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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강도로 간벌 시행 후 4년이 경과한 경기도 광릉시험림 내 46년생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arini) 인공림에서 간벌 강도가 토양 온도, 수분, 광 유효도(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및

직경 생장량 변화에 미치는 초기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간벌은 2004년 흉고단면적(m2/ha)을 기준

으로 45%(T45)와 60%(T60)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대조구, T45 및 T60의 평균 토양 온도는 각각 8.9,

10.0, 10.2oC, 평균 토양 수분 함량은 14.3, 16.1, 16.1%이었으며, 평균 토양 온도는 대조구 포함 각 처리구 사이에서,

평균 토양 수분 함량은 대조구와 간벌 처리구간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대조구, T45 및 T60의

평균 PAR는 각각 44, 143, 178 µmol/m2/sec로 나타나 각 처리구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간벌 후 4년간 측정한 연평균 직경 생장량은 대조구, T45 및 T60에서 각각 0.4, 1.5, 1.2 mm으로 조사되어 간벌 처

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직경 생장량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간벌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토양 온도, 수분 및 임

분 내 유입되는 광 유효도는 지속적으로 간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soil temperature, soil moisture content, light

availability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and diameter growth in 46-year-old Korean pine (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arini) plantation located in Gwangneung experimental forest after 4 years from

thinning. Three different thinning intensities [control, 45%(T45), and 60%(T60) basal area reduction] were

applied in 2004. Mean soil temperature and soil water content were 8.9oC and 14.3% for control, 10.0oC and

16.1% for T45 and 10.2oC and 16.1% for T60, respectively. Mean soil temperature and moisture cont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plots (p<0.05). Mean PAR in control, T45 and T60 was 44, 143 and

178 µmol/m2/sec, respectively and the difference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treatment plots

(p<0.05). Mean annual diameter growth in control, T45 and T60 was 0.4, 1.5 and 1.2 mm, respectively. Diameter

growth of Pinus koraiensis was steadily increased after thinning in comparison to control. Consequent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soil temperature, soil moisture content and light availability were likely to last beyond the

4 years after thinning in this Korean pine plantation.

Key words : diameter growth,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inus koraiensis, soil temperature, soil water content,

thinning

서 론

최근 대기 중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산

림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탄소 흡

수원으로서의 가치와 이의 증진을 위한 산림 시업과 연관

된 분야는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탄소 흡수원으

로서 산림의 역할과 기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치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산림 시업 중에서 간벌에

대한 관심 또한 이에 상응하여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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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arini)와 관련

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상부 생체량 추정과 물질 및 양분

분배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이돈구와 김갑

태, 1997; 이경학 등, 1998; 이명종, 1998; Son et al.,

2001; Son et al., 2007), 일부 잣나무 천연 치수의 생체

량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지만(Son et al., 2005),

간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제반 환경인자

및 이에 따른 직경 생장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간벌

효과의 지속성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잣나무의 경우 타 수종에 비하여 기상 변동에 상

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한상섭과 박완근, 1988), 간벌 후 임분 내 유입되는 광조

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토양 온도 및 수분 변화 등에 따른

생장량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잣나무의 분포 면적(230천ha)은 우리나라 전체 침엽수

림 면적(2,680천ha)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으며(산림청,

2009), 대부분 IV영급 전후에 분포하고 있어, 간벌 등 숲

가꾸기가 필요한 생육단계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간벌

은 토양과 생육 환경을 개선시켜 임목의 생장을 증진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wang and Son, 2006; Park et

al., 2007; Muñoz et al., 2008), 임목이 성숙하여 벌채 단

계에 이르렀을 때 더 가치가 높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Pothier, 2002). 또

한, 일부 개체목의 제거로 인한 수관 소개로 인해 임분 내

미기후 조건들을 변화시켜 남아있는 개체들의 생태·생

리적 기능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1995). 한편, 수관 하부에 도달하는 광은 산림의 동

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주로 기후 조건과

하늘에서의 태양 위치 그리고 상위 수관층의 특성 및 개

체목 간 수관 사이의 틈 등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Lefrançois et al., 2008).

본 연구는 46년생 잣나무 임분 내에서 서로 다른 강도

의 간벌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토양 온도·수분,

임분 내 유입되는 광 유효도 및 직경 생장량을 측정하여

간벌 강도 차이에 따른 간벌 효과의 지속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인 잣나무 임분은 국립산림과학

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관할 광릉시험림 내 해발 180~200

m에 위치하고 있다(N 37° 44' 13.1", E 127° 10' 55.4").

잣나무 임분 전체 면적은 4.2 ha로 1964년 천연 활엽수림

을 개벌한 후 조성(3,000본/ha)되었으며, 사면 방위는 북동

향, 경사도는 10° 내외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

다. 토성은 사양토(SL) 또는 양토(L)로서 토심은 비교적

깊고 적윤한 편이며, 기준연도 30년에서의 지위지수는 21.5

이다. 하층 목본류는 졸참나무(Quercus serrata), 물푸레나

무(Fraxinus rhynchophylla),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산뽕나무(Morus bombycis) 등이 주로 출현하고 있다. 조

사지 인근의 지난 6년간 1월과 8월의 평균 온도는 각각

-5.4 및 24.2, 평균 강수량은 1,508 mm로 조사되었으며(산

림생산기술연구소 기상관측 자료), 잣나무 임분 내 각 간

벌 처리구별 토양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간벌 및 임분 조사

시험지 잣나무 임분은 2차례(1982년, 1988년) 간벌이 실

시되었으며, 2004년 흉고단면적 기준으로 45%(T45)와

60%(T60)를 제거하는 간벌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004년

Table 1. Soil properties for Pinus koraiensis plantation (0~10 cm soil depth).

Soil texture pH
T-N
(%)

Avail. P
2
O

5

(ppm)
Carbon

(%)
C.E.C.

(cmol/kg)

Exchangeable cation (cmol/kg)

K+ Ca2+ Mg2+

Control SL 4.61 0.18 9.64 2.42 13.89 0.13 0.36 0.14

T45 L 4.72 0.19 11.33 2.20 13.28 0.12 0.34 0.15

T60 L 4.57 0.22 10.18 2.65 12.62 0.12 0.44 0.17

Table 2. Changes in stand characteristics for Pinus koraiensis plantation after thinning in 2004.

Thinning
Stem density

(trees/ha)
Mean DBH

(cm)
Mean tree height 

(m)
Basal area

(m2/ha)
Volume
(m3/ha)

Thinning
intensity* (%)

Control - 1,517 18.5 18.9 40.8 347.6 -

T45
before 1,175 19.6 17.0 38.8 297.3

45
after 475 23.1 17.8 21.1 169.3

T60
before 1,125 20.9 18.4 40.9 338.1

60
after 325 25.4 19.5 17.0 148.4

*thinning intensity was determined by the removal ratio of bas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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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 간벌 대상목은 피압목, 생장 및 형질 불량목, 우세

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임목 등을 직경급이 낮은 임목에서

부터 상위의 경급으로 올라가면서 흉고단면적 기준이 충

족될 때까지 선정한 후 벌채하였다. 시험지 임분 내 반경

10 m의 원형 고정 조사구 3개소를 설치한 후 간벌 실시

전후에 수고와 흉고직경 등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2004년

간벌 전후의 임분 상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2004년

간벌 실시 후 직경생장측정기(band dendrometer, Austria)

를 대조구 4개, T45 처리구 6개, T60 처리구 3개씩 흉고

직경 높이에 설치한 후 2008년까지 한 달 간격으로 0.01

mm 단위까지의 직경생장 변화량을 조사하였다.

3. PAR 및 토양 온도·수분 측정

간벌 강도별 처리에 따른 임분 내 광 환경 변화를 측정

하기 위하여 대조구 포함 각 간벌 처리구 내 3곳의 고정

된 지점에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동절기를 제

외하고 한 달 간격으로 지표면과 수평을 유지하면서

‘AccuPAR Ceptometer(Model LP-80, Decagon Devices,

Inc.)’을 이용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PAR,

400~700 nm)을 조사하였다. 측정은 구름이 없고 맑은 날

씨를 보이는 날, 13시부터 14시 사이에 지상 1.2 m 높이

에서 이루어졌다. 임분 내 유입되는 광량은 하층식생 및

관목층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위치

인근의 하층 식생은 제거하였다. 방위계를 이용하여 4방

향(동, 서, 남, 북)의 PAR를 측정(Q
i
)하였으며, 임분 내 광

조건의 상대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임목의 영향을 받지 않

는 나지에서도 동시에 PAR(Q
0
)를 측정하였다.

2008년 6월 초 대조구를 포함한 각 간벌 처리구에 토양

온도(ECT, Decagon Devices, Inc.) 및 수분 센서(EC-5,

Decagon Devices, Inc.)를 낙엽층을 제거한 토심 10 cm

깊이에 매설한 후 데이터 로거(Em5b, Decagon Devices,

Inc.)에 연결하여 1시간 간격으로 토양 온도 및 수분을 측

정하였다. 토양 온도 및 수분 자료는 토양 안정화를 위해

약 2개월 후인 2008년 8월부터의 자료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9년 7월 15일까지 약 1년간의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처리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엽면적 지수(LAI, Leaf area index)는 ‘Beer-Lambert

Law [LAI = -ln(Q
i
/Q

0
)/K]’를 이용하였으며, ‘K(light extinction

coefficient of the canopy)’ 상수는 0.65값으로 계산하였다

(Wang et al., 1995; Lefrançois et al., 2008).

4. 통계 처리

수집된 자료는 ANOVA를 이용하여 간벌 강도별 처리

에 의한 토양 온도·수분 및 PAR의 유의성을 검정하였으

며, 각 처리간 차이가 인정될 경우 5% 유의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여 평균간 비교를 실

시하였다(SPSS, 2000).

결과 및 고찰

1. 토양 온도 및 수분

측정 기간인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15일까지

의 대조구, T45 및 T60의 평균 토양 온도는 각각 8.9,

10.0, 10.2oC이었다. 토양 온도는 간벌 실시 후 대조구에

비해 약 1oC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간벌 강

도별 처리구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통계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대조구 포함

각 처리구에서의 연중 최고 및 최저 토양온도는 각각 대

조구에서 21.2, -2.6oC, T45 처리구에서 22.3, 0.3oC, T60

처리구에서 22.1, -0.5oC로 조사되어, 토양 온도의 최고값

은 T45 처리구에서, 최소값은 대조구에서 나타났다. 대조

구에서의 토양 온도는 간벌처리구에 비하여 측정기간 내

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차이는 동절기에 더욱

명확하여 영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 강도별

처리구 간 비교에서 2008년도에는 그 차이가 거의 나타나

지 않았지만 2009년 3월 이후부터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T60 처리구가 T45 처리구에 비하여 토양 온도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Figure 1).

간벌에 의해 토양 온도가 상승한 본 결과는 Bhatti(2000)

가 jack pine(Pinus banksiana)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목 벌

채가 임내로 유입되는 광량의 증가로 인해 토양 온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황재홍과 손요환(2002)이

낙엽송 임분을 대상으로 잔존 본수 기준 50% 간벌을 실

시(잔존 본수 360본/ha) 한 후 측정한 토양 온도 상승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Prévost(2008)는 yellow

birch(Betula alleghaniensis)와 침엽수가 혼효된 임분 내에

서 벌채 강도에 따른 토양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100% 벌채지에서만 일일 최고 토양 온도가 증가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차이는 점차 하층식생의 발달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Son et al.(2004b)은 낙엽송

Figure 1. Seasonal changes in soil temperature(oC) for Pinus
koraiensis plantation after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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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분 내에서 서로 다른 간벌 강도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토양 온도를 조사하였는데, 본수 기준 40% 제

거구에서의 토양 온도가 가장 낮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간

벌 후 급격히 증가한 하층식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

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간벌에 따른 토양 온

도의 변화는 간벌 강도와 더불어 잔존 임목 본수가 큰 영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측정 기간인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15일까지

의 대조구, T45 및 T60의 평균 토양 수분 함량은 각각

14.3, 16.1, 16.1%로 대조구와 간벌 처리구간에 통계적으

로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토양 수분함량은 여름

에 가장 높고 겨울에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강

수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

월을 제외한 전 측정기간 동안 간벌 처리구의 토양 수분

함량이 대조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벌 실시 후 4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간벌에 따른 수관의 강우 차단율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이러한 결과

는 간벌 후 임관의 소개에 의한 강수의 유입량 증가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Bäumler와

Zech(1997)가 흉고 단면적 50.9 m2/ha을 나타내는 독일가

문비(Picea abies) 임분에서 재적의 40%를 간벌하면 수관

에 의한 강우 차단율이 26.6%에서 18.1%로 감소한다는

보고 및 Son 등(2004b)이 낙엽송 임분 내에서 서로 다른

간벌 강도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토양 수분은 간

벌 처리구에 비해 대조구에서 가장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수관층에 의한 강우 차단율은 수종 및 영급 등

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 이현규(1998)는 II영급 잣

나무 임분의 평균 임내 강우량률은 55.7%로 보고하였으

며, 박영대 등(1999)은 28년생 잣나무 임분(임분밀도 900

본/ha)의 수관 통과우량을 84.5%로 보고한 바 있다. 이

러한 수관의 강우차단 효과는 강우 강도가 낮을수록 커

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관 차단량은 잎의 면적과 비례하

므로 결국 임분의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와 비례하

게 된다.

2. PAR(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본 연구에서 측정 기간 중 평균 PAR는 대조구 44, T45

143, T60 178 µmol/m2/sec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 검정에

서 대조구 포함 각 처리구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PAR는 대부분 모든 처리구에서 2008

년 6월 초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이후 감소하고, 7월말

에서 8월 중순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점차 감소

하는 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3).

2009년의 경우 대조구에서는 PAR의 차이가 거의 나타

나지 않았으나, 간벌 처리구에서는 4월 이후 급격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2008년 7월과 8월에 측정한

PAR가 6월에 측정한 값보다 낮은 것은 잣나무 수관 및 관

목층을 포함한 하층 식생에서 잎 및 가지의 생장에 영향

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on et al., 2004a). 조사 전

체 기간에서 대조구는 연중 50 µmol/m2/sec 내외의 일정

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T60이 T45보다 임분 내 유입

되는 PA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관측 자료

의 경우 2008년에 비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간벌에 따른 수

관 소개의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AR

는 처리구간 하절기에서 그 차이가 컸지만 동절기로 갈수

록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낙엽송 임분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강도로 간벌을 실시하고 4년 후의 PAR를 측정한 Son 등

(2004a)의 연구 결과 역시 간벌 강도에 따라 임분 내로 유

입되는 PAR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Wang et

al.(1995)도 paper birch(Betula papyrifera) 유령 임분에서

간벌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분 내로 유입되는 PAR가 유

의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Prévost(2008)는

yellow birch와 침엽수가 혼효된 임분 내에서 벌채 강도에

따라 임분 내로 유입되는 광조건을 비교하였는데, 흉고 단

면적 기준 0, 40, 50, 60, 100% 벌채 후 첫 여름에 측정

해 본 결과 각각 전광의 평균 5, 21, 26, 30, 94%가 임내

Figure 2. Seasonal changes in soil moisture content(%) for

Pinus koraiensis plantation after thinning.

Figure 3. Seasonal changes in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at 1.2 m above ground level for Pinus koraiensis

plantation after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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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과되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임분 내

에 유입되는 광 유효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잔

존 개체목의 수관 확장과 PAR 측정 위치의 하층식생 발

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처리구 내에서의 PAR 측정값들은 측정일의 기상 조

건이 서로 다르고, 동일 측정 지점의 측정 시간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그 절대값들을 상호 비교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측정 시 주변의 임목들

로부터 일사량의 방해를 받지 않는 나지에서의 PAR 값을

조사하여 각 처리구간의 평균 광 투과율과 상호 비교하였

다. 그 결과 각 처리구는 나지에 유입되는 전광(100%)에

비해 광 투과율이 대조구, T45, T60 각각 10.8, 29.8 및

36.4%로 조사되었다. T60 처리구가 T45 처리구에 비하여

전체 조사 기간 내내 높은 광 투과율을 보였는데, 특히 상

대 광 투과율은 11월에 측정한 결과에서 각 처리구간 가

장 큰 차이를 보여, 같은 시기 처리구 내 측정한 PAR 값

과는 그 경향이 반대였다(Figure 4). 본 결과는 동절기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져 임분 내로 유입되는 직

사광선의 각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엽면

적 지수는 2008년 7월 대조구, T45 및 T60에서 각각

1.62, 0.17, 0.13이었으며, 1년이 경과한 2009년 7월에는

각각 2.65, 0.87, 0.75로 증가하였다. 증가율은 T60에서 가

장 높은 5.8배였고, 대조구에서는 1.6배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rlyle(1998)이 Pinus radiata 임분을 대상

으로 간벌 후 엽면적 지수 변화량을 조사한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간벌 이후 개체목간 생육 공간 및 임내 유입

되는 광량의 증가로 인해 수관 생장이 대조구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McDowell et al.,

2007).

3. 직경생장

간벌실시 후 band dendrometer를 이용하여 4년간 측정

한 연평균 직경생장량은 대조구 0.4, T45 1.5, T60 1.2

mm로 각각 조사되었다. 간벌 처리구(T45와 T60)가 대조

구에 비해 직경생장량이 높았으며, 간벌 강도 처리에서는

T45가 T60에 비하여 높았다. 대조구와 T45에서는 경과 연

수에 따른 직경생장량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T60에서는 간벌 실시 직후 직경생장량이 일시적으로 감

소하다가 그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T60의 경우 간벌에 따른 직경생장량 증가가 향후 일정기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 5).

전상근 등(1999)은 잣나무의 직경생장은 연평균 강수량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수분 조건이 양호한 입

지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상태 등(2009)도 잣나

무의 연륜생장은 강수에 대하여 정의 상관을 보인다고 발

표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대조구에 비해 간벌 처리구

에서 양호한 직경생장량을 보인 것은 간벌에 의하여 토양

수분함량이 증가하였다는 본 연구 결과와 상호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벌채 후 임상에 유입되는 광량

의 증가가 표토층의 온도를 증가시켜서 질소무기화를 촉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rescott, 1997), 이러한 효

과는 단기간 임목생장에 유효하며, 특히 한대성 수종인 잣

나무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Peltola 등

(2002)도 Scots pine(Pinus sylvestris) 임분 내에서 간벌 후

12년간 직경생장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간벌 강도

가 증가하면서 흉고 부위의 직경생장이 강하게 증가하며,

간벌 효과에 의한 직경생장의 증가도 더 오래 지속되고,

수간의 상단부로 갈수록 간벌 효과에 의한 증가 경향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T45에서의 직경생장량이 간벌 직후 T60에 비하여 높은

것은 본 시험에 적용한 간벌 방식이 직경급이 낮은 개체

부터 대상목으로 선정한 후 간벌을 실시하여, 기존 T45에

존재하고 있던 임분 내 우세목들이 직경생장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벌 쇼크(thinning

shock)에 의해 T60 내 개체목의 직경 생장이 T45에 비하

여 간벌 직후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Harrington and Reukema, 1983), 이러한 영향은 간벌 직

후 2006년까지 T60에서의 직경생장량 감소에도 일정 부

Figure 4. Seasonal changes in transmission rate for Pinus

koraiensis plantation after thinning. Figure 5. Changes in diameter growth for Pinus koraiensis

plantation after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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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벌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2008년의 경우 두 간벌처리구 간 직경생장의 차이

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경생장 증가율이 향후 T45

보다 T60에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T60처리

구가 T45 처리구에 비해 향후 지속적으로 간벌에 의한 직

경 생장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임목의 생장에 미치는 외적인 요인은 간벌 등을 포

함한 임분 관리뿐만 아니라 기후, 지형 및 토양 조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보완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 론

서로 다른 간벌 강도 시행 후 4년이 경과한 46년생 잣

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arini) 인공림에서

간벌 강도가 토양 온도, 수분, 광 유효도(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및 직경 생장량 변화에 미치는 초기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토양 온도는 대조구 포함 각

처리구 사이에서, 수분 함량은 대조구와 간벌 처리구간 통

계적으로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 평균 PAR는 대조구, T45

및 T60에서 각각 44, 143, 178 µmol/m2/sec로 조사되어

간벌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분 내로 유입되는 광 유효

도는 증가하였으며, 간벌 후 4년간 측정한 연평균 직경 생

장량은 대조구, T45 및 T60에서 각각 0.4, 1.5, 1.2 mm으

로 조사되어 간벌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직경 생장량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간벌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토

양 온도, 수분 및 임분 내 유입되는 광 유효도는 지속적으

로 간벌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른 간벌 강도 시행 후 4년이 경과한 시점

에서 여러 입지 환경과 직경 생장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

과이므로 향후 간벌 효과의 지속성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자료 습득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면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벌 강도에 의해서도

토양의 온도·수분 및 광조건이 상이해지고 직경 생장량

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임분 관리 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간벌 기법이 각 임분에 적용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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