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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型에 짜른 동자꽃과 나래 마 역 취 의 生植器官에

투여되는 乾量파 無機醒類의 할당량에 대한 연구

張 補 基·崔 道 烈

(生物敎育科)

I . 錯 論

최근， 生命活動(生長， 生命維持， 生植)에 필요한 에너지와 物質을 어떻게 할당하는 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aper and Ogden , 1970; Gadgil and Solberg , 1972;

Odgen, 1974; Kawano, 1975; Werner, 1977; Shon and Policansky, 1977; Stearns, 1977).

이들 없究의 기본은 生植에 할당되는 에너지와 物質의 양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 결과와 관련된 여러 理論중 대표척인 것은 r, k-selection이 며 r, k-strategies라고도 한

다 (Gadgil and Solberg, 1972).

Stearns (1977)에 의 하면 r-selection은 high density independent (D.1)를 나타내는 生物에

서 볼 수 있으며 한정된 에너지와 물질을 될 수 있는한 生植器에 할당하려고 하는 것을 말

하며 , k-selection은 high density dependent(D.D.) mortality를 나타내는 생 물에서 볼 수 있

는데 生植器官보다는 잎， 줄기， 뿌리언 營養器官에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분배하는 것

이 다 (Gadgil and Solberg, 1972).

이와 같은 차이를 遺傳的으로 해석하는 경우 (Gadgil and Solberg, 1972; Abrahamson and

Gadgil, 1973) 와 環境的인 훨因으로 해삭하는 경우가 있다(Hickman， 1975; Abrahamson

and Hershey, 1977).

지금까지 生植器官을 定義하는 데는 두가지 엽장이 있다. 싸만을 생식기관이라 정의하는

경우 (Harper and Ogden , 1970) 와 생식기관에 관계되는 씨， 열매， 꽃， 꽃받침 등 모든 部分

을 포함시키는 경우 (Gadgil and Solberg, 1972) 인데 ， Howthorn과 Cavers (1978)가 생식기관

의 境界를 마지막 잎 위의 줄기부분까지 정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는 生植에 투여된 劃當量을 표시하는 方法인데 지금까지 가장 많

이 사용했먼 방법으로는 건량으로 나타낸 것이었으나， 生植器官의 할당량은 오히려 生活

활동에 제한받기 쉬운 無機廳類로 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t:j- (Thompson，

1979) .

여 기 에 대 해 , Andel과 Verra (1977)는 Senecic cylvatics와 Chamaeηerion angusti/oliμ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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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t연구에서 건량과 N，P，K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Doust(1 980)는 Smyr껴μmolμsatrμ%에 서 Dry weight와 P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나 별다

른 연관성을 발견하치 못하였다.

생식기관에본 昭究에서는 여름에 開花하는 동자꽃과 가을에

투여되는 건량과 無機團類와의 할당량을 조사하여

開花하는

그 관련성을

나래미역취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대부분이 6, 7, 8, 9월달에 내리며， 年zf均1 ，100"'1，200mm로

즉， Koppen의 氣候구분에

n. 材料 및 方法

1. 調훌地所의 搬況

調훌地域은 경껴도 남양주군 477.7m의 용암산 동쪽 기숨에 위치한

演習林이 었다. (N37°45', E27°10'; Fig. 1).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氣溫은 11"""'12°C로서 겨 울은 둡고 여름은 습하고 더 운，

E127 ‘10

중부치창 양묘창의

의하면

N37°45

Fig. 1. Geographical map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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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대하계고온기후(Dwa)에 속한다.

土壞은 화강암에서 유래된 부식질이 많고， 토양층이 잘 발달된 獨色森林士였다.

이 林地는 약 50年 前， 약 2m간격으로 조렴되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樹木만 뚜렷

하게 樹冠을 형성하고 있으며， undergrowth는 매년 代草에 의하여 單本類만 분포하며， 木

本類도 간흑 발견되기도 한다.

undergrowth중 목본류는 으름벙굴 (Akeba quiηata) ， 오비자 (Schizandra Chinesis) , ’ 국수나

우 (Stephanandra ηiμsa) , 탱 맹 이 덩굴 (CoccμIus trilobus) , 행 의 다리 (Thelictrμm aquileqitol

찌m) 등이 있었으며，

초본류는 광릉갈퀴 (Visia subcapidata) , 짚신나물 (Agriηwnia pilosa) , 노루오줌 (Astilbe

<hiηeηsis) , 파리풀(Phryηza teptostachya) , 동차꽃 (Lychnis cognata) , 가락지 나물 (Pollentilla

keiniana) , 등골나물 (Eμpatorium chinensis) , 우산나물 (Syneilesis palηzata) ， 잔대 (Adenophora

ttψhylla) ， 나래 미 역취 (Solidago virganrea) , 오이풀 (Saηguisorba officinalis) , 사철쑥 (Artem

isia capillaris) 등이 있었다.

本 實驗은， 이 地所에서 인간의 간섭에 의해 형성된 7종류의 숲인 갈참나무林(Quercus

alieηa) ， 오리 나무林 (AIηus japonica) , 리 기 다 소나무林(Piημs rigida) , 방크스 소나무林

(Piηus Baηksiana) , 전나무林 (Abies holophylla) , 가래 냐무林 (JIμ:glaηs mandsurica) , 갓나우

林(Piημs koraiensis)에 서 행 해 졌 다.

2. 材料採集

1981年 8月 7 日 과 10月 3 日 ， 광릉 임업시험장내 지장양묘장 뒷산에 있는 7종류의 樹林

의 undergrowth로서 ， 開花期와 結實期에 있는 동자꽃(Lychηis cognata) 과 나래미역취 (Soli

dago virgaηrea) 를 15em까지 士購과 함께 뿌리째 採集한 후 질험질로 운반하여 器官別， 즉，

잎， 줄기， 뿌려， 생식기로 구분하여 높이별로 10em씩 절단하였다. 이 때 생식기는 Howthorn

과 Cover(I978)가 구분했던 方法과 같이 마지막 잎 위의 줄기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것을 105°C에 서 24시 간 건조시켜 건량을 測定하였으며， 그 후 분쇄기로 갈아 토양병에

보관하였다. 士構도 같은 방볍으로 乾量(Dry weight)을 測定하여 무게 감소량으로 土構水

分을 측정하였으며， 나머지는 lmm체로 쳐서 토양병에 보관하였다.

3. 無機훌훌類의 分析

CD pH는 토양 시료에 증류수를 1:2.5의 비로 가한 후 그 상등액을 Beckman pH meter로

측정하였다.

(2) N는 miero-1셔eldahl法에 의 해 分析하였다.

@P는 식물체의 경우 O.5N Mg(N0 3) 2흘 가해 까分으로 만든 후 그 여과액을， 土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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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O. 002N H2S04로 추출한 여 과액을 standard ammonium molybdate法에 의 해 發色시켜

DU-spectro photometer로 660nm에 서 比色定量하었다.

@K와 Ca은 식 물체에 서 O.IN HCl, 토양은 IN ammonium acetate로 추출한 다음 flame

photometer를 사용하여 定量하였다.

@ 有機탄소량은 500"-'550°C의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무게의 감소량을 측정한 후 유기물

량을 구하고， 이것을 1. 732로 나누어 구하였다.

JlI. 結果 및 論議

1. 동자꽃과 나래미역취의 立地條件

동자꽃과 나래미역취가 下草로서 생육되고 있는 리기다 소냐무林 (Piηus rigida) , 가래나

무林 (.llμ:glans mandsuriea) , 갈참나무林(Qαere，αs aliena) , 전나무林 (Abies holophyla) , 방크스

林(Piηus Banksiana) , 잣나무林(Piημs koraiensis) 및 오리 나무 (Alnus japoniea)의 樹敵， 土

樓의 N， P， K，Ca함양， 유기 물량" pH , 水分含量 등을 조사한 結果는 Table 1과 같다.

樹離은 리기다소나무와 방크스소나무가 26年인데 비하여， 다른 樹木은 모두 다 50年이

넘었으며 이와 lcll 례 하여 흉고직경 (DBH)도 리기다소나무와방크스소나무가 20cm미 만인데 ，

다른 수목들은 20cm 이 상이 었다.

土壞 pH는 낙엽활엽수림이 침엽수럼에 lcll 하여 약간 높게 나왔다(金， 1967).

土壞의 無機廳類는 각 樹林의 토양에서 약간씩 차이가 냐는데 비하여， N의 함량은 갈참

나무林이 0.710%0으로 가장 많고， 전나무林이 0.497%0으로 가장 적었다.

P의 함량 역시 갈참나무林이 0.008%0으로 가강 많았고， 리기다， 전나무， 방크스林에서

0.006%。ξ로 가장 적 었다.

K의 함량은 오리나무林에서 0.24%0으로 가장 많았고 려기다 소나우林에서 0.113%0으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oils and forest compositions at the seven dominant forests

I forests I soil

l ( l l Water j | 1 lDBH I age ‘ I _IT I ~_":.'."_~_.1 Nip I K I Ca I C
(;~51(y~;r)1 ty에 pH Ic(짧ntl (%:) I (%0) I (%:) I (%:) I (%)

Brown
Pinus rigida 10.5 26forest 4.7 28.62 0.532 0.006 0.113 2.424 12;77

soil
Jα:glans mandsμrica 27.6 58 I! 5.4 30.32 0.694 0.007 0.214 2.836 12.84
Quercus alieηa 25.0 58 I! 5.3 29.61 0.710 0.008 0.181 2.872 12.79
Abies holophyla 29.5 51 I! 4.9 27.46 0.497 0.006 0.125 2.413 12.63
Pint‘s Banksiaηa 11. 6 26 I! 4.9 28.80 0.516 0.006 0.168 2.769 12.68
Piημs koraiensis 26.0 51 I! 4.8 28.13 0.663 0.007 0.188 2.328 12.66
Alnus japonica 28.2 66 I! 5.3 31. 20 0.684 0.007 0.244 2.915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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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었다. Ca의 함량은 요리나무林에서 2.915%0으로 가장 많았고 잣나무林에서 2.328%。

으로 가장 적 었 다. 토양 속의 우기 엽류의 함량을 비교해 보면 N>Ca>K>P로 감소하었다.

이들의 순서는 온대지방의 규산염 점토에서 발견되는 무기염류의 순서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낙엽활엽수립下의 토양이 침엽수립에서보다 무기염류의 함량이 많았다. 이는

林型에 따른 有機物의 성분차이라고 생각된다(金， 1967).

이블 順序別로 나다내면， 동자꽃의 경우， 갓나무林>갈참나무林>오리나무林>리기다소

나무林>방크스소나무林>전나무林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각 器官別 :zp:均 건량을 전체 건량으로 나누어 %로 비교해 보면 (Table 3) , 동

자꽃은 오리 나우林， 리 기 다 소나무林， 갓나무林에 서 뿌리의 비율이 높았으며 , 生植器官에

서는 방크스林이 6.7%로 가장 높았고， 가래나무에서 3.04%로 가장 낮았다.

Table 3. Ratio of dry weight of variouscomponents/total dry weight in Lychηis cogηata

and Solidago virganrea (units: %)

plants Lychnis cognata Solidago ψirganrea

components
orregpa.ns 1l roots jl stems |i 1eaf ~~~s I roots I stems I leafsites (forests) organs

Quercus aliena 3.73 28.86 36.59 28.97 7.74 20.30 40.40 31.6<1

Abies holophyla 4.42 38.71 23.72 32.56 9.29 23.00 32.30 35.401
Jμ:glans maηdsurica 3.04 34.14 32.91 2.990 6.48 30.60 30.60 32.401
Piημs Banksiana 6.71 32.73 31. 65 28.91 6.11 24.00 34.70 35.10)
Alημs japonica 3.20 54.19 22.25 20.35 11. 90 20.60 36.50 31.00'
Pinus rigida- 3.10 48.94 25.19 22.77 9.15 28.30 39.40 23·20
Pinus koraieηsis 4.47 35.10 35.15 25.28 8.72 23.40 43.60 24.30

생식기관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내면， 방크스林>잣나무林>전나무林>잘

참나무林>오려나무林>리기다 소나무林>가래나무林으로 나타났다.

가래 미 역 취 의 경 우， 갈참나무林， 오리 나무林， 리 커 다 소나무林， 갓나무林에 서 줄커의

비율이 높았고， 전나무林， 가래나무林， 방크스 소나무林에서 잎의 버율이 높았다.

생식기관의 비율은 오리나무林>전나무林>리기다 소나무林>잣나무林>갈참나무林>가

래나무林>방크스 소나무林의 순이었다.

동자꽃에 비해 나래마역취에서 줄기의 비율이 높았으며 동차꽃에서는 대체로 뿌리의 비

율이 높았다. 이는 나래미역취의 경우 잔뿌리로 구성되어 있￡나 똥자꽃은 구근을 가지기

때문에 뿌리의 건량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식불의 器합을 높이별로 물질생산기관과 소비기관으로 大別하여 건량의 生塵구조(Monsi，

1953) 를 작성한 결과는 Fig.2와 같다.

동차꽃에 서는 갈참나무林에 서 키 가 100cm로 가장 컸으며 , 오리 나무林에 서 50cm 로 가장

작았다. 동화기관인 잎의 특갱을 보면， 키가 작은 오리나우林의 것과 리기다林의 것이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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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Qηereμs aliens
(F) : Pinus koraiensis

쫓斷똘쫓魔솥짧藝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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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he diagram of productive structure fo

(D) : Abies holophyla (E) : Pinus Baηksi

(G) : Alηαs μ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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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건량이 많은 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밑部分과 윗部分에 고루 퍼져 있다.

生植器官도 리 기 다林과 오리 냐무林에서는 끝부분이 모여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약 30cm

폭으로 고루 퍼져 있다.

나래미역취에서는 갈참나무林， 잣나무林， 오려나무林 모두 키가 120cm까지 달했으나，

키가 가장 작은 전나무林에서는 70cm정도였다.

동화기관인 잎의 경우 중간 부위에서 가장 건량이 많았으며， 끝부분모로 갈수록 잎의 건

량이 적었다.

특히 오리나무林에서는 줄기의 건량이 많았다.

생 식 기 관은 끝부분에 서 20rv50cm정 도의 폭으로 고루 퍼 져 있다.

2. 無據훌훌類의 含量

식물체의 각器官뤘IJ 無機廳類를 g당mg으로 표시하여 (Table 4,5) 비교하면， 동자꽃과 나

래마역취에 분포하는 無機觸類는 樹木別 유의차가 없었다. 단， 器官別로 분포하는 양은 뚜

렷이 차이가 났는데， N의 함량의 경우 동자꽃에서는 생식기관과 잎에서 거의 차이 없이 줄

기와 뿌리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P의 함량은 동자꽃에서는 생식기관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잎， 줄커， 뿌리에서는 차이가

없이 적게 나타났다.

나래미역취에서도N와 P의 함량은 동자꽃과 거의 같은 특정을 나타내냐， 생식기와 잎

에 서 量的으로 약간씩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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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n.tents <?f N,P,K,Ca and C for the variouscomponents of Lychηis cognata in the severt
dominant forests.

l N (%) | P (%o) j K (%) lca(%o) j c (%o)componentforests

leaves 14.59 3.956 8.410 10.231 49.09
stems 7.15 1. 857 9.219 7.694 54.41

Pinus r썽ida
reproductive organs 15.24 5.847 3.883 1. 418 49.85
roots 9.39 1. 116 4.155 6.431 53.99
<sum> 46.37 12.77 25.667 25.774 207.34
average 11.59 3.194 6.417 6.4441 51. 84

leaves 13.80 3.546 8.227 9.884 49.15
stems 7.32 1. 532 9.599 7.882 54.64

Juglaηs ηtandsurica
rep. organs 15.90 5.678 3.876 1. 503 50.07
roots 9.16 0.998 4.328 6.874 54.08
<sum> 46.18 11.754 26.554 23.143 207.94
average 11.55 2.939 6.458 5.786 51. 99

leaves 15.34 3.627 8.532 10.372 49.64
stems 7.87 1. 967 9.640 8.103 54.79

Quercus aliena rep. organs 15.78 5.716 3.972 1. 514 50.22
roots

~. ~~I .:' :~~ 4.270 6.782 53.60
<sum> 48.36i 12.517 26.414 26.771 208.25
average 12.09i 3. 129 6.604 6.693 50.06

leaves 14.18 3.678 8.712 9.684 49.01
stems 7.08 1.723 9.457 7.921 54.62

Abies holophyla rep. organs 15.03 5.661 3.026 1. 488 49.78
roots 8.23 1. 204 4.406 6.891 53.79
<sum> 44.52 12.266 25.601 25.984 207.20
%팽e 11. 13 3.067 6.400 6.뼈 51.80

leaves 14.03 3.413 8.434 9.892 48.97
stems 7.73 1. 625 9.224 7.722 54.78

Piηus Banksiaηa
rep. organs 14.51 5.065 3.816 1. 492 50.04
roots 8.78 0.961 4.210 때I ωm 까ι
<sum> 45.05 11.064 25.832 26.0261 207.51
average 11.26 2.766 6.458 6.507! 51. 88

leaves 15.18 3.844 8.696 10.212 49.13
stems 8.09 2.018 9.232 7.786 54.53

Piημs koraiensis rep. organs 16.02 6.104 3.820 1.501 50.06
roots 9.14 1. 331 4.354 6.881 53.59
<sum> 48.43 13.297 26.102 26.380 207.31
average 12.11 3.324 6.526 6.595 51.83

leaves 15.80 3.때」) 8.403 10.302 49.49
stems 8.50 2.114 9.588 8.001 54.48

Alnus japonica rep. organs 15.93 5.967 3.964 1. 517 50.02
roots 9.35 1. 475 4.365 7.123 53.68

) <sum> 49.508 13.488126. 320 26.943 207.67
average 12.4 3. 3721 6. 580 6.736 51. 92



94 師大論農 (25)

Table 5. Contents of N,P,K, Ca and C for the various components of Solidago ψirganrea in the
seven dominant forests.

sites components I N(%샤 마(싸I K (%0) ICa(%o) I C (%0)

-織 15.34 4.117 Qυ-떼|1 n .쨌 49.75
stems 6.83 1. 774 4.0161 6.424 54.43

Pinus rigida reproductive organs 14.94 6.214 2.964 0.987 50.29
roots 8.75 1. 916 4.684 3.764 54.11
<sum) 야껴쩌씌써 -ι’4 . 0이μ 20.695 23.071 208.53
average 11. 471 3.505 5.174 5.768 52.15

leaves 15.43 4.230 9.188 12.204 50.08
stems 6.83 1. 562 4.344 6.367 54.36

Juglans mandsurica rep. organs 14.94 9.373 2.367 0.972 50.44
roots 8.75 0.875 4.606 3.881 54.35
<sum> 45.23 13.040 20.505 23.424 209.18
average 11. 31 3.260 5.126 5.856 52.30

I ~ρ‘aves 4.51215.54 9.031 12.197 49.69
stems 5.94 1. 918 4.281 6.443 54.29

Quercus alieηa
rep. organs 15.37 6.105 2.872 1. 082 50.28
roots 9.25 1. 204 4.328 3.902 54.40
<sum> 46.10 13.739 20.512 23.624 208.88
average 11. 53 3.435 5.128 5.906 52.17

le!lves

씨예샤에매애서 m

9.0001 11. 903 49.64
stems 6.341 1. 671 4. 2501 5. 988 54.21

Abies holophyla rep. organs 14.171 6.117 2. 8441 6.884 50.33
roots 8.741 1. 177 4. 5631 3.866 54.25

<sum> 43.50i 12.967 20.6571 22.644 208.43
average 10.881 3. 242 5.1641 5.661 52.11

I ~쨌 14.27 3.916 9.625 11.925 49.75
stems 6.45 1. 412 3.875 6.241 54.28

Pinus Baπksiana
rep. organs 13.80 6.595 2.767 0.926 50.02
roots 9.04 1. 304 4.133 3.812 54.20

<sum> 43.56 13.227 20.400 22.904 208.25
average 10.89 3.307 5.100 5.726 52.06

leaves 14.95 4.338 9.094 12.023 49.85
stems 6.94 1. 765 4.219 6.442 54.41

Pinus koraiensis rep. organs 14.74 5.847 2.667 0.978 50.42
roots 9.09 1. 263 4.387 3.897 54.23
<sum> 45.72 12.213 20.367 23.440 208.91
average 11. 43 3.303 5.092 5.860 52.23

leaves %.n”u [UU 1111 4.216 9.403 12.130 49.82
stems 6.13 1. 823 4.277 6.426 54.48

Alnμs japonica rep. organs 14.77 7.214 2.821 1. 003 50.36
roots 8.43 1. 582 4.288 3.923 54.17
<sum> 44.34 1ι14ι.뼈I 2~ω.0염 23.482 208.83
average 11. 09 3. 7091 5. 212 5.871 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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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含量은 동자꽃에서 줄기， 잎， 생식기， 쁜리의 順으로 나다났으며， 나래미역취에서

는잎이 가장 많고， 줄기， 뿌리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생식기관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Ca의 含量은 동자꽂에서 잎， 줄기， 뿐리， 생식기 순으로 나다났고， 나래미역취에서도

잎， 줄기， 뿐리， 생식기의 순으로 동자꽃과 같았다，

無機훌훌類의 각 器官別 分布는 生物의 種마다 차이가 심하다고 하나 (Mengel， 1972) , 본

질험에서는 동자꽃과 나래미역취의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3. 土壞條件과 物質生훌과의 關{系

Table 2에 의하면 각 장소별 동자꽃과 나래미역취의 건량이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토양의 무기염류 含量에서도 차이가 있으묘로 (Table 1) 각 器렵別 건량과 토양의 우

기 엽류와의 상관계수 (r)블 구하여 (Table 6) t-檢定을 한 결과 대부분 유의 성을 나타내 지

않으나 동자 꽃의 잎에서 Ca과 否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애 대한 원인은 아직 확설

치 않다，

나래미역취에서는 줄기와 잎에서 K와 유의성을 나타냈는데 (Table 6) , 이는 식물체내

의 K의 역 할로， 공변셰 프E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 (B:umble, Raskle, 1971) , 광합성 산물의 이

동을 촉진시 켜 주는 역 할 (Hartt， 1970; Haeder, Mengel,;: 1973)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런데， 동자꽃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나래미역취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r) between the concentration N,P,K and Ca of soil and the comp
onent of plant in Lychnis cognata and Solidago virganrea

Lychnis cognata Solidago virganrea
minerals

components N P K Ca N P K Ca

reproductive organs -0.150 0.000 0.000 -0.340 0.250 0.574 0.186

roots 0.129 0.003 0.200 0.705 0.526 0.462 0.750 0.010
*stems 0.292 0.491 O.때 0.867 0.338

* *leaves 0.193 0.773 0.579 0.801 0.650

*p<0.05 **p<O.Ol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r) between the biomass and the concentration N,P ,K and Ca
of soil and plant in Lychnis cognata and Solidago νirganrea.

plants
minerals

components

plants

soil

(*p<0.05)

Lychnis cognata

靈공S#gl g: $3J 8: §§§!

Nip I K f Ca

o. 5961 0.766*1 o. 3021 0.867*

O. 3651 O. 650 I O. 5951 O.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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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에 서 는 식물체내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엽류와 건량과의 상관계수를， 토양내에 포함

되어 있는 무기염류와 건량과의 상관계수릅 나타낸 것인데 동자꽃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

나 나래미역취에서는식물체내의 P와 건량 및 Ca과 건량과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였다.

4. 林型에 따른 동자꽃과 나래미역취의 에녀지와 物質生훌量의 분배할당

지금까지 자료를 통하여 건량， N，P，K， Ca의 각 器官別f直와 전처H直를 알 수 있으묘로 이

를 이용하여 각 개체당 생식기관에 얼마만큼 할당하는 가를 알 수 있다. 전체f直에 대한 生

碩器官의 건량의 할당량을 %단위로 나타내면 Fig.3과 같다. 활엽수림하에서는 동차꽃은

생식기관의 할당량이 1%에 서 5.5%정 도이 었으나 침엽수림 밑에서는 2.5%에 서 9.5%정 도

였다. 이는 칭엽수렴 下에서 동자꽃이 生植器官에 할당하는 율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래미역취에서는 針葉樹林下에서 생식기관의 할당율이 2%에 서 14%까지 變化

가 심한 반면 낙엽활엽수렴 하에서는 5%에 서 11% 사이로 오히려 적었다.

Fig.4에 서 는 건량 대신 질소(N)含量으로 표시했는데 동자꽃에서는건량과는 달리 針葉樹

林보다 落葉關葉樹林이 약간 더 높게 나왔고 할당율은 건량의 경우 최대치가 10%이 었으나

N의 경우 23%까지 나왔다. 나래미역취의 경우 할당율은 동차꽃과 같이 높아졌으나 Fig.3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Figure의 형 태는 건량의 경 우와、 비슷하게 나왔다.

Fig.4에 서는 P의 含量으로 표시했는데 동자꽃에서는 N때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나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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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이나 그림의 형태는 동자꽃의 경우 落葉關葉樹林의 할당율 폭이 크

니， 나래미역취는 針葉樹林의 것이 더 컸다.

Fig.6은 Ca의 함량으로써 나타낸 것인데 분포의 형태는 K와 비슷하나 생식커관의 할당

율은 3%정도로 대단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Ca의 경우 쟁식기관에 할당되는 정도가 낮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동차꽃의 경우 건량과 N,P,K 및 Ca의 함

량과는 Fig.3"-'7에 서 보는 바와 걷이 할당율의 차이에 의 해 Figure의 형태가 상당히 다르

케 나타났다. 生植에 투여된 할당량을 건량으로 표시했을 때 (Fig.3) 첨엽수렴에 비해 溶葉

關葉樹林의 값이 뚜렷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N，P，K， Ca의 경우는 오히려 활

엽수림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할당량의 폭도 더 커졌다. 이는 Andel과Vera(l977)의 질

험결과와 같은 現象을 나타낸다. 즉 乾量과 N，P，K， Ca과는 관련성을 발견하기가어려웠다.

그러나， N，P，K， Ca의 경우는 서로 Figure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다났다. 단， 생식커관의 할당

율에서는 차이가 났다. 예를 들면 P에 서는 최고치가 24%, N에 서는 23 %, K에 서는 7.3% ,

Ca에 셔는 3%정도인데 이를 遍해서 동자꽃은 生植器官에 N과 P의 할당량이 Ca에 비해 훨

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P，K는 식불의 結實期에 줄기와 잎에 있는 것이 씨

로 이 동된다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Sharrer, Mengel, 1960; Eaton and Ergle , 1957). 나

래미역취의 경우、동자꽃과는 달리 건량， N,P,K, Ca 모두 Figure의 형태가 비숫하게 나다

났는데 (Fig. 3"-'7) , P의 경우에서만 활엽수렴의 값이 더 낮게 나타났다. 개체당 변이의 폭의

경우， 針葉樹林。1 關葉樹林보다 컸커 때문에 P의 경우를 제외하고 最大f直와 最小個 모두 針

葉樹林에 서 나타났다. 다만 나래 미 역취의 경우 針葉樹林의 값과 關葉樹林의 값에 차이가

없었다.

그려고 할당율의 경우， 동자꽃과 비슷하게 N，P，K， Ca에 서 차이가 났는데， 최고치블 조

사해 보면 N에 서는 20% , P에 서는 27.5%, K에 서는 8.3% , Ca에 서는 2.6%이 었다. 이 결

과 역시 동자꽃의 경우와 같이 N，P，K는 결질기에 줄기와 잎의 것이 生植器로 이몽하키 때

문에 N，P의 값이 높게 나온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 고 다른 특정으로 동자꽃은 여 픔첼

에 꽃이 피고 나래미역취는 가을철에 꽃이 피기 때문에 生長期間에 차이가 난다.

Gadgil (1972) 에 의하면 生長期間야 짧을수록 生植器官에 투여되는 할당량은 많아진다고

하는데 Fig.3에 서 보면 나래미역취의 값이 첨엽수렴에서나 활엽수럼에서 모두 동자꽃에 비

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바 種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遺傳的 차이에 의한 것이

라고 추측된다. 이상에서 동자꽃은 건량과 N，P，K， Ca와의 사이에서는 관련성을 거의 볼 수

없으나 (Fig. 3"-'7) , 나래미역취에서는 개체당 할당율의 분포의 형태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Fig. 3"-'7) 관련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관련

성을 좀 더 확질히 밝히기 위해서 랄아시부터 결질기까지 연속적인 조사와 다른 많은 종에

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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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 allocation in Lychnis cognata and Solidago virgaηrea

in relation to dry weight and mineral nutrition

Chang, Nam Kee and Choi, Do Yeol

Abstract

In case that reproductiγe allocation in Lychηis cognata and Solidago virgaηrea was rep

resented by dry weight, that of Lychnis cognata was lower in the deciduous forest region

than in the conifer one. In Solidago ψirganrea ，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orest regions. In case that reproductive allocation was represented by quantities

of the four minerals (N,P,K andCa) in Solidago ψirganrea ，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Figures of dry weight and four minerals.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Lych

nis cognata. In Solidage and Lychπice， the change of the ratio of minerals in reproductive

allocation is extremly different from thatof dry weigh t. And the ratioof Nand P of

reproductive allocation was increased , on the contrary that of Ca was decrea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