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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 낙엽활엽수림과 상록침엽수림내의
미기후 및 토양 환경 특성
서상욱 ‘· 민윤경 · 이재석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A Study on the Microclimate and Soil Characterstic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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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I'
We investigated differences in micro c1 imate and soi1 charact려stics about evergreen coniferous and
temperate deciduous hardwood forest that different with dominent species. In March of 2005 ,
LAI(Leaf Area Index) of the evergreen conif농rous and the deciduous hardwood forest were totalI y
different in Ju1y but after bud burst, the gap was realI y smalI such as 5.08 and 4 .44. Litter production
of evergreen coniferous forest was higher than in deciduous hardwood forest(742.2 :l: 313.0 g m-2
yr-l and 503.8 土 124.2 g m깅 yrη. The amount of 1itter accumu1ation in the forest floor was a1so
higher than in deciduous forest(2 ,796.0 土 1,040.6 g m-2 yr-l and 503.8 土 1242 g m-2 yTη. Organic
matter content of soi1 was higher in al1 evergreen cinuferous forest except 0~5 cm soil depth. Th e
solar radiation was 0 ~ 53 Wm-2 in evergreen coniferous forest and 0 ~ 566 Wm-2 in deciduous
hardwood forest evergreen coniferous and deciduous hardwood evergreen forest showed -9 .43 ~ 3 .3 3 oc
and -1 1.3 8~5.150C with atmospheric tempcrature, -0 .4 7~ -2.28 "C and -3 .47~3.25 "C with soi1
temperature (5 cm) in February, 19.47~27.72 "C and 19.98~28 .48 "C， with atmospheric temperature
19.15~20 .470C and 19.98~2 1. 70oC with soil temperature(5 cm) in Ju1y, respective1y. Dai1 y variation
of atmospheric temperature and soi1 temperature were sip1 i1ar to that of solar radiation. A1so in Ju1y
after bud burst the difference between two forest. floor has astonishing1y decreased compared to that
in february before bud burst in both solar radiation and temperature. Th e relative humidity in forest
f1 00r was higher in evergreen coniferous forest(43%) which had LAI than in deciduous hardwood
forest(40.5% in October, 2004). A1though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soi1 density, there existed
a dissimi1arity in soil environmenta1 e1ements between two forest f1 oor. Both organic matter
contents and maximum water holding capacity were higher in evergreen conifiεrous forest than.
deciduous hardwood fores t.
Key words : Evergreen coniferous forest , leaf area index , light environment , temperate
deciduous forest , s이 I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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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에 도달하는 광량의 차이는 임관의 우점종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우점종에 의한

임관의 구조적 차이는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라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의 변화를 가져오며
(Wiπh et al. , 2001) , 이는 임상의 광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광환경은 잎의 광합성과 수분평형

(Chazdon and Pearcy 1986a, 1986b) 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 (Canham et al. , 1994 ; Connell et al., 1997 ;
Lieberman M. et al. , 1995 ; Midgley et al. , 1995)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며(Wayne and Bazzaz, 1993 ;
Acker1y, 1997), 결국 입상의 특징적 종조성 차이에 반영된다.
우점종의 차이는 또한 입상의 토양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이에 관한 수목의 생장과 토양의 환
경인자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수많은 학지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수목의 내적 외적 영향에 의한

복잡한 생리작용의 개입으로 인해 관계규명이 단순하지는 않으나{박， 1993 ; 이， 1980 ; 정 등， 1980),
수목 생장과 토양의 성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Chung

적이며， 특히 토양의 수분조건 (Bazzaz，

and Ramm, 1990 ; Jenny,

1980)는 의견이 지배

1969 ; Zedler and Zedler, 1969), 유기물함량 등의 공간적 이질성

은 식물군집을 구성하는 주요한 조절요인이 된다{Robertson

et al. , 1988 ; Tragmar et al. , 1987).

한편 산림생태계에 있어 그 크기와 에너지 흐름의 대부분은 임상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나타나며 산
림의 복합성은 임상에서 빛이나 수분， 영양성분 같은 자원들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우점
종의 차이에 따른 간접적 영향과 함께 우점종 자체가 지면에 공급하는 litter 등의 질적， 양적 차이를
통하여 토양미생물의 활성， 무기화 과정， 호흡속도 등 산림생태계의 물질순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 결국， 산림생태계에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형태는 임관을 구성하는 요소인 우점종의 차이에
서 출발하며 (Coniferous

Forest Biome Modeling Group, 1977 ; Goldstein et al. , 1974) , 그로 인해 발생할

임관우점종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해 물질와 에너지 순환의 규모와 속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Marks, 1974 ; Bormann and Likens, 1979 ; Car1 son and Groot, 1997).
본 연구에서는 우점종의 생태적 특성이 다른 온대 낙엽활엽수인 상수리나무림과 침염수림인 잣나
무림을 선정하여， 임관의 엽면적지수와 임상에 공급되는 litter 량 등의 생태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광량
자 밀도， 일사량， 기온 및 지온 등으로 대표되는 임상의 미기상환경 및 토양환경의 특성을 찾아냄과
동시에 물리화학적 환경요인의 차이에 따른 임상의 종조성 및 구성종의 양적관계에 대한 특성을 파악
하였다.

재료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조사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북위 36 0 56’과 동경 127。

50’에 위치하고 있고 전 면적은 약

174 ha에 이르며， 기상청 충주관측소에서 1971 ~2000년까지 최근

30년간 관측기상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은

0

11.2 C,

강수량은

1,187.8 mm,

습도는 72.4%이다. 관측

지의 고도는 상록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이 각각 해발 410m와 260m였다.

이 지역은 산불과 화전경작 등 인위적 교란이 강했던 지역이었으나 70년대， 일본잎갈나무{Larix

leptolepis(S. et Z.) Gordo띠와 리 기다소나무{Pinüs I뺑da Mill)가 임분의 약 39% 인공식 재되 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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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1984년 건국대학교에서 연습림으로 인수한 후 기타 지역에 1985 ~ 1986년간에 걸쳐 잣나무

를 조림하였으며 자연천이가 진행되어 현재의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우점하는 임분으로 형성되었다
(정 등， 1987). 조사지의 상록침엽수림은 잣나뭔Pinus koraiensis S. et Z.)개 낙엽활엽수림은 상수리나
무{Quercus acutissima Carruth.)와 졸참나무{Quercus serrata Thunb.)가 우점하는 혼합림드로 평균 출현
종은 29종과 18종이었다{Appendix

2.

엽면적지수 측정과

1).

Li tter 생산량 추정

2005년 3월과 7월 임관분석기 (LAI-2000， Li-Cor)로 엽면적지수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군락에 전년도
공급된 1itter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5년 3 월， 상록침엽수와 활엽수의 각 군락에서 50 cm x 50 cm의
방형구를 3 군데 선정하였다. 아직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미분해 낙엽은 회수하
였고， 또한분해가진행 중인 유기물층을따로분리하여 수집한후실험실에서

80 C 건조기에서 48시
0

간 건조하여 무게를 칭량하여 단위면적으로 환산하였다.

3.

임상의 미기상 요인 측정

1) 일사량， 광량자밀도
임관을 투과한 임상의 일사량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로부터 30 cm 위치에 일사계 (MS-100 Ek이와 광
량자계 (LI-190SA， Li-co디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2005년 2월 12~18 일에， 7월 14~20 일에 각 7 일씩 데

이터로거 (Thermodac EF 5020A, ETO denki) 에 연결한 후 30초마다 측정한 데이터를 10분 간격으로 평
균하여 기록하였다.

2) 임상의 기온， 지온과 상대습도 측정
각 임상의 지옹은 열전대 (T-CC， 0.3 2 mm, Nimomiva)를 이용， 0, 5, 10, 20 cm의 깊이에 설치하여 측
정하였으며， 기온의 경우 지온 측정에 사용한 동일 종류의 열전대로 태양복사 차단 웰 내에 설치하였
다. 지온 및 기온측정용 열전대는 데이터로거 (Thermodac

EF 5020A, ETO denki) 에 연결히여 일사량 및

광량자 밀도의 측정기간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군락간의 상대습도는 조사지 선정시기인 2004년 10
월 약 1.5 m의 높이에서 아스만 온도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4. 토양환경 요인 조사
Litter를 수거한 방형구와 같은 곳에서

o cm에서

30 cm 깊이까지 각 5 cm 단위로 토양샘플괜fþ= 5

cm, h= 5.1 cm)을 이용하여 깊이별로 샘플관과 그 주변의 토양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샘플관의 무게를
측정한 후

0

80 C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시킨 무게를 측정하여 토양 함수댐soi1

고， 또한 건조토양의 중량으로부터 밀도(soi1
유기물 함댄organic

water

contents)을 구하

bu1k density)를 구하였다.

matter contents)은 채취 토양을 2mm의 체로 쳐 얻은 2mm 이하의 토양만을 도

0

가니에 넣고 800 C의 전기로에 넣어 4시간 동안 작열시킨 후， 작열 전과 작열 후의 토양 무게 차이를
작열 전 토양 무게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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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용수램maximum w없er ho1ding capaciψ)은 샘플관 두 개를 연결하여， 밑면을 4겹의 거즈로 막은
후 2mm 이하의 토양을채워 증류수를넣은접시에 올려놓은후윗부분을불투수성 랩으로덮어 증발

을 막는다. 토양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을 때 두 샘플관의 가운데 토양을 약 15g 채취하여 건조
시켜 건조 전과 후의 토양 무게 차이를 건조 후 토양무게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얻는다.

결과및고찰

1. Li tter

생산

1itter(Tab1e 1)로 추정한 2004년 괴산의 litter 생산량은 상록침엽수
2
lo
림에서 742.2 土 180.7g m- yr' 1 었고， 낙엽활엽수림이 503.8 土 71.7g m-2 yr-I 이었다. 낙엽활엽수의
50 cm x 50

cm외 방형구에서 얻은

1itter 생산량은 1998-1999년 및 1999-2000년의 2년간 광릉 천연활엽수림(북위 37 0 45’과 동경 127。
10') 에서 수집한 litter의 평균량인 562.8 土 2.4g m.2 yr'l(김 등， 2003)였던 것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
이라고 하겠다. 본 조사지역의 경우에서 두 군락간의 1itter 생산량은 상록침엽수림이 낙엽활엽수림의

생산량보다 1.47배 더 많았다. 낙엽분해층 역시 상록침엽수림이 2,796.0 土 600.8g m-2 yr-l , 낙엽활엽수
림이 1,936 .4 土

2623g m-2 yr-1 로 나타나 1itter의 공급이 낙엽활엽수럼에 비하여 상록침엽수럼에서
2
1.44배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온대활엽수림인 광릉 litter 평균량 562.8 士 2.4 g m- yr'l(김 등，
2003)과 비슷한 수준으로 토양의 탄소축적량이 상록침엽수림에서 더 많게 나타난 요인의 하나로 추

정된다.

2. 군락의 미기상요인
두 관측지의 엽면적지수는 상록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에서 신엽이 개엽하기 전인 2005년 3 월에
각각 3.09 와

0.66 , 7월에는 5.08과 4.44로 상록침엽수림의 엽면적지수가 당해년도 신엽의 개엽과 관계

없이 항상 더 크게 나타났다. 상록침엽수림의 경우 3 월과 7월과의 엽면적지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낙엽활엽수림의 경우에는 개엽 전인 3 월에 비하여 개엽 후인 7월의 엽면적지수가
6.7배의 증가가 일어났다.
임상의 상대습도는 상록침엽수림에서 43%, 낙엽활엽수림에서 40.5%로 상록침엽수럼에서 약간 높

게 나타났다. 상록침엽수림의 엽면적지수가 낙엽활엽수림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임상 내의 수분 증발
률은 반대로 더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군락의 계층구조가 2, 3 층으로 덮여 있는 구역에서 나지나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를 보였다는 윤(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계절별로 달라지는 엽면적지수의 변화는 상록침엽수렴과 낙엽활엽수림의 일사량， 광량자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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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이어져 Fig. 3과 같이 전체적으로 낙엽활엽수렴이 상록침엽수림보다 월등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2월의 일사량과 광량자 밀도를 살펴보면 임관 내 잎이 거의 없는 낙엽활엽수렴

과 나지의 변화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일사량은 나지와 비교하여 상록침엽수림은 최대 591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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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활엽수렴과는 최대 248 Wm썩 차이를 나타냈고， 광랑짜 밀도는 나지와 비교뼈 상록침엽수럼
에서는 최대 1,128 J..lIllo1

S-1

m-2, 낙엽활엽수렴과는 최대 616 J..lI1lo1

S-1

m-2의 차이를 보였다. 일사량과 광

량자 밀도 모두 오전 8 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후 3 시 이후 감소하다가 오후 5 시를 기점으로 오

후 6 시에는 급격하게 수치가 떨어졌다. 7월의 경우 낙엽활엽수림의 엽면적지수 증가로 인하여 일사량
과 광량자밀도는 겨울인 2월 나지와 같은 양상을 보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록침엽수림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7월 나지와 상록침엽수렴， 나지와 낙엽활엽수림의 일사량， 광량자밀도의 차

이는 각각 855 Wm-2 와 839 Wm-2 그리고 1,562 J..lIllol

S-1

m-2 와 1,238 J..lIllol

S-1

m-2로， 상록침엽수림과 낙

엽활엽수림과의 차이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오전 6 시부터 일사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후 3 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나 오후 9 시

가 되어야 완전히 0 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아 2 월의 관측일과 이 날의 일조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측정은 2 월과 7 월 모두 7 일씩 이루어졌으나， 임상의 특정에 따른 비교를 위해 맑고 구름의 양
이 비슷한 날을 선택하여 1 일 0 시부터 24시까지의 데이터를 시간별로 평균내어 비교하였으며 구름의
양은 기상청의 충주지방 일별 자료를 참고하였다.

3. 군락의 지온 및 기온의 일 변화
임상의 지온 및 기온을 겨월2005년 2월 12-17 일)과 여림2005 년 7월 14-20 일) 각 7 일씩을 측정하

여， 그 중 맑은 날인 2월 12 일과 7월 15 일을 선택， 0-24시까지 24시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한시
간의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하였대Fig.

4).

기온과 지온 모두 전반적으로 13-17시 사이에 최대값을 보였다.2월 나지의 기온은 최저 -16 .4 oC 에
서 최고 9.5 C로 23.6 C의 변회를나타냈고， 상록침엽수림은 -9 .48-3.3 3"C로 12.81 C의 기온변화를， 낙

0

0

0

엽활엽수림은 -1 1.4-5.2 C로 16.53 C의 기온 차이로 나지 기옹의 변회폭이 현저히 컸다; 7월의 경우， 시

0

0

간에 따른 용도 변화의 추이는 2월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월과 마찬가지로 나지의 기온은 최저 19.6 C
0

0

0

에서 최고 35.2 C로 15.6 C의 차이를， 상록침엽수림은
0

19 .5 -27 .4 oc로 8.3 oC , 낙엽활엽수림의 19 .3 -22.

0

5 C로 9 .1 5 C의 일일 기온.*}를 보여 나지의 일일 기온 변화가 다른 군락에 비해 컸다. 나지의 경우， 깊
이에 따라 지온의 일 변화가 가장 컸는데， 2월의 일일 온도차가
0

0.72 C， 7월에는

o cm(지표)에서

o
11.40 C, -20

o cm(지표)에서

27.9TC , -20 cm에서는

o

cm에서 3 .40 C 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시간에 따른 온도의

차이가 적어졌으며 이는 조사대상군락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2월에는 상록침엽수군락의 시간에

따른 기온 및 지온 차이가 나지나 낙엽활엽수군락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고， 이는 2월에도 수목의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침엽수군락의 특성으로 군락 내 임상이 외부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낙볍활엽수림의 엽면적 지수가 높아져 상록침엽수렴과의 차이가 좁혀진 7월은 낙엽활

엽수렴과 상록침엽수림 두 군락간의 일일 온도차가

o cm(지표)

0

o cm(지표)에서

최고 1.4 C로 군릭칸 차이가 2월의

일일 온도차인 7.1 C 에 비해 그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Fig.

0

1), 이러한 군락칸 임상의 온

도 차이 역시 엽면적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지의 경우 다른 군락에 비해 기온과 토양
깊이에 따른변화가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여름인 7월에 기온과깊이에 따른지온의 변화가더 적었다.
특히 기온과

온이

o cm(지표)의

o cm(지표)의

온도는 2월에 기온이

o cm(지표)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나 7월에는 반대로 기

온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토양의 비열이 공기보다 큰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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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나지， 상록침엽수렴， 낙엽활엽수림은 모두 오전 8시 경부터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나지와

낙엽활엽수는 오후 2시에， 상록침엽수림은 오후 4시에 최고 온도를 나타낸 후 7시 -8시경까지 감소하
기 시작하며， 7월에는 2월보다 한 시간 앞선 오전 7시경부터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3시 -5시경에
최고 온도를 나타낸 후 오후 9시 경에 감소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보아 기온의 변화로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

4.

토양흔병 요인

토양환경요인으로서 토양함수량， 토양밀도， 최대용수량， 유기물함량을 조사하였대Table
cm까지 각

2). 0- 30

5 cm 단위로 측정한 결과， 토양 밀도는 0-5 cm 및 15-20 cm층에서 상록침엽수림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낙엽활엽수림의 토양밀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상록침엽수렴과 낙엽활엽수림 사이의 밀도~}는 10-15 cm층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록침엽수렴과 낙엽활엽수림 모두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토양의 밀도가 커진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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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oil properties between coniferous forest and , deciduous forest
Coniferous forest

Deciduous forest
Density ‘

W, C.

S.R.

O.M.C

M.S.W.C

W.C.

S.R.

O.M.C

(gm견)

(%)

‘(%)

(%)

(%)

(gm견)

(%)

(%)

(%)

(%)

0-5

1.1 9土0 ， 11

2 3. 05土0.02

74 ,21 ;,.3 .55

6 ，68土0 .5 0

49.56土6 ，28

1. 11 土0 ， 10

27 .47土0 ， 03

84.85土1.5 0

7.77페 10

42.26土3. 11

5-10

1. 29土0 ，01

18 .3 1土0.02

80 .5 9土6 .47

6 ， 12土0 .4 1

42 ， 63土2 ，99

1.33土0 ，04

22 .73土0 ， 01

77.03土3.03

6 ，28土0.66

40.07土4.3 0

‘ Density

M.S.W.C

10-15

1.3 0土0.12

18.91 ;,0.02

82 .7 0;,5.04

6.28土0 ， 46

4 1. 74土3.97

1.32土0 ，08

23.75土0.00

82.97土5.85

5， 79土0.20

38.11 土1.23

15-20

1.41 土0.06

19.95土0，03

86.08土3. 55

6.14土0 .7 7

42.36土2 ， 61

1.35土0.02

22 ，97土0.01

80.80;'9.96

5.74土.014

37.45土0.76

20-25

1.3 7土0 ，07

20 ， 84土0.02

86.96土4.3 6

6.77土0.66

42.97土2.95

1. 54土0.05

22.07土0.01

77. 01 土5.99

5.78土0 .3 4

38.15土O‘ 83

25 -30

1 .34土 0.10

19.19土 0.02

84， 85土 5 .3 6

6.70土 0.92

42 .3 9:1: 4.00

1. 54쇄‘00

22.99土0.01

75.80;,8.57

5.45土0 ，21

35.18土0.55

* W.C.:Water contents,

S.R.: Soil relative rate, O.M.C.: Organic matt.er content, M.S.W.C.: Maximum soil water capacity

공극의 크기가 작고’토양이 단단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성질이
양호한 토양은 공극률이 높으며， 특히 산림토양의 경우 경작지의 토양에 비하여 공극률이 높게 나타
난대진 등， 199쉬고 알려져 있다.
토양함수량은전반적으로활엽수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광릉낙엽활엽수림에서 TDR 토양
수분 센서를 사용한 20 cm의 함수량이 19.9 土 5.3% (임 등， 2003) 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2002)

은 상록침엽수림은 낙엽 분해속도가 활엽수림보다 느려 토양공극 발달이 나쁘고， 바늘처럼 좁은 낙엽
들은 빗방울의 충격으로부터 토양공극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허와 주(2002)는 대구 팔공

산에서 실시한연구에서 공극률이 활엽수럼에서 평균 52.2% ， 상록침엽수럼에선 평균 48 .1%를나타낸
다고 하였다. 토양공극이 발달한 경우 토양은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으므로 힘수량이 더 높게
나오게 되며， 낙엽활엽수림의 토양함수량이 높게 나타난 실험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토양의 비율과 최대용수량은 상록침엽수림의 토양에서 전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 토양 중

2mm 이내의 토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토양비율이 클수록 입자가 고운 토양의 함량이 많다는

것이므로 최대 용수량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록침엽수림의 토양비율은 토심이 깊어질수
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토심이 깊어지면서 입자 크기 2mm 이상인 자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는 것으로 보이나 낙엽활엽수림의 경우 깊어질수록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등의 일관성 있는 결과

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토양함수량과 최대용수량은 토심에 따른 변화 양상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대용수량은 토양의 보수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대진 등， 1994).
유기물 함량의 경우， 0~10cm는 활엽수림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하의 깊이에서는 상록침엽
수림에서 높게 나타났다. 침엽수림의 경우 좁은 엽면적으로 인해 빗물이 토양 내로 스며드는 것을 방

해하여 토양의 공극률을 줄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김， 2002) , 토양함수량은 활엽수럼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우점종이 서로 다른 낙엽활엽수림과 상록침엽수림에서 엽면적지수는 개엽 전인 2005년 3 월과 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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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인 7월에 상록침엽수렴과 낙엽활엽수림에서 각각 3.09와 0.66， 5.08과 4.44로 상록침엽수림이 낙엽활

엽수림에 비해 변화의 폭은 적었으나 엽면적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Litter 생산량은 상록침엽수림이 낙
엽활엽수림에 비하여 1 .47배 많았으며 전체 낙엽층도 낙엽활엽수림보다 1 .44배 더 많이 나타났다. 개

엽 전인 2월의 낙엽활엽수림은 일사량이 상록침엽수렴과 최대 527 Wm치 나지와는 248 Wm-2의 차이
2
를 보였고 광량자밀도의 경우， 상록침엽수림과는 최대 623 j.l11101 S-I m치 나지와는 621 j.l11101 S-I m- 의 차
이를 보여 나지와 같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엽면적지수가 높아친 7월에는 상록침엽수렴과 경향성을
같이 했다. 각 군락의 지온과 기온을 측정한 결과 상록침엽수림의 온도 변화가 낙엽활엽수림보다 기

온과 지온 모두 적게 나타났으며， 모든 군락에서 5 cm 깊이의 토양부터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아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낙엽활엽수림과 상록침엽수림의 두 군락의 차이는 토
양환경에서도 나타나， 밀도는 군락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토양함수량은 낙엽활엽수럼에서 높았고，
토양비율， 유기물함량과 최대용수량은 전반적으로 상록침엽수림에서 낙엽활엽수럼보다 높았다. 상록

침엽수렴과 낙엽활엽수림의 출연종 수는 평균 18 종과 29종로 낙엽활엽수럼에서 많이 나타나 임상환
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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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상의 미기상 및 미기후적 차이는 임관을 구성하는 우점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임상의 구성종 및 토양환경 차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임관 구성 우점종이 서로 다른 낙엽
활엽수림과 상록침엽수림에 대해 임상의 미기후학적 및 토양학적 특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상록침

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의 엽면적지수는 개엽 전인 2005 년 3 월에 각각 3.09 와 0.66으로 두 군락간의 큰
차이를 보였으나， 개엽 후인 7월에는 5.08과 4.44로 그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Litter 생산량은 상

록침엽수림이 742.2 土 313.Og m-2 F-I 로 낙엽활엽수림의 503.8 土 1242g m-2 yr-l 에 비하여 높았으며 임
상에 축적된 Ao층의 총유기물량도 2깨6.0 土 1,040.6g m-2 yr-l 로 낙엽활엽수림의 1,936 .4 土 4543g m-2

n-l 보다 높았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도 0~5cm 깊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록침엽수림에서 높게 나타
2
났다.2월의 상록침엽수렴과 낙엽활엽수림의 최대일사량은 각각 53 Wm- 와 566 Wrri치 7월에는 12
Wm-2 와 53 Wm-2 로 겨울인 2 월에 더 큰 차이를 나타냈다'.2월 상록침엽수림과 활엽수의 기온은 -9 .4
~3 .3

oC ,

-1 1.4~5.20C ， 지왼5 cm)은

~28.50C ， 지온(5 cm)은

-0 .5 ~ -2.3 oC 와

-3.5~3 .3 0C ， 7월의 기온은

19 .1 5 ~20.47"C 와 19.98 ~2 1. 700C 로

19 .5 ~27.8 oC 와 20.0

일 변화에서 일사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

으며， 두 임상간의 기온 차이는 지온에 비해 현저히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일사량과 기온 모두 두 임상
간의 차이는 개엽 후인 7월이 개엽 전인 2월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임상의 상대습도는 2004년 10월

상록침엽수림에서 43%, 낙엽활엽수림에서 40 .5%로 엽면적지수가 높은 상록침엽수럼에서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토양환경의 경우 밀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토양함수량은 낙엽활엽수림에서， 토양비율，

유기물함량과 최대용수량은 상록침엽수럼에서 높게 나타났다.
검색어 : 광환경， 낙엽활엽수림， 상록침엽수림， 엽면적지수， 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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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_ Species composition of deciduous hardwood forest and evergreen coniferous forest
Deciduous forest
Serial Number
Altitude(m)
Slope aspect
Slope degree
Quadrat size(m)
Height of tree-1 layer(m)
Coverage of πee-I layer(%)
Height of tree-2 layer(m)
Coverage of tree-2 layer(%)
Height of shrub layer(m)
Coverage of shrub layer(%)
Height of herb layer(m)
Coverage of herb layer(%)
Number of species

Coniferous forest
2

3

4

340
nw89
17
10*10
12
90
7
20
2
40
0.7
60
30

340
sw34
15
10*10
15
75

355
sw73
11
10*10
10
95

355
sw80
20
15*10
10
95

0.5
0
0.3
0
16

1.5

5
0.5
10
26

5.5

5.5

5.5
1. 1

3.3

20
40
0.4
65
28

T1 -layer

PilluS koraiellsis S. et Z.(잣나무)
QlI ercus aC lI lissillla Carruth.(상수리 나무)
QlI erc lI s variabilis Bl.(굴참나무)
QlI ercus serrata Thunb.(졸참나무)

++
l.l

T2 -layer

QlI erc lI s
QlIerclI s
QuerclI s
Quercus

variabilis B l.(굴참나무)
serrata Thunb.(졸참나무)
aC lI lissillla Carruth.(상수리 나무)
lII ollgolica Fisch.(신갈나무)

++
5.5
5.5

++
2.2

S- layer
QlI ercus serrata Thunb.(졸참나무)
Quercus lII ol1 golica Fisch.( 신갈나무)
ZallthOXY/UIII sclzil1따liul1l S. et Z.(산초나무)
Quercus aliella B l.(갈참나무)
Ligustru l1l obtusifoliulll S. et Z.(쥐 똥나무)
Lespedeza bic%r Turcz.(씨r'2.l 4무)
PrzlllUS sargel1 lii Rehder(산벚나무)
Sasa borealis (Hack.) Makino(조릿대)
Querc lI s delltata Thunb.(벽 갈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B l.(난티 잎 개 암나무)
H- layer

1.1

Za l1 thoxY/1I11l schil1따liul1l S. et Z.(산초나무)
IlIlpatiel1 s textori Miq.(물봉선)
PlI eraria thullbergia l1 a Benth.( 칩)
SlIl ilax sieboldii Miq.( 청가시벙굴)
Rubia aka l1 e Nakai(꼭두서 니)
COllllllelil1 a cOllllllunis L.(닭의 장풀)

++

QlIercus

o golica

lIl l1

Fisch.( 신갈나무)

l.l

2.2
l.l

++
++

1. 1

1.1

l.l

++
++
++
1.1

++
++
++
++

++
++
++
++
1.1

1.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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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Deciduous forest
Quercus acutissima Caπuth.(상수리 나무)

l.l

Carex humilis Leyss.(산거울)

2.2

2.2

Sangllisorba officinalis 1.(오이 풀)
Pteridill l1l aquililllllll var. latillsculu lIl Underw. (고사리)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맥문동)
Elsholtzia splelldens Nakai(꽃향유)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Pampan.) Hara(쑥)
Akebia quinata Decne.(으름녕 쿨)
Rublls idaellS var. concolor Nak.(나무딸기)
Rhus vernic띠ua Stokes(윷나무)
Rublls crataegifolills Bunge(산딸기)
Lindera obtusiloba Bl.(생 강나무)
OplislllellUs llndulatifolills (Ard.) Roem.
et Schult.(주름조개풀)
QlI erclls serrata Thunb.(졸참나무)
Clelllatis apiifolia A.P. Dc:(사위 질 B망)
Robillia pselldo-acacia L.(아까시)
Viola collil1 a Bess.(둥근털제비꽃)
Indigofera kirilowii Max.( 땅비싸리)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Parthel1 0cisslls tricllspidata (S. Et Z.) Planch.( 담쟁 이)
Przlllus sargentii Rehder(산벚나무)
Polygonatllm odoralulIl var. pluriflorllm Ohwi(둥굴레)
Spodiopogon sibiriclls Trin.(큰기름새)
Asler scaber Thunb.( 참취)
Viola lIl al1 dshllrica W. Becher(제 비 꽃)
Pyrola japonica Klenze(노루발)
Pellceda l1 lllll terebinthaceulIl .Fisch.( 기 름나물)
QlI erclls delllata Thunb.(먹 갈나무)
L땅uslrllill ObtllSifolilllll S. et Z.( 쥐똥나무)
Thalictrllm aqllilegifolilllll L.(핑의다리)
GaliulIl verllm var. asiaticul1l Nakai(솔나물)
L땅1I1aria fischeri (Ledeb.) Turcz.(곰취)
Rosa lIl ultiflora Thunb.(찔레꽃)
Platycodon grand떠orum (Jacq.) A. Dc.(도라지)
AlliU/Jl thllnbergii G. Don(산부추)
Solidago virga-aurea var. asiatica Nakai (미 역 취)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잔대)
Me /ica ol1 oei Fr.(쌀새)
Clematis lIl al1 dshurica Rupr.(으아리)
Potentilla jreyl1 ia l1 a Bornm.(세 잎 양지꽃)
Asparaglls officinalis L.(아스파라가스)
Acer 1110110 Max.(고로쇠나무)

++
++

++
++

Dαictan
삐
삐'11
1111씨
m
…
11따
ulαs da
따Sν
ycarpll.
따
tαs Tu따rπc따z.(백선)

Coniferous forest

++

++
++
++
++
++
++

++

++
--•

-;-.

++
.......

..:...

--

-.,-

++
l.l

++
++
l.l

++
1. 1
수수

++
++
l.l

2.2

++
++
++
++
++
3.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