월에는 열매가, 5월에는 꽃이 주로 유입되었다. 기

타물질의 유입은 계절적으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가

장 많았고, 1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적었다. 총 낙엽

낙지량의 월별 유입량의 경우 낙엽낙지 유입량에서 엽

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잎 유입 형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ure 1).

2. 시비수준별 낙엽낙지량

각 시비수준별 엽량은 3:4:1처리구가 4,015 kg/ha/yr로

서 가장 작은 3:8:1처리구 2,874 kg/ha/yr보다 유의적으로

(P<0.05) 많았다(Figure 2). 그러나 나머지 시비처리구인

2:2:1처리구, 3:4:2처리구, 6:4:1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와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수피의 경우 3:4:2처리구 11 kg/ha/

Table 2. Stand characteristics of fertilization treatment plots in a Quercus acutissima stand (n=3).

Treatment
Tree density

(trees/ha)
Mean DBH

(cm)
Mean height

(m)
Basal area

(m2/ha)

Control 250 (76) 22.8 (0.60) 17.3 (1.30) 11.1 (3.54)
3:4:1 283 (30) 20.1 (1.55) 17.0 (1.46) 9.7 (1.21)
6:4:1 342 (58) 20.5 (0.95) 17.4 (1.29) 11.5 (1.07)
2:2:1 367 (68) 22.8 (0.13) 19.0 (0.29) 15.5 (2.75)
3:8:1 250 (63) 21.3 (1.18) 18.8 (2.11) 8.9 (1.23)
3:4:2 342 (36) 20.2 (1.12) 17.4 (1.58) 11.8 (1.60)

*Values in parentheses are one st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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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 무시비구 15 kg/ha/yr, 2:2:1처리구 22 kg/ha/yr, 6:4:1

처리구 36 kg/ha/yr, 3:4:1처리구 47 kg/ha/yr, 3:8:1처리구

88 kg/ha/yr 순으로 시비처리구의 수피량이 무시비구에 비

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P>0.05)는 없었다. 가지량의

경우도 처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3:8:1처리구가

432 kg/ha/yr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3:4:2처리구가 1,038

kg/ha/yr로 가장 많았으나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P>0.05)

는 없었다. 꽃과 열매 같은 생식기관의 경우 6:4:1처리구

가 293 kg/ha/yr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3:4:2처리구가 545

kg/ha/yr로 가장 많았으나 유의적인 차이(P>0.05)는 없었

다. 기타 물질의 경우 2:2:1처리구 860 kg/ha/yr, 무시비구

728 kg/ha/yr, 3:4:2처리구 715 kg/ha/yr, 6:4:1처리구 674

kg/ha/yr, 3:4:1처리구 619 kg/ha/yr, 3:8:1처리구 553 kg/

ha/yr로 2:2:1처리구가 대조구나 3:8:1처리구에 비해 유의

적으로(P<0.05) 높았다. 총 낙엽낙지량의 경우 3:8:1처리

구 4,206 kg/ha/yr, 2:2:1처리구 4,992 kg/ha/yr, 6:4:1처리

구 5,372 kg/ha/yr, 무시비구 5,456 kg/ha/yr, 3:4:1처리구

5,840 kg/ha/yr, 3:4:2처리구 6,015 kg/ha/yr 순으로(Figure

2) 3:8:1처리구는 타 시비처리구나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

으로 작게(P<0.05) 나타났다. 

Figure 1. Monthly litterfall inputs at various levels of fertilization in a Quercus acutissima stand.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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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비수준별 낙엽낙지의 기관별 분포

총 낙엽낙지량에 대한 각 기관별 비율은(Table 3) 잎의

경우 2:2:1처리구가 총 낙엽낙지량의 60.8%로 대조구의

61.4%와 유사한 반면에 3:4:2, 6:4:1, 3:8:1, 3:4:1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엽량의 비율이 높았다. 수피의 경우 3:8:1

처리구가 2%로서 타 처리구의 0.2~0.8%에 비해 높았으며

가지의 경우 시비처리별 차이가 심하여 대조구의 18.3%

에서 3:8:1 처리구의 10.3%까지 분포하였다. 꽃이나 열매

같은 생식기관의 경우 시비의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3:4:2처리구를 제외하고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기

타 물질의 경우 2:2:1처리구가 17.2%로 가장 높았으나, 나

머지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의 13.4%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고 찰 

산림생태계 내 시비 시 낙엽낙지량에 대한 반응은 엽량

이 증가하거나(Vose and Allen, 1991), 엽량증가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는(이임균과 손요환, 2006; Kim, 2008) 등

다양한 반응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잎의 경우 광합성 기

관으로서 시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N, P,

K 시비 시 엽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ines

and Haines, 1979). 본 연구에서 각 시비 수준별 엽량은

3:4:1처리구가 4,015 kg/ha/yr로서 3:8:1처리구 2,874 kg/

ha/yr보다 유의적으로(P<0.05)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시

비처리구(2:2:1, 3:4:2, 6:4:1)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엽량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3:4:1처리구는

2:2:1처리구나 3:8:1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엽량

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처리구 사이에 임분밀도나 흉고단

면적 등과 엽량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Table 2) 3:4:1 처리구에서의 엽량증가는 시비수준의

차이에 따른 시비효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동일 임분

에서 조사된 엽내 양분동태의 결과에 따르면 잎을 통한

질소량의 경우 3:4:1처리구는 133 kg/ha/yr로, 2:2:1처리구

나 3:8:1처리구의 97 kg/ha/yr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양

이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박진영, 2007). 그러나

시비 처리구 중 가장 높은 인 함량을 포함하는 3:8:1처리

구의 경우 조사구의 토양 내 인 함량이 낮기 때문에(Table

1) 시비에 대한 엽량 증가 반응이 기대되었으나 엽량은 타

시비 처리구에 비해 가장 작은 양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3:8:1처리구가 타 시비 처리구에 비해 임목

밀도가 낮고 흉고단면적 합이 가장 적어(Table 2) 이들 임

분 특성이 엽량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Meier et al.(2006)은 임관이 울폐된 지역의 경

우 임분 흉고단면적 합과 낙엽량은 유의적인 관계(P>0.05)

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임관이 울폐되는

경우 낙엽으로 환원될 수 있는 엽면적이 최대가 되고 평

형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Waring and

Running, 2007). 본 연구에서도 3:8:1처리구를 제외한 대

조구와 나머지 3개 시비 처리구(2:2:1, 3:4:2, 6:4:1) 사이에

임분밀도나 임분 흉고단면적 합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

하고 엽량 차가 크지 않은 것은 시비처리구간 임목본수나

흉고단면적 합의 차이, 개체목 수관의 공간점유면적차이

또는 시비 후 변화된 임지의 양분유효도 같은 입지환경요

인이 엽량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비처리 간

반응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지역 지

Figure 2. Total litterfall amounts at various levels of fertilization
in a Quercus acutissima stand. Different letters on each littefall
component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Table 3. Distribution of litterfall components between control and fertilizer treatments in a Quercus acutissima stand.

Treatment
Litterfall components (%)

Leaf Bark Branch Reproduction Miscellaneous Total

Control 61.4 0.3 18.3 6.6 13.4 100
3:4:1 68.8 0.8 11.8 8.0 10.6 100
6:4:1 66.5 0.7 14.8 5.5 12.5 100
2:2:1 60.8 0.4 15.3 6.3 17.2 100
3:8:1 68.3 2.1 10.3 6.2 13.1 100
3:4:2 61.5 0.2 17.3 9.1 11.9 100

*Values in parentheses are one st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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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수는 각 처리구의 평균 수고를 기준으로 판정할 때

약 18정도(산림청, 1995)의 산림생산력이 높은 지역으로

토양 비옥도가 높아(Table 1) 시비처리가 엽량 증가에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지나 수피 같은 목질부나 수꽃, 열매 같은 생식기관

의 경우, 시비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들

요인의 유입에는 바람이나 태풍 등과 같은 기후요인과 함

께 시·공간적 변이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시비에 따

른 변화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타물

질의 경우 2:2:1처리구가 3:8:1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유입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비처리수준의 차이보

다는 임목밀도나 흉고단면적 합이 가장 높았던 2:2:1처리

구가 임목밀도나 흉고단면적 합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인

3:8:1처리구에 비해 이들 물질의 유입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총 낙엽낙지량의 경우 3:8:1처리구는 타 시비처리구나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P<0.05), 이

는 엽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비의 영향보다는 타 처

리구에 비해 낮은 임분밀도나 흉고단면적 합을 가지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얻어진 상수리나무

의 평균 낙엽낙지량은 5,315 kg/ha/yr으로 국내에서 조사

된 충남 공주 IV-V영급 상수리나무임분 5,671 kg/ha/yr(문

형태와 주환택, 1992), 경기도 광릉 VII영급 상수리나무

임분 7,333 kg/ha/yr(김춘식 등, 1997)과 비교할 때 임분

영급 차가 크지 않은 충남 공주지역 상수리나무 임분의

낙엽낙지량과 유사하였다.

총 낙엽낙지량에 대한 각 기관별 비율(Table 3)중 일부

시비처리구(3:4:1, 6:4:1, 3:8:1처리구)의 엽량비율이 대조

구에 비해 높은 것은 시비에 따른 엽량 증가가 원인으로

사료되나, 2:2:1처리구의 경우 엽량의 비율이 대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타 처리구에 비해 낮은 시

비량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3:4:2처리구의 경우 3:4:1

처리구와 시비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엽량 비율이 상

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 시비의 영향인지 처리구내 타

구성성분의 차로 인한 영향인지 뚜렷하지 않다. 수피의 경

우 3:8:1처리구가 2%로서 타 처리구 0.2~0.8%에 비해 높

으나 시비의 영향보다는 조사구 사이 공간적인 변이에 따

른 결과로 사료된다. 가지의 경우 시비처리별 차이가 심

하며 대조구의 18.3%에서 3:8:1 처리구의 10.3%까지 분

포하나 수피나 가지같은 비동화조직은 시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꽃이나 열매 같은 생식기관의 경

우 시비의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3:4:1처리

구와 3:4:2처리구를 제외하고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기타

물질의 경우 2:2:1처리구가 17.2%로 가장 높았으나 타 처

리구의 경우 대조구의 13.4%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상수리나무 임분의 각 기관별 평균

비율은 잎 64.5%, 가지 14.6%, 기타물질 13.1%, 생식기관

7.0%, 수피 0.7%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도 광릉지

역에서 조사된 VII영급의 상수리나무 임분의 잎 61.4%,

가지 20%, 기타물질 13.5%, 열매 3.5%, 수피 1.6%와 유

사한 비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김춘식 등, 1997).

결 론

성숙한 상수리나무 임분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을 가

진 복합비료를 처리하여 낙엽낙지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낙엽낙지의 기관별 분포비율에 있어서 시비처리구내 엽

량의 비율은 무시비구에 비해 높았으며, 월별 낙엽낙지의

유입형태나 낙엽낙지의 년 유입량 등도 시비수준별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시비수준 처리구의 낙엽량은 대

조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

수리나무 수종 고유의 특성과 지위지수 값에 의해 나타난

것과 같이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 시비처리구내 낙엽낙지

량 특히 엽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거나, 상층

임관의 울폐에 따라 시비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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