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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Black Locust)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Hanover, 

1992). 아까시나무는 환경적응성이 뛰어나 용재수, 사방 등의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재 되고 있다(Harlow et al., 1979; 

Kim et al., 2015). 국내에는 1891년 중국으로부터 최초 도입된 

이후 적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1980년대까지 국토녹화

사업과 연료림 조성 등을 위하여 32만 ㏊에 조림되었다(Park, 

1996; Woo et al., 1995). 아까시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생육

이 왕성하고 집단 조림이 가능하여 바이오매스, 밀원, 용재 자원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 경제수종으로 평가되고 있다(Hanover, 

1992). 유럽, 특히 헝가리는 1710년~1720년에 아까시나무를 도

입하여 우량목 선발, 종자공급원 조성 등 유전형질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Koltowski and Mah, 1988; Park, 

1992). 현재 헝가리 목재생산의 25%를 아까시나무가 차지하고 

있고, 연료용 바이오매스, 건축재, 토목재, 가구재 등 다방면에 

이용되고 있다(Koltowski and Mah, 1988).

선발육종은 자연집단에서 표현형이 우수한 집단이나 개체를 

선발하고 유전적 우수성을 검정하는 임목육종의 한 방법이다. 

수형목(plus tree)은 선발육종과정에서 채종원 조성에 필요한 

접수, 삽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천연림이나 인공림에서 그 

생장과 형질이 탁월하여 선발된 개체를 말한다. 이렇게 선발된 

수형목은 선발육종의 기초 재료가 된다. 수형목 선발방법 중에

서 비교선발법은 선발후보목을 가까운 주위목과 비교하거나 또

는 그 임분에서 가장 좋은 형질을 가진 나무와 비교하여 우수한 

정도를 판단한 후 선발하는 방법이다(NIFoS, 2019). 이 비교선

발방법은 인공림이나 동령의 천연림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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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나무 선발에 적합하다. 국내에서 선발육종 초기에는 아까

시나무와 같은 활엽수 선발은 침엽수 선발에 비해 저조하였다. 

최근 들어 활엽수 조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992년까지 총 1,142본을 선발하였

다(NIFoS, 2019). 

경제 조림수종인 소나무와 참나무류에서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탄소흡수능이 우수한 속성수로 비중이 높고 내부

후성, 휨강도 등의 재질 특성이 우수하여 건축재, 놀이기구 등

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기존 조림 수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 중

에 하나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자생화된 아까시

나무 임분에서 우량 집단 및 개체를 선발하여 산림자원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기반 및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상집단 선발

아까시나무 우량개체 선발을 위한 대상 집단은 강원도, 경기

도, 충청도, 경상도 등 4개 지역, 21개소의 아까시나무가 우점한 

임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Fig. 1, Table 1). 선발 대상 집단은 

아까시나무 혼효 또는 순림으로 형성된 면적이 0.5 ㏊ 이상인 곳

을 선정하였다. 또한 아까시나무의 수령이 20년생 이상이며, 병

해충 피해가 없고, 임분의 활력도가 높은 곳으로 선정하였다.

우량개체 선발기준과 방법

아까시나무 우량개체 선발은 기존의 벚나무 우량목 선발요

령과 기준(NIFoS, 2020)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선

발 모집단을 선정 후, 모집단 내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목과 유사한 수령의 비교목 10본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선

발요인으로 용재자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래의 형질을 

조사하여 집단 평균과 비교분석하였다(Wright, 1976).

▪ 수고(Tree Hight, H):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

직거리

▪ 흉고직경(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지표면에서 

1.2 m 높이의 수간직경

▪ 지하고(Clear bole height, CBH):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

▪ 수관폭(Crown size, CS): 수관의 직경

▪ 통직성(Stem straightness, SS): 줄기가 곧게 자란 정도

▪ 선발차(Selection differential)=(선발목 특성–집단 평균 

특성)/집단평균 * 100

아까시나무 통직성은 1~5등급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구분한 

후 수치화 하였다(Fig. 3). 또한 지하고는 5 m 이상 되는 나무를 

선발하였고, 종자생산이 가능하며 병해충 피해가 없는 개체를 

선발하였다. 

토양 이화학성 조사

선발 모집단을 대상으로 임지 내에 대표 1개소의 토양 시료를 

조사하였다. 토양 시료는 표토 및 낙엽을 긁어내고 토심 45 ㎝ 

깊이에서 수직면으로 각 층의 토양 시료를 토심방향으로 균등

하게 채취하여 2주간 건조시킨 후 분석하였다. 토양 시료의 토

성, 산도(pH), 전질소(TN), 유효인산(Avai. P), 유기물(OM), 양

이온치환용량(CEC), 치환성양이온(K+, Ca2+, Mg2+)함량, 전기

전도도(EC) 등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측정하였다. 토

양시료 분석은 산도는 pH meter법, 유기물과 전질소는 건식산

화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양이온치환용량은 1N-초산암

모니움 침출법, 치환성양이온(K+, Ca2+, Mg2+)은 원자흡광광도

법을 사용하였다(Kim et al., 2019). 

통계 분석 

대조구 분석을 위한 표본은 10본 이상의 개체목으로 구성되

었지만 선발목은 소수 개체로 한정되는 특성이 있어 비모수검
Fig. 1. Location map of the study populations of black locust 

(Robinia pseudoacaci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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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생육 특성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 내에서의 선발

목과 대조구 간 비교를 위해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수행하였

다. 모든 지역의 선발목 및 대조구 집단간 비교를 위해 Kruskal- 

Wallis 검정을 수행하고, 사후검정에는 Bonferroni correction 

method를 적용하였다. 분석에는 R 프로그램(R core team 2019)

과 agricolae 패키지(Mendiburu, 2017)를 활용하였다(Mendiburu, 

2017; Team, 2019).

결과 및 고찰

아까시나무 임분의 입지 환경

아까시나무의 선발 모집단은 강원 8개소, 경기 4개소, 충청 

4개소, 경상 5개소 등 전국 2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Fig. 1), 각 지점은 북위 35°에서 38° 사이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는 34~437 m이다(Table 1). 강원, 경기지역의 아까시나무 집단

의 식생은 아까시나무 52%, 밤나무 11.1%, 신갈나무 7.1%, 갈참

나무 5.2%, 상수리나무 3%, 졸참나무 1.5%, 굴참나무 1.1% 등의 

활엽수종의 혼효율이 높았으며, 침엽수는 소나무 6.3%, 잣나무 

3.7%, 낙엽송 3% 등의 수종들과 혼효되어 있었다(Fig. 2A). 강

원, 경기 대부분 지역은 구성 수종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속초 집단은 14수종 183개체로 가장 많은 

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충청, 경상지역의 아까시나무 

집단의 식생은 아까시나무 26%, 개암나무 11%, 굴참나무 9%, 

갈참나무 7%, 상수리나무 6%, 은행나무 4%, 신나무 4%, 산딸기 

3%, 기타(38수종) 30% 등의 수종들로 혼효율이 높았으며, 침엽

수의 혼효율은 극히 낮아 충주, 영주, 울진 등 지역에서만 극소

수 나타났다(Fig. 2B). 충청, 경상지역의 아까시나무 집단 대부

분은 다른 활엽수와 혼효되어 숲을 형성하고 있는 임분이 많았

Table 1. Site description of study populations

Region Population Latitude Longitude
Altitude

(m)

Area

(㏊)

MATz 

(℃)

MAPy

(㎜)

Gangwon

Gangneung 37º45ʹ13ʺ 128º50ʹ40ʺ 105 2.5 13.5 1444.9

Sokcho 38º10ʹ50ʺ 128º34ʹ23ʺ 174 5.0 12.5 1407.2

Goseong 38º28ʹ35ʺ 128º25ʹ54ʺ 41 3.0 10.4 1204.6

Wonju 37º23ʹ36ʺ 127º59ʹ09ʺ 198 2.0 12.0 1299.0

Cheorwon 38º16ʹ01ʺ 127º28ʹ07ʺ 277 3.5 10.3 1354.4

Chuncheon 37º55ʹ59ʺ 127º43ʹ59ʺ 152 2.0 11.4 1341.5

Hongcheon 37º42ʹ16ʺ 127º52ʹ43ʺ 191 2.0 10.8 1338.9

Yanggu 38º12ʹ28ʺ 128º00ʹ14ʺ 437 0.5 10.0 1167.0

Gyeonggi

Paju 37º44ʹ57ʺ 126º48ʹ38ʺ 83 4.0 11.0 1295.8

Ansan 37º17ʹ01ʺ 126º32ʹ49ʺ 34 3.5 11.6 1103.8

Gwangmyeong 37º25ʹ13ʺ 127º52ʹ35ʺ 62 5.0 13.6 1288.8

Suwon 37º17ʹ05ʺ 127º04ʹ33ʺ 58 4.5 12.5 1320.3

Chungcheong

Daejeon 36º22ʹ34ʺ 127º26ʹ03ʺ 177 4.5 13.1 1351.2

Cheonan 36º45ʹ23ʺ 127º09ʹ08ʺ 119 3.0 12.0 1218.7

Cheongju 36º38ʹ18ʺ 127º31ʹ19ʺ 173 1.5 13.1 1232.4

Gyeongsang

Chungju 37º00ʹ58ʺ 127º43ʹ46ʺ 147 0.5 11.7 1214.3

Yeongju 36º50ʹ26ʺ 128º37ʹ39ʺ 248 5.0 11.7 1334.0

Andong 36º32ʹ07ʺ 128º44ʹ36ʺ 220 4.0 12.2 1045.7

Uljin 36º54ʹ09ʺ 129º23ʹ08ʺ 142 2.0 12.8 1181.7

Daegu 35º55ʹ52ʺ 128º32ʹ13ʺ 80 1.5 14.5 1080.8

Chilgok 35º55ʹ49ʺ 128º30ʹ38ʺ 190 5.5 13.3 1041.5
zMAT, Mean Annual Temperature; yMAP, Mean Annual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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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e species growing in the black locust forests. (A) Gangwon and Gyeonggi region. (B) Chungcheong and Gyeongsang 

region. 

Fig. 3. Selection criteria and characteristics used for candidate tree selection. (A) Growth characteristics. H, tree height; CS, crown 

size;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CBH, clear bole height. (B) The standard grade of the measurement of stem straightness (SS) 

in black locust. (C-F) Selection of candidate plus trees of black locust in (C) Wonju, (D) Paju, (E) Daejeon and (F) Andong. (G-I) 

Selected populations of black locust in (G) Goseong, (H) Andong and (I) 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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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지역의 아까시나무는 상수리나무, 벚나무, 밤나무 등 

다른 활엽수류 보다 같은 수령급에서 수고가 높았으며, 지하고, 

통직성 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이 낮고 평야

지대가 많은 전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까시나무 임분 면

적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전라지역을 제외한 강원, 경기, 충청, 경상지역에서 아까시

나무 우량 개체를 선발하였다.

아까시나무의 생장 특성

각 모집단에서 수고, 흉고직경, 지하고, 통직성, 수관폭 등의 

요인을 조사하여 총 64본의 우량개체를 선발하였다. 수관폭을 제

외한 모든 특성에서 비교목 그룹과 선발목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충청지역의 선발목은 수고, 흉고

직경, 지하고, 통직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

다. 또한 모든 지역 선발목의 지하고는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흉고직경, 지하고가 높을수록 임목의 용재적 가치는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Ryu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선발한 아까시나무는 목재생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지역별 선발목 형질 특성을 보면 수고와 지하고는 충청지역 

선발목 집단이 각각 21.61 m와 10.97 m, 흉고직경은 강원지역의 

선발목 집단이 32.45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수고는 경기, 

충청지역 집단이 비교목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

되었고 흉고직경, 지하고, 통직성은 모든 지역의 선발목 집단이 

각 집단의 비교목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Fig. 

4). 개체별 선발목의 형질 특성 조사 결과는, 흉고직경은 강릉

(GN2) 선발목이 44 ㎝로 가장 높았고, 지하고는 안동(AD1) 선발

목이 16 m로 가장 높았다. 수고는 춘천 선발목(CC1, 2)과 안동 선

발목(AD1~4)이 23 m로 가장 우수한 생장을 보였다. 가장 저조한 

개체는 안산 선발목(AS1)으로 수고가 15 m로 나타났다(Table 

S1). 이는 내륙지역인 춘천의 연평균 습도는 70.5%로서 전체 지

역 평균 습도 66.8%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호수로부

터 증발되는 공중 습도 등이 수목의 생장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Sun et al., 2021; Zhirnova et al., 2021). 반면에 안산

집단은 바다와 접한 지역으로 염분의 피해나 해풍의 영향을 받아 

생장이 저조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 청주, 안동 등 비교적 

수고 생장이 높은 집단은 대단위 산림속에 위치해 있거나 주변에 

저수지, 또는 호수 등이 있어 수면으로부터 증발되는 공중습도가 

수목의 생장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대구, 충

주집단은 도심 주변이나 논밭과 접한 지역으로 수목의 생육에 부

족한 공중습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시나무 생육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

man’s rank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3). 수고와 지

하고(R=0.48, p < 0.001) 및 흉고직경과 수관폭(R=0.66, p < 

0.001)은 유의적인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한편, 수고와 통직

성(R=-0.32, p < 0.05), 지하고와 수관폭(R=-0.3, p < 0.05)은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Table 2. Mean values of growth traits of black locust

Region Group Height (m) DBHz (㎝) CBHy (m) CSx (m) Straightness

Gangwon
Control 18.41±0.57ab  24.99±0.96bc 6.69±0.32b 5.19±0.18a 2.4±0.1bc

Selected 20.16±0.47ab  32.45±1.35a 9.53±0.40a 5.68±0.23a 1.2±0.1a

Gyeonggi
Control 17.13±0.75b  22.68±1.01c 5.93±0.54b 4.85±0.19a 2.9±0.2c

Selected 20.36±0.74ab  31.89±1.59a 10.29±0.62a 4.93±0.34a  1.3±0.1ab

Chungcheong
Control 19.66±0.41ab  24.81±0.84bc  7.69±0.31b 5.21±0.27a  2.3±0.1bc

Selected 21.61±0.65a  32.20±1.51a 10.97±0.70a 5.27±0.38a  1.2±0.1a

Gyeongsang
Control  19.02±0.53ab  23.81±0.64c  7.49±0.28b 5.40±0.27a  2.12±0.1abc

Selected  20.40±0.54ab  28.58±1.01ab  9.95±0.52a 4.80±0.25a  1.2±0.1a

Total
Control 18.90±0.31 24.18±0.42  7.25±0.18 5.26±0.15  2.27±0.07

Selected 20.53±0.29 31.07±0.69 10.07±0.27 5.17±0.15  1.22±0.05

z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yCBH, Clear bole height; xCS, Crown size. Values are expressed in mean±standard error,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re indicated by letters (p < 0.05,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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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candidate plus trees of black locust. (A) Height (H). (B)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C) Clear bole height (CBH). (D) Crown size (CS). (E) Stem straightness (SS). Values are expressed in mean ± standard 

error. The asterisk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p < 0.01 and ***p < 0.001, Wilcoxon test) between control and 

selected trees. 

Table 3. Spearman rank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measured from candidate trees of black locust

Variable Tree Height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Clear Bole Height

(CBH)

Stem Straightness 

(SS)

Crown Size

(CS)

Height 1 - - - -

DBH 0.1ns 1 - - -

CBH 0.48*** -0.06ns 1 - -

SS -0.32* 0.1ns -0.21ns 1 -

CS -0.11ns 0.66*** -0.3* 0ns 1
ns indicates not significant. *, ** and *** represent a significant at p < 0.05, p < 0.01 and p < 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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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발차 또는 유전력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아니면 두가지 모두

를 높여야 한다. 유전력은 차대검정을 통해 구하지만 선발차는 

선발된 나무와 선발이 가해진 집단의 평균과의 차이로 결정된

다(Wright, 1976). 따라서 1차적으로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선발차를 높히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선발된 아

까시나무 선발차는 선발요인별로 수고는 7.3~18.9%, 흉고직경

은 20.0~40.6%, 지하고는 32.8~73.5%, 수관폭은 –11.1~9.4%

의 선발 효과를 보았다(Fig. 4). 선발차가 높은 경우 비교목에 

비해 선발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발차가 높았

던 지하고 특성은 수고 특성에 비해 본 연구의 선발을 통해 더 

개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성 선발목의 흉고직경

은 선발목 평균 31.07 ㎝에 비해 36.7 ㎝로 높게 나타났다. 천안 

선발목의 수고는 선발목 평균 20.53 m에 비해 22.8 m로 높았으

며, 수관폭은 선발목 평균 5.2 m에 비해 4.9 m로 나타났다. 안동 

선발목의 수고는 선발목 평균 20.53 m에 비해 23 m로 높았으

며, 수관폭은 선발목 평균 5.2 m에 비해 3.9 m로 좁았다. 이들 

고성, 천안, 안동집단의 특징은 수고가 높으면서 수관폭이 좁은 

임목형으로 임목을 개량하는데 우수한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

들 우량 집단은 채종림으로 활용하면 채종원 조성 이전에 종자

공급량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Fig. 3G-I).

토양 특성

아까시나무 집단별 토양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발 집단 21

개 지역의 토양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4). 수목

의 생육에 관여하는 물리적 특성인 토성은 강원, 경기지역은 사

질토와 사양토였으며, 충청, 경상지역은 대부분 사질양토로 나

타나 모든 조사지에서 배수가 양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

특성인 토양 산도는 강원, 경기지역은 평균 pH 4.6, 충청, 경상

Table 4. Soil properties of each forest type at study sites

Population Soil Type pH
OMz

(%)

TNy

(%)

Avai. Px

(㎎/㎏)

C.E.C.w

(cmolc/㎏)

Exchangeable Cations 

(cmolc/㎏)

K+ Ca2+ Mg2+

Gangneung Sand 4.3 5.05 0.27 32.9 11.95 0.11 0.78 0.15

Sokcho Sand 4.6 1.72 0.12 10.0 8.29 0.22 0.61 0.18

Goseong Sandy loam 4.4 4.73 0.27 92.3 11.88 0.28 0.72 0.20

Wonju Sandy loam 4.7 2.44 0.15 12.5 10.41 0.22 0.98 0.18

Cheorwon Sandy loam 4.5 4.55 0.25 29.8 12.83 0.29 1.16 0.15

Chuncheon Sandy loam 4.7 1.18 0.10 22.4 9.09 0.20 1.25 0.20

Hongcheon Sandy loam 4.9 1.30 0.10 9.3 6.31 0.22 2.45 0.95

Yanggu Silty loam 5.6 10.48 0.55 20.5 16.43 0.45 6.23 0.85

Paju Sandy loam 4.0 5.84 0.31 15.9 10.71 0.22 0.94 0.22

Ansan Sandy loam 4.4 2.63 0.16 9.5 8.80 0.16 1.01 0.29

Gwangmyeong Sandy loam 4.3 6.28 0.33 11.6 12.61 0.35 1.62 0.36

Suwon Sandy loam 4.2 5.33 0.26 15.5 10.93 0.18 0.81 0.11

Daejeon Sandy loam 4.4 3.52 0.21 65.2 11.15 0.22 0.43 0.12

Cheonan Sandy loam 5.1 2.03 0.15 6.5 7.92 0.45 2.72 0.83

Cheongju Sandy loam 4.8 4.46 0.25 13.1 11.15 0.23 1.09 0.26

Chungju Silty loam 4.4 1.97 0.14 30.3 7.55 0.20 0.44 0.15

Yeongju Sandy loam 4.6 2.71 0.17 3.2 9.61 0.23 0.39 0.15

Andong Sandy loam 5.5 0.67 0.09 18.2 7.92 0.09 9.52 2.69

Uljin Sandy loam 5.0 5.17 0.29 15.3 13.49 0.29 4.14 1.52

Daegu Sandy loam 4.6 1.08 0.12 4.8 8.07 0.24 1.29 0.47

Chilgok Loam 5.7 4.24 0.28 7.0 11.73 0.45 15.31 3.00
zOM, Organic matter; yTN, Total nitrogen; xAvai. P, Available phosphate; wC.E.C. Catio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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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평균 pH 4.9이며 이는 토양 산도 적정수준인 pH 5.5~ 

6.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양구집단은 pH 5.6, 칠곡집

단은 pH 5.7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토양 

산도는 다소 낮아서 척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구, 

칠곡집단의 양이온 Ca2+함량은 각각 6.23 cmolc/㎏
-1, 15.3 cmolc/ 

㎏-1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기물 함량은 양구집단은 10.48%, 칠곡

집단은 4.24%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요인들이 토양

의 산도를 중성화 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개 집

단의 아까시나무 토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지 임분과 토양 

특성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콩과

식물에 속하는 아까시나무는 토양 영양분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아 황폐지, 척박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

다(Keresztesi, 1988). 본 연구에서 선발한 아까시나무 지역과 

토양 성분 특성 간에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매스 생산이 우수한 활엽수 경제 조림 

수종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탄소흡

수능이 우수한 속성수로서 국내 적응성이 뛰어나고 경제적, 환

경적 기능이 우수하다. 본 연구는 비교선발법을 이용하여 용재

수로서 가치가 높은 아까시나무 우량개체 64본을 선발하였다. 

경기, 강원, 충청, 경상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생장특성을 

비교한 결과 선발목들은 비교목들에 비해 수고, 흉고직경, 지하

고, 통직성에서 유의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보였다. 특히 충청지

역의 선발목들이 가장 우수한 생장특성을 나타냈으며, 임분별

로는 고성, 천안, 안동 집단이 우량집단으로 나타났다.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토양 성분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대

단위 산림 조림 지역 혹은 호수와 저수지가 인접한 지역의 선발

목이 수고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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