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자연생태계의 생물지리적 특성*

공 우 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Biogeographic Feature of North Korean Ecosystem*

Kong, Woo-Seok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is work aims to collect a biogeographic informations on the biota, alpine ecosystem, nature

reserves, forest ecosystem of North Korea, and also to accumulate a basic data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the natural ecosystem of North Korea for the preparation of future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 obtained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North Korean biota contains 18,013 species, and consists of 6,710 plant species,

including 3,860 species of vascular plants. Secondly, urgent investigation on the

biogeographically important arctic-alpine and alpine plants and ecosystem, those are known to

be endangered due to environmental change and global warming, is required. Thirdly, the

conservations of diverse nature in North Korea are conducted b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ystems, such as nature preservation region, reserves for plant, animal and sea bird, and natural

monuments. Fourthly, out of 9.5 million hectares of forest, one million hectares have already

faced forest denudation, thus caused lots of damages for forest ecosystem. Sharp decline of

North Korean forest land are due mainly to the expansion of terraced dry-field farming and

deforestation. Recovery of denudated forest land should be approached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n sides to solve the problem of shortage of foods and restoration of natural

ecosystem of Nor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 biota, alpine ecosystem, nature conservation, forest ecosystem,

natur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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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은 커지고 있으나 통일

이후 한반도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북한의 자연생

태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통일

을 대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

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요청된다.

북한 과학원 산하의 300여 개의 연구소 가운데

생물상 연구는 생물분원과 직할연구소가 담당하

고 있으며, 산림과학원과 농업과학원에서도 자연

생태계를 연구한다. 조선생물학회의 동물협회, 식

물협회, 원림협회, 산림협회, 수산자원협회 등과

조선자연보호연맹이 자연생태계를 조사한다(이인

규 외, 1991).

북한의 자연생태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북한이 기본적인 자연생태계 자료조차도 외

부 세계에 공개하기를 꺼려해 자료 수집이 어렵

다는 것이다. 이 연구도 현지답사를 하지 못한 상

태에서 국·내외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에 의존

하 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이 연구는 북한의 기온온난화와 고산생태계

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일부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생물지리적 정

보를 구축하고, 둘째,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

한의 생물상, 고산생태계, 천연보호구역, 산림생태

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 연구

는 열람 가능한 북한 관계 문헌과 웹 페이지 그

리고 연구자가 1998년 중국 방문과 2001년 독일,

헝가리, 체코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발표문(공우석, 2001a)에 기초하 다. 그러

나 북한의 자연생태계 현황에 대한 진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의 의견들을 가

감 없이 소개하 다.

II. 북한의 자연생태계

1. 생물상

북한의 생물상에 대한 근래의 자료는 북한 과

학자들에 의한 자료와 북한과 과학협정을 맺어

생물상 조사를 한 동구권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주를 이룬다.

1) 식물상

(1) 식물종수

북한의 식물종 분포에 대한 연구는 일제 때 中

井猛之進(1919－1939, 1927, 1935), Nakai(1909,

1911)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리종오(1964)에 의하

면 양치식물(26과 69속 182종 46변종), 나자식물(9

과 15속 39종 11변종 3품종), 쌍자엽식물(159과

727속 2057종 1아종 850변종 72품종), 단자엽식물

(41과 239속 731종 3아종 141변종 11품종) 등 모

두 235과 1,051속 3,009종 4아종 1,048변종 86품종

의 식물종이 분포한다. 최근 임록재 외(1996－

2000), 도봉섭, 임록재(1988) 등은 77목 178과 971

속 3,585종(양치식물 제외)을 보고하 다. 홍순익

(1989)에 의하면 북한의 식물종은 고등식물 3,860

종을 포함하여 6,710종이다.

북한에는 목재식물 100여종, 약용식물 900여종,

산나물식물 300여종, 산열매식물 30여종, 가축먹

이식물 160여종, 향료식물 60여종, 기름식물 50여

종, 섬유식물 100여종, 원식물 170여종, 원림식

물 300여종이 있다. 산림수종은 84과 269속 1,098

종으로 침엽수 19종, 활엽수 136종, 대나무 3종이

보고되었다(김봉주, 1992). 북한에는 51속의 쌍자

엽식물과 9속의 단자엽식물 9속 등 약 60여 속의

특산식물이 자란다(고경식, 1978).

북한에서 발행되는“민주조선”에 의하면 북한

내 야생 동·식물은 모두 18,013종이다. 이는 환경

부가 밝히고 있는 국내 야생 동·식물 24,471종보

다는 6,400여종(26%)이 적은 것이다. 식물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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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548종으로 남한의 8,846종에 비해 700여종이

더 많았다. 포유동물은 북한에 97종, 남한에 76종

이었고, 조류는 북한에 394종, 남한에 383종이었

다. 북한에는 10마리 미만의 호랑이와 20마리 정

도의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 5

월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북한에는 총 8,870여종

의 식물이 자라며, 척추동물은 1,430여종이 있다.

북한의 국화는 1991. 4. 10. 공식 지정된 목련과의

낙엽활엽수인 목란(Magnolia sieboldii)이다.

북한은 1959년부터 동구의 헝가리, 폴란드, 체

코, 러시아 등과 과학기술협정을 맺고 현지 채집

을 통한 생물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 다

(이인규 외, 1991; 원병오, 1993; Kolbek & Kucera,

1989; Kolbek & Srutek, 1990). 중국의 조선족 학

자 南寅鎬(1984)는 북한 현지 답사에 기초한 식생

개황을 보고했다.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의 생물자

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외국인들이 수행하면서

많은 식물 정보와 표본이 국외로 반출되어 국내

유전자 보전 차원에서 아쉬움이 많다.

(2) 식물상의 특징

북한은 토의 넓이, 기후대의 위치에 비하여

식물의 종수가 많고, 특산종과 유존종이 많으며

수평적, 수직적 분포의 경향이 뚜렷하다. 식물상

이 풍부한 것은 고지리적 요인과 관련되는데, 한

반도는 오래 전에 육지가 형성되어 식생 발달의

역사가 길었다. 특히 중생대 이후에 기후와 해수

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식생이 안정적으로

발전하 다. 신생대 제3기에는 고온 다습하여 식

물이 더욱 발달하 고, 제4기 빙하기에도 직접적

인 대륙빙하의 향을 받지 않았고, 일부 높은 산

꼭대기만 산악빙하로 덮이면서 기후가 차져 일시

적으로 아열대성 식물들이 없어지고 아한대성, 한

대성식물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종이 추가되었다.

한반도는 중생대로부터 제3기 말까지 오랜 기

간동안 유라시아, 아메리카, 그린란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지역의 식물상과 관계가 깊다.

한반도 식물상의 기본은 제3기 초에 이루어져 자

라고 있는 활엽수들로 대부분이 제3기 식물상의

유존종이다. 제4기 빙하기에는 제3기에 널리 퍼져

있던 식물 중 대부분이 죽고 제한된 지역에만 일

부가 분포하게 되었다. 빙하기에는 한대성 및 아

한대성 식물들로 바뀌게 되어 분비나무, 가문비

나무, 전나무, 사시나무, 가래나무, 오리나무, 자작

나무 등을 주된 수종으로 하는 산림이 이루어졌

다. 최근 100만년 사이에 북한의 식물상은 7－8회

바뀌었다. 예를 들어 동해안 최북부지방의 식생

은 아한대성침엽수림→온대북부낙엽활엽수림으

로, 동해안 북부지방은 아한대성혼효림→온대북

부낙엽활엽수림→온대침엽수림(소나무)으로, 동

해안 중부지방은 아한대성침엽수림이 섞인 온대

북부형 낙엽활엽수림(참나무, 자작나무림)→온대

남부형 낙엽활엽수림(참나무, 너도밤나무림)→온

대침엽수림(소나무림)으로 전환되었다(박재은

외, 1988).

제4기 빙하기 이후 현세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식물상의 교체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다. 우선

인구 도가 높은 평지대들에서 농경지가 개간됨

으로써 자연식물상이 재배 식물상으로 교체되었

다. 또한 산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어 내

거나 산불 때문에 임지의 나무들이 메말라가면서

향토종인 전나무, 잣나무, 떡갈나무 대신 2차 군

락인 소나무의 분포지가 비약적으로 넓어졌다(박

태훈 외, 1986).

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은 현재의 생태적

조건과도 관련된다. 우리 나라는 중위도의 계절풍

대에 위치하여 연강수량이 많고 식물의 생장기인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

에 유리하다. 남북으로 길고 지형조건이 달라 생

태적 다양성을 갖게 하여 아열대식물부터 아한대

성식물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란다. 한반도에는

100여속 300여종의 특산종과 유존종이 많다. 특산

종식물은 주로 중부지방 추가령지구대, 금강산,

구월산, 설악산 등지와 제주도, 울릉도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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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지리구

한반도의 식물종은 발생과정, 생태조건, 전세계

적 분포에 따라 특산종, 동부아세아식물요소, 극

지식물요소, 온대남부식물요소, 아열대식물요소

등으로 구분된다. 특산속은 미선나무속, 금강초롱

속, 개느삼속 등과 많은 특산종이 있다. 특산식물

은 중부산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 북부고산지대에도 많다. 동부

아세아요소는 한반도, 중국 동북지방, 흑룡강 일

대 등 기원지로 신갈나무, 떡갈나무, 달피나무, 부

게꽃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

무 등이 자란다. 극지식물요소는 극지방 기원으

로 빙하기에 유입되어 현재에는 높은 산악 지대

에만 분포하는 종류이다. 온대남부식물요소는 우

리 나라 남부, 중국 남부,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서어나무, 보리수나무, 느티나무, 수유나무, 호두

나무, 감나무 등이 속하며 북한계는 황해남도, 강

원도이며, 일부는 함경남도까지 자란다. 아열대식

물요소는 아열대에 기원을 둔 가시나무속, 소귀

나무속, 동백나무속 등 상록활엽수이다.

한반도 내에서 지역에 따라 살고 있는 특정적

인 집단의 식물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식물지리

구에 의하면 한반도는 고산구, 북부고원구, 북부

구, 중부구, 남부구, 남해연안구, 제주도구, 울릉도

구 등 8구역으로 구분되며(김왈홍, 1991), 그 중

북한에 나타나는 것은 4가지이다. 고산구는 북부

고산지대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지역으로 자강

도, 양강도의 백두산, 포대산, 관모봉, 북수백산의

2,000m 이상 되는 곳에 반점상으로 분포하며, 바

람이 세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잣나무, 눈측백

나무, 왕대황 같은 식물이 자란다. 북부고원구는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의 북부 산악지대로 분

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이깔나무, 자작나

무, 황기 등이 자란다. 북부구는 평안북도, 함경남

도, 함경북도 해안에 나타나며 서해안에서는 북

위 39˚30’,  동해안에서는 북위 40̊ , 중부지방에서는

북위 38 3̊0’에서 북부고원구와 경계되는 지역으로

특징적인 식물은 잣나무, 전나무, 비슬나무, 달피

나무, 참당귀, 오미자, 족도리풀 등이다. 중부구는

서해안의 북위 36˚30’－39˚40’까지, 동해안에서는

북위 39˚35’－40˚까지, 중부에서는 북위 36˚30’ －

38̊ 30’까지의 지역으로 때죽나무, 생강나무, 상수

리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머루, 다래나무, 금강

초롱, 개느삼 등이 특징적이다. 이 외에도 남북한

의 상록수 지리적 분포에 근거한 식물지리구도

구획되었다(공우석, 1989, 1990).

식물군락은 수평 및 수직적 분포대에 따라 한

대성 식물군락, 아한대성 식물군락, 온대성 식물

군락, 난대성 식물군락, 간석지 염생식물군락으로

구분된다. Landsat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리기준 외, 1988) 산림은 고산초원, 삼송(전나무,

가문비나무)림, 이깔나무림, 이깔나무－삼송림, 사

시나무－자작나무림, 참나무를 위주로 하는 기타

활엽수림, 참나무림, 소나무－참나무림, 소나무림,

잣나무림, 소나무－서어나무림, 참나무－서어나무

림, 아열대상록활엽수, 무림목지, 농경지, 주민지,

수계망, 철도, 도로 등으로 구분되었다.

2) 동물상

북한의 동물은 물고기류 850종, 개구리류 14종,

뱀류 24종, 새류 382종, 짐승류 97종 등 1,367종이

며, 특산동물은 20여종이다. 북한의 79종 육상 포

유류의 지리적 분포는 범세계형 3종(3.8%)과 전

북구형(7종), 구북구형(34종), 원동형(42종), 조

선－중국동북지방형(5종)  등 북방형이 50종

(63.3%), 중간형인 동아세아형 13종(16.5%), 특산

종(3종), 동양구형(7종), 조선－중국형(2종), 조

선－일본형(1종) 등 남방형이 13종(16.5%)이다

(김계진, 1988).

북한의 새는 69종의 텃새와 봄에 와서 여름을

나는 새 75종, 가을에 와서 겨울을 나는 새 76종,

봄과 가을에 지나가는 새 65종이 있다. 그 중 절

종 위기에 처한 조류는 크낙새, 노랑부리백로, 황

새, 먹황새, 저어새, 큰고니, 개리, 원앙사촌, 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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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리,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이다(원병오, 1993).

곤충분류명집(주동률, 1964)에 의하면 북한의

곤충은 3,597종이며, 담수어류는 19목 38과 125속

185종(아종)은 민물성 11종(60%), 덜짠물성 59종

(32%), 강오름성 15종(8%) 등이 있다(김리태,

1990).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학자들은

약 30회에 걸쳐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개마고원

등의 산악지역과 평양, 원산 등 도시지역의 곤충

및 무척추동물의 많은 표본을 수집하 고, 약 400

여종의 신종을 발표하 다(박희천, 1992).

2. 북한의 고산생태계

1) 고산식물 종류

우리 나라 고산식물은 中井猛之進(1927, 1935)

와 森爲三(1928)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되었

다. 박만규(1942)에 따르면 한반도의 고산식물은

51과 175속 296종 5아종 73변종 9품종등 383종이

다. 지역별로는 관모봉 224종, 백두산 197종, 로봉

115종, 금강산 87종, 묘향산 86종으로 파악했다.

정태현·이우철(1965)은 1923－1926년 사이에 조

사된 북한의 고산식물을 포함한 목본류의 고도별

분포를 발표하 다. 정 호(1989a, b)는 북한과 남

한에 분포하는 고산식물을 보고하 다. 북한의

고산지 중 백두산의 고산생태계에 대한 여러 논

문들이 국내학자(이 로, 1986, 1988; 이우철,

1989; 김윤식, 1989, 1991; 장남기, 1990a, b, 장남기

외, 1991, 1992, 1998; 김성덕, 1992; 송호경, 1992;

임양재 외, 1998; 길봉섭 외, 1998; 김종홍 외,

1998; 이희선 외, 1998)들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그 외에도 북한의 식물을 알 수 있는 문헌(김

재, 한성진, 1986; 김윤식, 1990; 김왈홍, 1991; 차

종환, 1992, 1998, 1999; 김태정, 1993; 유충걸 외,

1993; 리성대 외, 1996)이 있다.

외국인에 의한 고산지 연구도 활발하여 구 체

코슬로바키아 과학원 식물학연구소에서는 1969년

부터 1988년까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식

물탐사를 하 다. 헝가리와 폴란드 과학자들도

북한의 식물을 조사하 고, 북한에는 약 1,200종

의 목본식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olbek

& Kucera, 1989, 1999).

2) 고산식물의 분포 특성

한반도의 삼림식물은 수직적으로 고산식물대,

아고산침엽수림대, 혼합수림대, 온대활엽수림대,

상록활엽수림대의 5개로 구분된다. 그 중 고산식

물대는 해발고도 1,900－2,000m 이상으로 고산 초

본, 고산 관목류가 자라며, 일반적으로 이깔나무

의 분포 상한계선 이상을 가리킨다. 아고산 침엽

수림대는 해발고도 800－1,000m부터 1,900－

2,000m에 걸치는 북부고원지대(개마고원, 백무고

원)의 아고산 침엽수림대로, 소나무의 분포 한계

이상부터 이깔나무의 분포 상한계선까지이다(공

우석, 2001b).

북한의 산지생태계에서 특징의 하나는 고산대

가 넓게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교목한계선이 나

타나는 고산대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어 북부 고산지대에서는 해발고도 2,000m 이상,

백두산에서는 1,900m에, 관모봉에서는 2,200m에

분포한다. 백두산은 유네스코에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 다(황 현

외, 1998). 그러나 북한은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하

고는 자연생태계가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종원, 1993).

고산대에 자라는 식물상은 산록부에서 유래한

종과 빙기 때 고위도 지방으로부터 이주한 시로

미, 들쭉나무, 가솔송 등 유존종이 섞여 나타난다

(Kong & Watts, 1999).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등

식물종의 약 10%에 이르는 419종의 극지고산식

물과 고산식물이 남·북한에 자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산식물은 고유요소, 아시아요소, 북방주

극요소 등이 있다. 한반도 고산식물의 분포 유형

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종, 북부와 중부에서

만 나타나는 종, 북부와 제주도에만 나타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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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와 제주도에만 나타나는 종, 북부지방에 국

한된 종, 중부지방에 국한된 종, 제주도에 국한된

종으로 구성된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산과 아고

산대 중 북부고산지역은 북위 42̊ 20’－40̊ 30’의 11

개소(무산, 백두산, 관모봉, 만탑산, 길주, 갑산, 칠

보산, 후치령, 로봉, 금패령, 단천)이다. 북남아고

산지역은 북위 42̊ 50’－35̊ 50’ 사이의 21개소(증산,

송진산, 차유산, 숭적산, 비래산, 피난덕산, 낭림산,

묘향산, 사수산, 하람산, 추애산, 금강산)를 포함한

다(Kong, W.S., 1991; Kong & Watts, 1993).

북한의 동북부와 고산지에는 분비나무, 가문비

나무, 측백나무, 눈잣나무, 눈향나무, 종비나무, 주

목 등 상록침엽수와 신갈나무, 떡갈나무, 새양버

들, 자작나무, 좀고채목, 물자작나무, 진퍼리버들,

들쭉나무, 꽃개회나무 등 낙엽활엽수와 이깔나무

등 낙엽침엽수가 우세하다(장남기, 1980). 산지에

서 고도에 따른 식물계절의 변화는 커서 비래봉

일대에서는 해발고도 100m 상승에 식물계절은

2.8일 정도 낮아진다(엄상섭, 1984).

3) 고산식물의 형성과정

함경산 줄기 도정산(2,199m), 관모봉(2,540m),

설령(2,442m), 마식령 산줄기와 금강산(1,638m)에

서의 조사(박재은 외, 1988)에 의하면 최후빙기의

절정기인 19,000년 전에 설선은 1,800m에, 교목한

계선은 800m에 있었다. 즉 1,800m에 구설선,

1,800－800m는 고산식물대, 800m에 교목한계선,

800－200m까지는 삼송·이깔나무림의 아한대 침

엽수림, 200m 이하에는 아한대 혼효림이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에는 2,200m 이상에 고산식

물대, 2,200m에 교목한계선, 그 아래에 삼송·이깔

나무림의 아한대 침엽수림, 아한대 혼효림, 참나무

림, 소나무림 순으로 나타난다. 관모봉 일대의 현

재 교목한계선은 2,200m이고 최후빙기에는 800m

로 당시의 수직적 한계선은 현재보다 1,400m 아래

에 위치하 다. 당시의 교목한계선과 현재의 한계

선을 비교한 결과 산악빙하기의 연평균기온이 현

재보다 8－9℃정도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후빙기 때 동해안 800m(북부)와 1,200m(중

부) 이상의 산악지대에 자라던 동토대 식물군락

은 점차 삼송림과 이깔나무림, 사스래나무림에 의

하여 교체되고 지금은 2,000m 이상의 높은 산에

고산식물군락을 이루면서 유존군락으로 반점상으

로 분포한다. 홀로세가 시작되는 1만년 전부터 점

차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기의 식물들이 물러

가고 제4기 빙하기의 유존종인 고산식물들은 지

금 백두산, 관모봉, 차일봉, 금강산, 지리산, 한라

산 등의 높은 산꼭대기들에만 격리되어 분포한다.

3. 천연보호구역

북한의 천연보호구역은 자연보호지구, 식물보

호구, 동물보호구, 바다새보호구, 천연기념물 등으

로 구성된다(원병오, 1993; 박태훈 외, 1986;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북한의 자연보호는

1959년 조선원림협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되었고,

1965년에는 자연보호연맹으로 개칭하여 산하에

동물협회, 식물협회, 원림협회, 산림협회 및 수산

자원협회 등이 있다. 북한의 자연보호지구는 백

두산, 오가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칠보산, 자

모산자연보호구 등 모두 7개소이다.

1) 자연보호구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

한 구역으로 200－300년 이상 오래 자란 원시림

이 퍼져 있고 특산 동식물이 많고 과학연구에서

중요한 지역, 특산 동식물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데 유리한 지역, 풍치가 아름다워 문화 휴

식터로 의의가 있는 지역 등이 설정된다. 자연보

호구는 남한의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경관이 수려

하고 희귀한 동식물이 있는 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한다. 1959년 백두산과 오가산 일대

가 자연보호구로 처음 지정된 이래 1997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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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칠보산, 자모산 등 7지역

에 총 75,000ha가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다.

백두산 자연보호구는 양강도 삼지연군 서북부

에 위치하며 지질학적으로 약 150만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고, 면적은 165,527ha이며, 해발

2,750m의 장군봉(42̊ 07’N, 128̊ 05’E)을 경계로 중국

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백두산 일대는 1979년 유

네스코에 의해 국제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

고, 백두산자연보호구에는 47과 162속 약 650종의

식물이 자라며 147종 이상의 고산식물이 자란다.

오가산 자연보호지구는 낭림산맥(평안북도)에

위치하며, 최고봉은 운동령(1,334m)으로 보호구역

의 면적은 1,400ha이다. 식물상은 730여종으로 알

려져 있으며, 식생의 수직분포는 낙엽활엽수림－

혼효림－침엽수림으로 혼효림이 가장 넓다. 한반

도 중부 이남에서 자라는 조릿대, 나도파초일엽,

주름고사리의 최북단 분포지로 학술적 가치가 매

우 높다.

묘향산 자연보호구는 평안북도 향산군과 자강

도 희천시, 평안남도 원군의 경계에 위치하며

낭림산맥 서쪽에 위치하는 비로봉(1,909m)을 중

심으로 9,737ha에 걸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

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대에 따라 냉온대 북부/고

산지 혼효림 식생형(해발 500∼900m), 아고산 침

엽수림 식생형(900∼1,400m)이 자라며, 비로봉 정

상에는 눈향나무, 눈잣나무, 눈측백나무, 노랑만병

초, 들쭉나무 등의 고산식생이 분포한다. 지역 내

에는 700여종의 식물과 33종의 짐승류와 115종의

새들이 살고 있다. 1959년 3월 자연보호구로 설정

되었는데, 다른 보호구와는 달리 온대낙엽활엽수

림이 대표적이며, 저지대로부터 고지대까지의 수

직식물 분포가 뚜렷이 보존되어 있다.

구월산 자연보호지구는 대동강 하구 남쪽의 황

해남도 은율, 온천, 안악, 삼천군 등 4개 군의 경

계에 위치하며, 해발 954m의 사항봉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북방요소의 식물과 남

방요소의 식물들이 관찰되며 다양한 식물상(600

여종)을 나타낸다. 특히 북한지역 내에서 가장 좁

은 면적의 냉온대 남부저산지 식생형이 특징적이

다(김종원, 1991).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서어나

무, 고욤나무 등이 자라며, 한반도 특산식물인 검

팽나무와 만리화가 분포한다.

금강산 자연보호구는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통천군 지역의 일부에 걸쳐 위치

한다. 주봉인 비로봉(1,638m)을 비롯하여 50여 개

의 큰 봉우리들이 태백산맥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지역에는 750여종의 식물이 있고, 금강초롱,

만리화, 금강봄맞이, 봉래꼬리풀, 금강분취, 그늘

분취, 그늘돌쩌귀 등 20여종의 특산식물이 있다.

금강산은 강우량과 적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의

하나로 동서 지역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외금강 일대에는 참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등의 수종들과 일부 남방계식물이 분포

하며, 내금강 일대에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부

게꽃나무, 복작나무 등 높은 산지에서 자라는 북

부계통식물이 나타나고 있다. 140여종의 특산식물

이 서식하고 있으며, 1909년 금강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금강초롱, 1917년 금강산 일대에서 처음으

로 발견된 1속 1종의 금강국수나무는 천연기념물

로 지정되어 있다(김종원, 1991; 내외통신사,

1994).

칠보산 자연보호지구는 함경산맥 동남부에 형

성되어 있는 길주－명천지구대의 동남부에 위치

하고 있다. 1976년 칠보산을 명승지 제17호 자연

보호구로 지정하고,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로 구분한다. 내칠보에서 해안선까지 17km(동해

안)이며, 산정은 해발 906m이다.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칠보산은 제3기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백두산과 유사한 지질 환경을 가

지고 있으며 파초일엽, 돌가시나무, 참오동나무

등의 남방요소의 식물자원의 최북단 분포를 보여

주고 있으며, 정향풀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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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동물보호지구

북한은 희귀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보호

구와 동물보호구를 설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

다. 식물보호구는 일정한 식물들을 보호 증식시

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특산종의

분포지, 특수하거나 전형적인 식물군락 분포지,

쓸모 있는 식물자원이 집중적으로 퍼져 있는 구

역, 희귀한 식물이 개체수를 늘리지 못하고 자연

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구역, 학술연

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구역 등이다. 식물보호

구는 맹산흑송보호구, 양덕송이버섯보호구, 신미

도식물보호구, 삭주온천식물보호구, 황포만삼보호

구, 장산곶식물보호구, 수양산식물보호구, 멸악산

식물보호구, 차일봉식물보호구, 두류산식물보호구,

백암부채붓꽃보호구, 운만대신의대보호구, 관모봉

식물보호구, 무봉식물보호구 등 14곳이다.

동물보호구는 자연 상태에서 이로운 동물을 보

호하고 늘리기 위하여 법적으로 설정한 구역이

다. 동물보호구는 특산종 동물의 분포지역, 특별

히 무리로 사는 동물의 분포지, 희귀한 동물이 나

타나는 곳, 학술적으로 중요한 곳 등이다(박태훈

외, 1986). 동물보호구는 동계동물보호구, 대흥동

물보호구, 설령동물보호구, 산전동물보호구, 금석

동물보호구, 백산동물보호구, 당아산동물보호구,

천불산동물보호구, 사수산동물보호구, 천마산동물

보호구, 양암산동물보호구, 금수봉동물보호구, 대

각산동물보호구, 수룡산동물보호구, 크낙새동물보

호구 등 15곳이다(홍순익, 1989).

3) 바닷새 보호지구

북한은 동물 및 식물 보호지구 외에 평북 정주

시 운무도, 평북 정주시 대감도, 평북 선천군 납

도, 평북 철산군 참차도, 평남 온천군 덕섬, 나

진－선봉시 선봉군 알섬, 강원도 통천군 알섬, 강

원도 원산시 대도 등 바닷새보호지구 8개 지구를

지정 보호하고 있다.

기타 백로 및 왜가리 번식보호지구는 9개소, 수

산자원보호구는 양화밥조개보호구, 낙원생복보호

구, 호도반도자연굴보호구, 동계수산천어보호구

등 4곳이다. 북한의 자연보호구는 국토 총면적의

9.86%를 차지한다(박태훈 외, 1986; 원병오, 1993).

4) 천연기념물

북한의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및 풍치적 의의가

있는 자연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

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을 말한다(리성대 외,

1996). 천연기념물은 종류에 따라 식물천연기념

물, 동물천연기념물, 지리지질천연기념물으로 구

분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역사적, 풍치적, 학술

적,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식물천연기념물은 우상화 등 정치적인 목적으

로 지정된 나무(7종류), 특산식물천연기념물(16종

류), 소나무류, 기타 침엽수류, 은행나무류, 느티

나무류, 참나무류, 버드나무류, 원예수목, 과일나

무류, 기타 활엽수, 떨기나무류, 덩굴나무류, 수생

식물, 기타식물 등이다.

천연기념물 중 침엽수는 백송(1곳), 반송(1곳),

늘어진 소나무(1곳), 소나무와 소나무림(19곳), 가

는잎소나무림(1곳), 소나무방풍림(1곳), 맹산흑송

림(1곳), 잣나무와 잣나무림(4곳) 등 29종류이다.

기타 침엽수는 수삼나무, 낙우삼, 설송, 주목, 전

나무와 전나무림(5곳), 긴방울가문비나무림, 뚝향

나무, 향나무(4곳), 금송(2곳) 등 17종류이고, 은

행나무류는 17종류이다. 활엽수는 느티나무(18곳)

와 비슬나무(3곳), 느릅나무 등 느티나무류 22종

류와 참나무(3곳), 가둑나무, 백양나무(2곳), 포플

라나무(2곳), 버드나무 3종류 등 참나무류와 버드

나무류 11종류로 구성된다. 특산식물천연기념물

은 금강국수나무, 금강초롱, 미선나무, 향수꽃나

무, 금수목, 개느삼군락, 고양나무군락, 구상나무,

염주나무, 왕대황(3곳), 왕제비꽃, 신이대군락(3

곳) 등 16종류이다.

정원수목은 목련(3곳), 고로쇠나무, 들메나무(3

곳), 회화나무(5곳), 엄나무(2곳), 구슬꽃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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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립나무, 칠엽나무, 주엽나무, 참중나무, 팽나무,

오동나무, 이팝나무 등 23종류이다. 과일나무류는

사과나무(2곳), 감나무(2곳), 밤나무류(5곳), 백살

구나무, 대추나무류(3곳), 왕찔광나무, 모과나무(2

곳), 가래나무류(2곳) 등 20종류이다. 기타 활엽수

는 피나무(2곳), 두충나무, 산뽕나무, 탱자나무, 산

수유나무, 벗나무, 옻나무 등 8종류이다. 떨기나무

류와 덩굴나무류는 들쭉나무, 두봉화, 가침박달,

동배나무, 해당화, 참등나무, 오미자군락, 능소화

등 9종류이다. 수생식물은 연꽃(5곳)과 참김 등 5

종류이고, 기타식물은 참대, 부채붓꽃, 산파, 돌부

채, 골담초, 백리향, 가지부처손, 황정, 불로초, 황

초령 고산식물, 오가산 원시림 등 11종류이다.

동물천연기념물은 짐승류 26종류, 황새와 두루

미류 19종류, 바다새와 물새류 12종류, 기타 새류

10종류, 물고기류와 조개류 10종류, 양서류와 파

충류 8종류, 곤충류 2종류, 집짐승류 8종류 등이

있다.

지리천연기념물은 기묘한 바위 17종류, 바다 기

슭의 경치 13종류, 폭포 15종류, 담소 5종류, 호수

8종류, 동굴 6종류, 명소와 지형체 10종류 등이다.

지질천연기념물에는 화석 18종류, 암석과 광물의

노두 8종류, 지층의 구조 4종류, 온천과 약수 21종

류 등이다.

북한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의 필요성을 민족

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자주적이고 창조적

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후손에게 천연기념물

을 전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천

연기념물 가운데 김부자를 우상화한 천연기념물

은 왕재산혁명사적지 참나무, 능라도 산벗나무,

능라도 전나무, 대성산 목란, 개성 산당화, 장자산

잣나무, 만경대 백양나무, 회령 밤나무, 이천 은행

나무, 삼일포, 백두산 천지 삼지연, 문수봉 이깔나

무, 대성산 향오동나무, 정자산 은정배나무 등이

다(북한문제연구소, 1994).

그 외에도 북한은 1949년에 국토보호, 풍수해

방지, 보건·위생, 학술 연구, 항해 표시, 기타 국

가사업에 중요한 산림을 특별보호림으로 설정하

다. 1960년에는 특수보호림으로 수원함양림, 토

사방지림, 교통보호림, 학술연구림, 어부림, 방수

림, 풍치림, 위생림, 국방림, 오수림, 과실림, 수렵

금지림 등 13종으로 구분하 다. 1977년에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이 있는 지역의 산림을 특별보

호림으로, 산림에 대한 학술 연구를 위하여 자연

보호림 구역을 정하여 벌채를 금지하 는데 보호

림 가운데 혁명 전적지가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

북한의 각종 보호림 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31%에 이르며, 관리체계는 사회안전부 국토총국

이 29%의 국토보호림을 전력공업부의 댐 관리소

에서 2%의 댐 보호림을 관리하고 있다(김운근,

1997).

4. 산림생태계

1) 산림 수종

북한의 산림 면적은 국토의 74% 정도이며, 83

과 269속 1,023종의 수목이 있고, 침엽수가 54%를

차지한다. 주요 수종은 소나무류(12종), 전나무류

(3종), 낙엽송류(3종), 가문비나무류(4종), 참나무

류(31종), 자작나무류(16종), 단풍나무류(30종) 등

이다(이진규 외, 1992).

지대별로 고산지대에는 분비나무, 전나무, 낙엽

송, 소나무,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가래

나무 등이 자라며, 중간지대에는 참나무류, 단풍

나무, 자작나무, 황철나무, 분비나무, 잣나무 등이

분포하고, 저지대에는 대추나무, 참나무류, 단풍나

무, 느릅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황경피나무

등이 자라고, 평야지대에는 산딸기, 머루, 앵두나

무 등이 난다.

가장 중요한 산림지역은 북부지역의 산록이나

습지가 많은 고원지대인데, 이곳에는 이깔나무,

소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주요

수종이다. 북서부의 낮은 산악지대에는 잣나무,

전나무류 등이 하층림을 이루고, 피나무류,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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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류, 전나무류 등이 상층을 구성한다. 북동쪽

의 해발고도 1,500m 이상의 산지에서는 침엽수림

이 흔하며, 해발 1,000m까지는 단풍나무, 물푸레

나무, 피나무류, 사시나무류 등이 차지한다. 북한

의 중앙지대에도 대부분 이들과 같은 식생이 나

타나며 해발 1,000m 이하에서는 참나무, 물푸레나

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가래나무, 황벽나무류 등

으로 이루어졌다(Mueller, 1987).

2) 산림 면적

북한은 1962년부터 각종 통계자료를 극히 제한

적으로만 발표하는데, 발표 자료마저도 그 신빙

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운근, 서승진, 김정

봉, 1994a, b). 1942년에는 한반도 임야 면적 중

58%인 942만 1천ha, 총 축적의 62%인 1억 4,251

만 5,000m3가 북위 38도선 이북에 분포하 다.

1970년에 북한에는 한반도 산림의 59.6%인 985만

3천ha에 총 축적의 69.9%인 1억 6,000만 m3가 자

랐고, ha 당 평균 산림축적은 16.4m3로 남한의

10.4m3에 비하여 많았다. 근래 북한의 산림면적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985만 4천ha(中華人民共和國,

1976), FAO(FAO 한국협회, 1987)는 904만ha, 통

일원(통일원, 1991)은 948만ha, 중국임업부(中華人

民共和國 林業部, 1991)는 635만ha로 각각 추정하

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산림면적은 면적 1,228

만ha의 약 77%에 해당하는 약 948만ha이고, ha

당 평균축적은 44.8m3정도로 추정한다(김운근,

1997).

북한의 산림면적은 남한 산림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며, 논과 밭을 포함한 농경지가 212만ha로 전

체 면적의 17%를, 도시용지 및 기타 용지가 나머

지 68만ha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60%가 해

발 100∼1,000m이내이며, 약 13%가 1,000∼2,000m

인 중산성 산지, 0.26%가 2,000m이상의 산지이며,

나머지가 100m 이하에 분포한다. 전체 산림면적

인 948만ha의 약 11%에 달하는 103만ha는 황폐지

역으로 추정된다(www.peaceforest.or.kr).

제시된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북한

산림 면적 753만 3천ha 가운데 천연림은 632만 6

천ha(84%)이고 인공림은 120만 7천ha(16%)이다

(UNDP/FAO, 1998; 전진표, 1999). 지역별 면적은

함경남도(128만 3천ha), 양강도(112만 5천ha), 함

경북도(121만 3천ha), 자강도(106만 7천ha), 평안

남도(78만 5천ha), 강원도(72만 2천ha), 평안북도

(65만 5천ha), 황해북도(39만 9천ha), 황해남도(28

만 4천ha) 순이다. 기타 지역으로 분류된 288만 8

천ha는 대부분 화전이나 다락밭으로 이용되다가

버려진 농지이거나 벌채된 이후에 방치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 총면적의

24%를 차지한다(석현덕 외, 1998).

3) 산림식생

북한의 주요 수종과 산림 분포면적은 소나무

(237만ha), 이깔나무(112만 5천ha), 낙엽송(34만 9

천ha), 잣나무(19만 2천ha), 전나무(18만 2천ha),

가문비나무(10만 8천ha) 등 침엽수와 신갈나무

(177만ha), 만주자작나무(25만 5천ha), 사시나무

(24만ha), 달피나무(21만 9천ha), 황철나무(13만

ha), 밤나무(10만 8천ha), 사스래나무(10만 3천ha),

아까시나무(7만 3천ha) 등 활엽수로 구성된다. 수

종별 입목축적량은 이깔나무(20%), 소나무류

(19%), 가문비나무와 전나무류(14%) 등 침엽수

가 주종을 이루며, 참나무류(20%), 자작나무류

(6%), 피나무류(5%), 사스래나무류(2%), 단풍나

무류와 물푸레나무류(1%) 등 활엽수가 섞여 자

란다.

1991－1994년 사이에 관측된 Landsat TM 상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의 산림자원을 분석한 결과

(이승호 외, 1998)에 따르면 침엽수림이 19.8%, 활

엽수림이 63.2%, 혼효림 17.0%이었다. 1991－1994

년 사이 북한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68.1%로 1970

년대 79.8%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 다. 이는 식

량생산을 위한 산지개간과 연료림 채취로 인한

산림 황폐화에 따른 면적 감소 등이 주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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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폐지는 북한의 서부지역인 평안북도 신의

주 일대, 황해남도 개성 일대의 야산과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에 주로 나타난다. 자강도, 양강도, 함

경남북도 등에 전체 산림면적의 59.8%가 분포하

며 산림지 외에는 밭(11.6%), 초지(8.6%), 논

(7.6%), 수역(1.3%), 주거지(1.1%), 나지(0.6%),

기타(1.1%) 등이다.

1998년도에 북한이 유엔에 보고한 산림면적은

755만 2천ha로 1991년 위성자료 추정치에 비해 약

100만ha가 감소하 고, 1970년의 977만 2천ha에

비교하여 약 22만 3천ha가 감소하 다. 1970년대

부터 북한의 농지확대정책에 따라 많은 산림이

농지로 개간되었고 또한 연료채취와 목재 수급을

위한 벌채로 산림이 많이 감소하 다. 1990년대부

터 악화된 북한의 경제 사정과 자연재해의 빈번

한 발생과 관련된다(이규성 외, 1999). 그러나

1970년보다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이 1998년에 발

표된 산지면적이 토지 분류상 산지면적이 아니라

현재 산림에 의해 피복된 면적만을 의미하기 때

문으로 보기도 한다(석현덕 외, 1998). 북한의 산

림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산림의 규모도 작아지

고 단순해지는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김상욱

외, 2001).

4) 산림 파괴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농업의 수리화·기

계화·전기화·화학화 등‘4화’운동을 전개하

다. 1970년대에는 밭관개, 다락밭 건설, 경지정리

와 토지개량사업, 간석지 개간 및 치산치수 등 5

대 자연개조사업을 시도하 다. 1980년대에는 30

만ha의 간석지 개간, 20만ha의 새땅찾기, 서해 갑

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4

대 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하 다(북한문제연구소,

1994). 그러나 1990년대 초기부터 침체되기 시작

한 경제난 가중으로 자연개조사업의 성과는 매우

적었다. 경제난 가중으로 산업의 가동율은 20%

내외로 저하하 고, 경제난으로 농촌지역의 연료

가 부족해지면서 벌채로 산림이 황폐해져 1993년

이후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추진된 자연개조사

업 중 다락밭 건설은 벌채와 함께 산림 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다락밭이란 산비탈 밭에 계단

을 쌓아 만들어진 수평 또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밭이다. 북한은 자연개조사업의 하나로 경사가 16

이상인 20만ha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조성할 것

을 목표로 설정하 다(www.nis.go.kr). 다락밭은

다시 다락논과 다락밭, 다락과수원으로 세분되며,

지형조건에 따라 뽕나무와 원, 식량작물 생산

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1985년까지 개발한 다

락밭은 약 16만ha에 달한다. 그러나 다락밭에 지

력요구도가 높은 옥수수를 주로 재배함으로써 지

력이 감퇴되고 비료가 부족해져 생산성은 매우

저조하 고, 에너지 난으로 농기계가 사용되지

못하면서 1990년대 이후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또한 다락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야산의 나무

를 모두 베어내고 제방공사를 소홀하여 비가 오

면 다락밭의 토사가 흘러내려 지력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상을 높임으로써 홍수를 초래하여

오히려 농작물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다. 1995년과 1996년의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서남

평야부의 평안남북 및 황해남북지역은 인구 도

가 높고 농업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다락밭이 개

발된 지역으로 해발 200m까지 개간사업이 추진

되면서 산림이 황폐해졌다(www.peaceforest.or.kr).

다락밭과 함께 자연파괴를 야기하는 것은 뙈기

밭이다. 뙈기밭은 버려진 땅을 일구어 만든 작은

밭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뙈기밭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물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전량

을 밭을 일군 기업소 등에서 갖는데 밭의 크기는

10평에서 200평 정도이다. 북한은 뙈기밭의 개인

소유를 금하고 기업소 등이 일정 기간 경작하도

록 하 으나 산비탈이나 계곡 등지에 개인 뙈기

밭을 경작하는 사례가 많다. 뙈기밭은 식량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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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함경도, 자강도 등 오지에서 급속히 확산

되고 있다. 또한 북한 농민의 개인 경작지인‘텃

밭’이 최근 1천평 규모의 개인 밭으로 확대되었

다. 즉 과거 20여평에 비하여 면적이 50배 늘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산림 파괴도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해서 변경지역의 양호한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하여 중국 등지로 반출

하고 있으며 양강도, 자강도 지역의 산림훼손이

타 지역에 비하여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원

목 생산지는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북부지방으로 북한의 산림축적 72%가 분포하

며, 원목 생산량의 83%를 차지하며, 주요 목재는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등이다.

현재 북한의 삼림 중 황폐지역은 150만ha에서

200만ha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면

적의 25 내지 30배 정도이다. 백두산, 금강산 등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산림이 황

폐해지면서 강수량에 따라 홍수와 가뭄이 교차하

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조민성, 2000).

5) 산림의 이용과 보전

북한은 토지관리 규정(1970)에 따라 토지를 농

업용 토지, 산림 토지, 도시 토지, 특수용 토지, 기

타 토지 등 5가지로 구분하고 각 토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 토지에는 농경지, 농촌지

대, 방목지, 갈밭, 간석지, 습지, 강과 하천 유역의

황무지 등이 있으며, 산림토지에는 임목지, 무임

목지가 있다(이진규 외, 1992).

북한에서 산지 이용의 원칙은 ① 해당시기의

인민경제적 수요를 고려해서 농경지, 교통, 통신

망, 송전선, 주거지 등의 위치를 정할 것, ② 각

지역의 생태적 조건, 지형, 지리적 위치 등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산지를 이용할 것, ③ 산지와 국

토자원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④ 임목이 무

성한 지역을 농경지로 만들지 않도록 산지 현황

에 치중해서 이용할 것 등이다.

북한의 삼림 전체면적의 18.4%인 230만ha가 보

호림으로써 관리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이 되

는 삼림지역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혁명전적

비 및 사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보호림과 기

타의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사방림, 방풍림, 교

통보호림, 호안림(하천둑 보존숲), 어부림(물고기

서식지 보호림), 학술연구림 등이 지정되어 보존

되는 삼림형이 산재한다.

6) 조림

북한의 조림 현황을 보면 1946－1960년은 녹화

조림단계로 황폐산지 및 무임목지에 대한 녹화조

림을 확대하 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종 갱

신 조림단계로 섬유원료림(포플라·황철나무·닥

나무 등), 보호림 조성수종(오리나무·아까시나

무 등), 일반용재림(수삼나무·삼송·이깔나무

등), 기름식물(잣·호두·쪽가래·잣·초피나무

등), 유실수림(밤나무 등)을 심었으나, 용재림 조

림면적 중 약 70%가 이깔나무이다. 지대별 조림

수종을 보면 700m 이상에는 이깔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황철나무, 박달나무 등을, 500m 이상에

서는 가문비나무, 음나무 등을 심었다(김운근,

1997). 산림면적 중 조림에 의한 인공림은 120만

7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16%를 차지하는데, 과

거에 조림된 주요 수종은 이깔나무와 잣나무 으

나, 최근에는 주로 이깔나무를 심었다. 연료림 조

성에 주로 이용된 수종은 아까시나무이며, 북한

의 농촌 가정은 1년에 약 8m3 정도의 임산연료를

소비한다고 추정된다(석현덕, 1999).

UNDP의 1998년 자료에 의하면 98천ha의 산지

가 완전히 헐벗었고 23만ha는 자연적으로 파괴되

었으며, 예전부터 헐벗은 채로 남겨진 11만ha를

포함하면 45만ha의 산지가 당장 복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북한의 전체 산지 중 약 200만ha의

산림이 복구사업이 필요하고 이 중 75만ha는 재

조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1970년

이후부터 농지로 전용되었지만 현재는 방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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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산지로 남아 있지만 벌채된 채로 방치된

황폐산지는 223만 8천ha로 추정된다. 이 중 17만

7천ha는 경사 16도 이상의 경사밭으로 사방사업

대상지이고, 나머지 면적인 206만 1천ha는 재조림

대상 면적이다.

6. 결 어

이 연구는 북한의 생물상, 고산생태계, 천연보

호구역, 산림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등 자연생

태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간

상호 교류·연구 협력에 필요한 생물지리적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 다.

북한의 생물상은 연구자, 발표된 시기와 발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의 야생 동·식물은 모두

18,013종으로 남한의 야생 동·식물 24,471종보다

26%가 적은데, 식물은 고등식물 3,860종을 포함하

여 6,710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학자

들에 의해 생물상이 조사되는 과정에 많은 식물

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의 식물상은 특산종, 동부아세아식물요소,

극지식물요소, 온대남부식물요소, 아열대식물요소

등으로 구성되며, 지리적으로 고산구, 북부고원구,

북부구, 중부구에 많은 식물이 분포한다. 이처럼

식물상이 다양한 것은 첫째, 과거에 동식물이 멸

종할 정도의 환경적인 격변이 없이 자연환경이

유지되었고, 둘째, 다양한 자연환경에 의해 빙하

기와 간빙기 동안 동식물의 피난처로 기능을 수

행하 고, 셋째, 현재에는 식물이 살 수 있는 다

양한 서식처와 생태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부고산대의 출현하는 극지고산

식물과 고산식물은 지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

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향을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북한은 자연보호지구, 식물보호구, 동물보호구,

바다새보호구, 천연기념물 등으로 천연보호구역

을 정하여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우상

화한 천연기념물과 구호나무 그리고 구호문건 등

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에는 83과 269속 1,023종의 수목이 있으며,

분포 면적에 따른 주요 수종은 소나무, 이깔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와 신갈나무, 만주자작나무, 사

시나무, 달피나무 등 활엽수로 구성된다. 북한의

산림면적은 약 948만ha로 남한 산림면적의 약 1.5

배에 달하지만, 약 11%에 달하는 103만ha는 황폐

지역이라 추정된다. 북한의 산림 면적은 크게 감

소하 는데, 식량증산을 위해서 추진된 자연개조

사업 중 다락밭 건설은 벌채와 함께 황폐화의 가

장 큰 원인이다. 그 결과 북한의 전체 산지 중 약

200만ha의 산림은 복구가 필요하고 이 중 75만ha

는 재조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황폐

지역의 복구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 자연생태계

와 환경 개선을 남북이 함께 해결한다는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생물지리적 정보는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통일 후 국토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므

로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 조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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