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황 및 토양 인자가 낙엽송 벌채지 내 낙엽송 조림목의 

초기 생장에 미치는 영향

양아람⋅정재엽⋅조민석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Site and Soil Factors Affecting Early Growth of Larix kaempferi Trees 
Planted in Harvested Larix kaempferi Plantations

A-Ram Yang, Jaeyeob Jeong and Min Seok Cho *

Forest Technology and Management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ocheon 11186, Korea

요  약: 본 연구는 낙엽송 수확 벌채지 내 식재된 낙엽송 조림목의 초기 근원경과 수고 생장에 영향을 주는 지황 및 토양 

인자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낙엽송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낙엽송 조림지 내 지황 및 토양 인

자 15개를 이용하여 생장 영향 인자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인자들로 최적 조합에 의해 6년생 낙엽송 조림목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추정식을 개발하였다. 근원경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유효 인산(+), 유효 토심(+), 유기물(-), 모래 비율(-), 

pH(-), 고도(-) 등의 순으로 6개가 도출되었고, 근원경 생장추정식의 결정 계수(R2)는 0.51이었다. 수고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유효 토심(+), 고도(-), 경사(-), 유효 인산(+) 등의 순으로 4개가 도출되었고, 수고 생장추정식의 R2
는 0.46이었다. 

낙엽송 조림목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은 공통적으로 유효 토심, 유효 인산, 고도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도출된 영향 인자들은 낙엽송 조림목의 우수한 초기 생장을 위해 재조림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인자들로 작용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site and soil factors affecting growth of root collar diameter (RCD) 
and height (HT) of Larix kaempferi trees planted in harvested Larix kaempferi plantations. We were found effect factors 
of growth of RCD and HT using 15 of site and soil factors. And then we made the growth estimated equations of 
RCD and HT of 6-years-old L. kaempferi tree by the derived affecting factors. The growth of RCD was affected in 
order of available phosphorus (+), effective soil depth (+), organic matter (-), sand separate in soil (-), pH (-), and 
elevation (-),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f the growth estimated equation of RCD was 0.51. The growth 
of HT was affected in order of effective soil depth (+), elevation (-) slope (-), and available phosphorus (+) and the 
R2 of the growth estimated equation of HT was 0.46. The growth of RCD and HT were commonly affected by effective 
soil depth, available phosphorus, and elevation. Therefore, planting site of L. kaempferi should be considered the 
mainly effect factors in order to keep better early growth based on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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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낙엽송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주요 조림 수종의 하

나로서 현재 낙엽송의 기준 벌기령은 국유림 50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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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3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이를 감안하면 1960년대부터 식재된 

낙엽송은 현재 벌기령에 도달한 임분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낙엽송의 벌채 면적과 이들 벌채지를 대상으

로 한 조림 면적이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낙엽송 벌

채지에 다시 낙엽송을 재조림하는 면적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낙엽송 재조림지 내 낙엽송 조림목

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은 낙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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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림 기술 개발과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Liu et al.(1998)과 Liu et al.(2011)의 문헌에서 잎갈

나무속(Larix gmelinii Rupr., L. olgensis var. amurensis 
Kitag 및 L. leptolepis Gordon) 수종을 벌채한 다음 동일 

수종으로 조림한 후 장기 생장 모니터링과 토양 지력 변

화 및 임분 내 양분 순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

구 결과 지속적인 잎갈나무속 수종의 조림은 임지 내 지

력 감퇴를 가져와 조림목의 생장이 저조하게 된다고 보

고한 바 있다.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지황, 토양, 기후 

인자 등이며, 이러한 제반환경 인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를 형성하여 영향을 준다(Schweingruber, 1993; Fekedulegn 

et al., 2003; Park et al., 2008). 또한 조림지의 토양 특성, 

온도, 습도 등의 생육환경과 조림목의 식재 방법과 시기, 

하층식생 관리 등은 조림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Beon and Bartsch, 2003; Lee and Son, 2004; Lee et 

al., 2006; Cho et al., 2010).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인

자 중 어떤 것이 조림목의 초기 생장에 가장 밀접한 영향

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조

림지의 지황 및 토양 특성 중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

는 인자를 파악하여 조림 적지 정보에 근거한 임분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et al., 2001; Lee et al., 2012; 

Shin et al., 2012; Kim et al., 2013; Moon et al., 2015). 

한편 Baribault et al.(2010)은 참나무류와 단풍나무 조림

목의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토양 내 전질

소, 유효 인산 및 치환성 Ca2+ 농도이며, 조림목의 생장과 

토양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림지의 입지 및 토

양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낙엽송 수확 벌채지 내 식재된 낙엽

송 조림목의 초기 근원경과 수고 생장에 가장 밀접한 영

향을 주는 지황 및 토양 인자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낙엽송 조림지의 지황 및 토양 인자를 기반으로 조

림목의 근원경 및 수고와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도출하였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인자들은 낙

엽송 재조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인자들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및 조림목 식재 방법

연구 대상지는 낙엽송을 수확 벌채하고 낙엽송을 다시 

식재한 조림지로서 강원도(인제, 춘천)와 경상북도(김천, 

영주)에 위치한 국유림 4개소이며, 임분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영주 조사지는 2008년 3월 말 3 ha, 김천 조사지

는 2009년 3월 말 3.5 ha, 인제, 춘천 조사지는 2010년 3

월 말 각각 4.5 ha, 9.0 ha에 낙엽송 노지묘 1-1을 3,000본 

ha-1
의 밀도로 식재하였다.

 

2. 자료의 정리

낙엽송 조림목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지황 및 토양 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낙엽송 조림지의 지황 및 토양 특성

과 조림목의 생장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Yang et al. 

(2017)에서 먼저 밝혔는데 낙엽송 조림지의 토양 특성은 

2010년과 2013년에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조림목의 생장 

특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9월에 지역별로 90

본씩 근원경과 수고를 측정하였다. Yang et al.(2017)에서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엽송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도출하였다.

낙엽송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도

출하기 위하여 이용한 지황 및 토양 인자는 총 15개로 지

황 인자 3개 항목(고도, 경사, 사면 방향)과 토양 인자 12

개 항목(모래 비율, 점토 비율, pH, 전질소, 유효 인산, 유

기물, C.E.C., 치환성 Ca2+, Mg2+, Na+, K+, 유효 토심)이다

(Table 2). 조림지에서 기후 인자는 중요하나 지역별 차

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고, 지황 인자는 쉽고 간

편하게 조사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이며, 토양 인자는 분

석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중

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인자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낙엽송 조림목의 생장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

림목의 생장은 6년생일 때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값을 이

용하였다.

지황 인자 중에서 고도와 경사는 실측치를 이용하였고, 

사면 방향의 경우 Shin et al.(2008)의 방법을 참고하여 

사면 방위각을 레디안(radian)으로 변환한 다음 분석에 

이용하였다. 토양 인자는 모두 실측치를 사용하였으며, 

토성의 경우 모래와 점토 비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

림목의 6년생 생장을 기준으로 김천, 인제 및 춘천 조림

지의 토양 특성은 2013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영주 조림

지의 토양은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통계 분석

낙엽송 조림목이 6년생일 때의 근원경 및 수고 생장값

과 지황 및 토양 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원경 및 수고 생장값과 인자들 간, 그리고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원경과 수고 생장추정식을 도

출하기 위해 생장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자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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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characteristic
Region

Yeongju Gimcheon Inje Chuncheon

Regeneration year 2008 2009 2010 2010

Elevation (m) 295-320 712-872 685-705 420-438

Slope (°) 18-33 25-28 19-24 21-25

Aspect S, W S, NW NE, SE N, SE

Effective soil depth (cm) 40 ≥60 50 ≥60

Average air
temperature in
January (℃)

2010a -3.9 -2.8 -6.4 -7.3

2013 -4.2 -3.2 -6.8 -6.4

Average air
temperature in
August (℃)

2010 26.7 27.5 25.2 25.8

2013 25.5 26.1 25.5 26.4

Annual
precipitation
(mm)

2010 1,236 1,491 1,170 1,662

2013 1,181 1,086 1,349 1,734

Location
36°57′19.9″N,
128°38′15.76″E

35°50′43.16″N,
128°03′05.39″E

37°58′31.49″N,
128°15′3851″E

37°58′23.81″N,
127°50′25.31″E

Before
harvesting

DBH (cm) 16 21 15 18

Height (m) 18 32 22 28

Age class Ⅳ Ⅷ Ⅳ Ⅷ
Site indexb 18 16 16 18

6-year-old
Larix
kaempferi
trees after
planting

Root collar
diameter
(mm)

31.3 53.3 42.1 55.0

Height (cm) 238 327 267 381
a2010 and 2013 were collection period of the soil sampling.
bSite index was calculated by height of trees before harvesting.

Table 1. The stand characteristics of Larix kaempferi plantations.

Factor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ame Code description

Site X1 Elevation (m)
measured values

X2 Slope (°)

X3 Aspect measured values converted into radian

Soil X4 Sand separate in soil measured values

X5 Clay separate in soil

X6 pH

X7 Total nitrogen (%)

X8 Available phosphorus (mg kg-1)

X9 Organic matter (%)

X10 C.E.C. (cmolc kg-1)

X11 Exchangeable Ca2+ (cmolc kg-1)

X12 Exchangeable Mg2+ (cmolc kg-1)

X13 Exchangeable K+ (cmolc kg-1)

X14 Exchangeable Na+ (cmolc kg-1)

X15 Effective soil depth (cm)

Table 2.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code description in site and soi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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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선발하는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에 의하여 생장 추정에 필요한 최적 변수 조합을 도출하

였다(Fritts and Xiangding, 1986). 이 과정에서 상관분석

에 의해 선택된 독립변수 간의 내부상관이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지황 및 토양 인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중공

선성을 분석하였다(Belsley et al., 1980; Myers, 1990). 다

중공선성은 분산팽창계수와 조건지표값을 이용하여 다

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들은 제외하거나 가장 설명력이 높

은 변수만을 생장추정식에 포함시켜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AS(ver. 9.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AS Institute Inc., 2009).

 

결과 및 고찰
 

1. 조림목의 생장과 지황 및 토양 인자 간의 상관관계

Yang et al.(2017) 문헌에서 낙엽송 조림목의 생장 특성 

분석 결과, 벌채 전 낙엽송 임분의 영급이 높고 토양 내 

전질소, 유효 인산 및 유기물 농도가 높으며 유효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낙엽송 조림목의 생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Liu et al., 1998; Byun et al., 2007; Liu et al., 2011; 

NIFoS, 2012; Yang et al., 2013). 이에 낙엽송 조림목의 

초기 생장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가

를 분석하기 위하여 6년생 낙엽송 조림목의 근원경 및 

수고 생장값과 조림지 내 지황 및 토양 인자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근원경 생장은 경사, 치환성 K+
을 제외한 모든 인자들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 중에서 고도, pH, 전질소, 유효 인산, 유기물, C.E.C., 

치환성 Mg2+, Na+, 유효 토심은 근원경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그러나 사면 방향, 모래 및 점토 비율, 치환성 

Ca2+, Mg2+
은 근원경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면 

방향은 1라디안(0-60°)인 북사면에서 근원경 생장이 높고, 

모래와 점토 비율, 치환성 Ca2+, Mg2+ 농도가 낮을수록 생

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치환성 Ca2+, Mg2+

은 높을수록 조림목의 생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Binkley and Fisher, 2013), 본 연구에서는 치환성 Ca2+, 

Mg2+
이 적정하게 낮아야 근원경 생장이 높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수고 생장은 경사, pH, 치환성 Ca2+, Mg2+, K+
을 제외한 

모든 인자들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 < 0.05). 그 중에서 고도, 전질소, 유효 인산, 유기물, 

C.E.C., 치환성 Na+, 유효 토심은 수고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그러나 사면 방향, 모래 및 점토 비율은 수고

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낙엽송은 고도 

200~1100 m까지 넓은 범위에서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1986; NIFoS, 2012), 본 연구 시험지 4개소 

모두 900 m 이하로 고도가 적정하게 높을수록 수고 생장

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원경과 수고 생장 모두 고도, 전질소, 유효 인산, 유

기물, C.E.C., 치환성 Na+, 유효 토심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300, P < 0.001). 이러한 인자들은 조림목

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생

장추정식의 영향 변수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

림목의 생장과 전질소, 유효 인산, 유기물 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Jin et al., 1994; Kim 

et al., 2013), 본 연구 결과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지황 및 토양 인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질소와 유

기물(r = 0.9787, P < 0.001), 전질소와 C.E.C.(r = 0.9612, 

P < 0.001), 유기물과 C.E.C.(r = 0.9249, P < 0.001) 간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인자들 간

의 높은 내부 상관은 근원경과 수고의 생장추정식을 산

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로서 제외해

야 한다. 그러나 전질소, 유기물, C.E.C. 등의 인자는 근

원경과 수고 생장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약한 양의 상관

관계(r ≥ 0.300, P < 0.001)를 보여 생장추정식을 도출하

는 변수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

15개의 지황 및 토양 인자를 이용하여 6년생 낙엽송 조

림목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도출한 후 생장추정식을 산출하였다. 근원경

과 수고 생장추정식 산출 과정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근원경과 수고의 생장추정식을 산출하기 위해 15개 변

수들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영향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근원경 생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유효 인산(X8), 유

효 토심(X15), 유기물(X9), 모래 비율(X4), pH(X6), 고도

(X1) 등의 순으로 6개가 도출되었고, 이들 인자가 근원경 

생장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6개 인자들을 

이용하여 근원경 생장추정식을 산출하였으며, 결정계수

(R2)는 0.51이었다. 유효 인산과 유효 토심은 근원경의 생

장과 양의 관계를 보였고, 고도, 모래 비율, pH, 유기물은 

음의 관계를 보였다. 도출된 인자들을 이용한 근원경 생

장추정식은 식 1과 같다.

 

Root collar diameter (mm)

  = 37.460 –0.015․X1 –0.427․X4 –11.063․X6

+6.715․X8 –2.205․X9 +1.506․X15        (1)

 

수고 생장은 유효 토심(X15), 고도(X1), 경사(X2), 유효 

인산(X8) 등의 순으로 4개가 도출되었고, 이들 인자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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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estimate

F-value P-value

Root
collar
diameter

 X1 (elevation) -0.0147 5.82  0.0168

 X4 (sand separate in soil) -0.4272 11.58  0.0008

 X6 (pH) -11.0625 9.51  0.0023

 X8 (available phosphorus) 6.7151 22.22 <0.0001

 X9 (organic matter) -2.2051 11.75  0.0007

 X15 (effective soil depth) 1.5058 21.88 <0.0001

 Intercept 37.4595 4.27  0.0400

Height  X1 (elevation) -0.1765 38.47 <0.0001

 X2 (slope) -2.3521 4.81 0.0295

 X8 (available phosphorus) 11.9308 3.07 0.0813

 X15 (effective soil depth) 7.5801 71.85 <0.0001

 Intercept -3.7422 0.01 0.9212

Table 4. The regression analysis for making growth estimated equations of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of 6-year-old 
Larix kaempferi trees.

고 생장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4개 인자

들을 이용하여 수고 생장추정식을 산출하였으며, R2
는 

0.46이었다. 유효 토심과 유효 인산은 수고 생장과 양의 

관계를 보였고, 고도와 경사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도출

된 인자들을 이용한 수고 생장추정식은 식 2와 같다.

 

 Height (cm) 

    = -3.742 –0.177․X1 –2.352․X2 +

11.931․X8 +7.580․X15                  (2)

 

근원경과 수고의 생장추정식은 0.46 이상의 결정계수

를 보였는데, 이는 조림목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을 설명

할 수 있는 조림지의 입지 특성 내 여러 가지 인자들 중

에서 지황 및 토양 인자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지황 및 토양 인자는 보다 용이하게 

조사 될 수 있으며, 조림목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서 향후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on et al.(2005)은 28개의 입지, 

토양 및 환경 요인에 의한 임지생산력을 추정하였는데 4

개의 영향 인자가 도출되었고 결정계수는 0.90 이상이라

고 보고하였으며, Shin et al.(2008)은 18개의 미기후 인자

를 이용하여 활엽수의 흉고직경과 수고 생장을 추정하였

는데 2개의 인자가 도출되었고 결정계수는 0.72 이상이

라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0.50 이하의 결정계수를 보고

한 연구 결과(Shin et al., 2006; 2007; Lee et al., 2012; 

Shin et al., 2012; Kim et al., 2013; Ko et al., 2014; 

Chung et al., 2015; Moon et al., 2015)도 있는데 이들은 

28~48개의 입지, 토양 및 기후 인자를 이용하여 지위지

수 추정식을 개발하였으며 도출된 인자는 2~7개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인자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계수를 가진 생장추정식을 개발하

였고, 이 식에 포함된 인자가 낙엽송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경과 수고 생장추정식에서 공통적으로 유효 토심, 

유효 인산 및 고도 인자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효 토심이 깊은 곳에서 낙엽송의 생장이 우수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Byun et al., 2007; NIFoS, 2012)와 일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 토양은 일반적으로 

유효 토심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계곡부나 암석이 적어 

상대적으로 유효 토심이 깊은 곳에 낙엽송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효 인산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산림 토양 내 유효 인

산 농도는 높지 않은 편(Jeong et al., 2002; Hwang and 

Son, 2006; Yang et al., 2013)이므로 낙엽송 조림 대상지

의 토양 내 유효 인산 농도를 식재 전에 파악하여 조림 

전 토양 상태에 따라 시비 처리가 실시될 필요도 있다.

낙엽송 조림목의 우수한 초기 생장을 위해서는 유효 

토심이 깊고, 유효 인산 농도가 높으며, 고도가 높은 지

역에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인위적 조절

이 가능한 유효 인산 농도의 경우 Ca2+
이 첨가된 비료로 

pH를 증가시켜 유효 인산 농도를 높이거나 인산질 비료

를 이용한 시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인자들은 일부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이

므로 모든 지역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향후 

낙엽송 재조림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인자

들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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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낙엽송 수확 벌채지 내 식재된 낙엽송 

조림목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

는 지황 및 토양 인자를 구명하였다.

6년생 낙엽송 조림목의 근원경과 수고 생장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도출한 결과, 근원경 생장은 유

효 토심, 유효 인산, 유기물, 모래 비율, pH, 고도 등의 순

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원경 생장추정

식의 결정계수(R2)는 0.51이었다. 수고 생장은 유효 토심, 

고도, 경사, 유효 인산 등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고 생장추정식의 R2
는 0.46이었다. 근원경

과 수고 생장추정식에서 공통적으로 유효 토심, 유효 인

산, 고도가 도출되었고, 유효 토심이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인자로 분석되었다.

낙엽송 조림목의 우수한 초기 생장을 위해서는 유효 

토심이 깊고, 유효 인산 농도가 높으며, 고도가 높은 지

역에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인위적 조절

이 가능한 유효 인산 농도의 경우 Ca2+
이 첨가된 비료로 

pH를 증가시켜 유효 인산 농도를 높이거나 인산질 비료

를 이용한 시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인자들은 일부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이

므로 모든 지역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향후 

낙엽송 재조림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인자

들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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