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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동해안 및 제주도 총 123개소의 곰솔 해안방재림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토대로 형상비를 고려한 밀도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곰솔의 형상

비(수고/흉고직경)는 서·남·동해안에서 임목밀도와 정의 상관을 보이며, 서해안은 평균 66.32로 남해안 49.57, 동

해안 48.19 및 제주도 48.29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은 형상비 70이상인 곰솔 임분이

전체 개소수의 50%를 차지하여, 국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방재기능의 저하가 우려되었다. 임목밀도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나라 산림청 및 일본 삼림총합연구소의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과밀상태를 보여 밀도조

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 해안지역 곰솔의 생장 추정식에 의하면 해안방재림의 기능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형상비가 급증하는 14년생 이하의 유령림에 대한 밀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히 곰솔림

의 1차 솎아베기는 형상비 70을 초과하는 8년생 임분이 되기 전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와 일

본의 곰솔 밀도기준을 비교한 결과, 목재생산을 목표로 한 국내의 곰솔 밀도기준에 비하여 형상비를 고려한 일본의

기준은 방재기능이 비교적 취약한 흉고직경 20 cm이하의 유령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임목밀도를 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곰솔 해안방재림의 적정 밀도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재기

능에 중점을 두고 설정된 일본의 기준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methods for stand density control by using shape ratio (tree height/DBH) and

its application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inus thunbergii coastal disaster prevention forests. W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height, DBH, and density) of P. thunbergii coastal disaster prevention forests at 123 study

sites on Jeju Island and west, south, and east coasts of South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The average shape ratio for P. thunbergii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tand density and

was significantly higher on the west coast (66.32) than on the south (49.57) and east (48.19) coasts and Jeju

Island (48.29). Stands with shape ratio higher than 70 accounted for 50% of the total study sites on the west

coast, indicating a decrease in their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compared to that of other previous studies. The

stand density in most coastal areas, except the east coas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tandards

recommen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of Japan,

indicating the need for stand density control. According to the growth estimation equation for P. thunbergii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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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astal area of South Korea, density control is required for young stands less than 14 years old, which show

drastic increase in the shape ratio, to conserve their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Particularly, the first thinning

of P. thunbergii forests should be implemented before the stand age of 8 years that a shape ratio exceeds 70.

For disaster-prone young stands (≤ 20 cm DBH) of P. thunbergii, the stand density was higher in the standard

of Japan considering shape ratio than in that of Korea aiming timber production. Hence, the standard guidelines

employed in Japan, which assign higher importance to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based on field surveys, can

be applied effectively for controlling the stand density of P. thunbergii coastal forests in South Korea, to

improve their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Key words: stand density control, shape ratio, Pinus thunbergii, coastal disaster prevention forests

서 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육지면적 대비 해

안선 길이의 비율이 117%로 일본 87%, 영국 57% 및 뉴

질랜드 56% 등의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2015). 따라서 해안재해

저감을 위한 건전한 해안환경의 조성 및 관리는 국토보전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은 일본 앞바

다의 해저지진에 따른 쓰나미 피해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Chun et al., 2005; Korea Forest Service,

2007a),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아키타현과 홋카

이도 부근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의 영향으로 강원도 삼척

임원항에서 두 차례의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07a). 또한 2003년 14호 태풍 매미 및

2006년 10월 동해안에 내습한 너울성 파도로 폭풍해일 피

해가 발생하였고(Lee and Kim, 2014),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해저지진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and Cho, 2012).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나라도 지진해일 안전지대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

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해방 이후 모래날림·염해 방지를

위해 해안사방의 일환으로 해안림 조성을 추진하였고,

2004년 인도네시아 대규모 지진해일 피해를 계기로 2006

년부터는 쓰나미 피해저감에 중점을 둔 독립 사업으로서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2). 특히 최근 해안방재림의 다면적 기능

(Korea Forest Service, 2007a)과 함께 국내·외 연구를 통

한 방풍(Im et al., 2009) 및 쓰나미 피해저감 효과(Chun

et al., 2005; Kathiresan and Rajendran, 2005; Ohira et

al., 2012; Lee and Kim, 2014)가 알려지면서 해안방재림

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우리나라 해안방재림의 주요 우점수종은 곰솔이다(Kim,

2004;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b; 2013c).

곰솔은 내염성과 내조성이 강하여 해안지대에서도 생육

이 양호하기 때문에(Lee, 1980; Kim, 2010) 방풍림으로서

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Chung et al., 1993;

Kim et al., 2012a). Choi et al.(2014)은 태풍 볼라벤에 의

한 제주도 지역 해안림의 피해조사를 통하여 곰솔을 조풍

피해가 약했던 수종 중 하나로 언급하고 방풍림으로 적합

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안방재림의 신규 조성은

척박한 해안환경에 잘 적응하는 곰솔을 중심으로 추진되

어 왔다. 곰솔림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도 진행되어, 분포

(Kim and Kil, 1983), 생장특성(Cho, 1988; Park and

Chung, 1999; Park et al., 2009; Kim et al., 2012b; Park

et al., 2013) 및 임분구조(Lee, 1988; Kim, 2004; Kim and

Choi, 2007; Cheon et al., 2012; Park et al., 2013; Kim et

al., 2014) 등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들은 모두 생태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해안방재림

본연의 목적인 방풍·모래날림 방지 등과 같은 방재기능

이나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시업체계 또는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해안방재림의 교목층은 대부분 곰솔 단순림

을 이루고 있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b;

2013c).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솔껍질깍지벌레에 의

한 피해가 확산될 경우 방재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업·관리를 통한 임분환경의 개선

이 필요하다(Park et al., 2008). 또한 해안방재림의 임목밀

도가 높을 경우는 쓰나미 내습 시 오히려 수목에 의한 피

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Laso Bayas et al., 2011) 적절

한 밀도관리가 중요하다. 밀도조절은 건전한 임분뿐만 아

니라 교란임지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관리방안이다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3a). 이와 유사한 배

경을 바탕으로 최근 일본 삼림총합연구소에서는 지금까

지의 실태조사와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곰솔 해안림의

관리지침(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2011)을 발간하였다. 이 지침에는 해안림의 방재기능 증

진을 위한 건전한 수형(형상비) 및 밀도 관리방안, 나아가

복층림으로 유도하기 위한 활엽수 도입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안방

재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며, 관련 지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Korea

Forest Service, 2012). 해안방재림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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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해안재해 저감을 위한

해안방재림의 기능 증진에 있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

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남·동해안 및 제

주도의 해안방재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목밀도와

형상비 및 흉고직경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에

기초하여 해안방재림의 밀도관리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국내의 곰솔 잔존본수 기준(Korea

Forest Service, 2000) 및 일본의 밀도관리 지침(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2011)과 비교함으

로써 형상비를 고려한 해안방재림의 밀도관리 방안에 대

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이 연구에서는 항공사진 판독과 사전답사를 통하여 확

인된 배후에 주택, 농경지 등의 보호대상시설이 있는 해

빈림과 해애림(Korea Forest Service, 2007a; Chun, 2011)

을 해안방재림으로 정의하고, 이 중 곰솔 단순림을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서·남·동해의 연안지

역과 경기도·충청남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

의 일부 도서지역을 포함한 총 123개소이며(Figure 1), 해

안별 분포현황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해안방재림의 현지조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일반연구사

업「해안방재림 조성·복원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의 일

환으로, 서·남·동해의 연안지역에서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도서지역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

었다. 본 연구진이 수행한 동해안과 경기도·충청남도 도

서지역 46개소의 식생조사는 연구사업의 지침(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a; 2013b)에 따라 각 조사지별로

20 m × 20 m(일부 조사지는 현지여건에 따라 10 m × 10 m

로 설정) 크기의 방형구 3개(총 138개 방형구)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시에는 방형구 내의 모든 곰솔을 대상

으로 직경테이프와 수고측정봉을 이용하여 각각 흉고직

경과 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이 외의 대상지 77개

소(총 231개 방형구)에 있어서 흉고직경과 수고 데이터는

이 연구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여 발간된 자료집(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b; 2013c)을 통하여 수집하

였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각 조사지역별로 3개 방형구에서 측

Figure 1. Location map of study sites.

Table 1. Number of study sites in each coastal area.

Area Site Number

West Coast

·Incheon: Muui, Ongjin 7

·Gyeonggi-do: Hwaseong 1

·Chungcheongnam-do: Seosan, Seocheon, Boryeong, Taean 32

·Jeollabuk-do: Buan, Gochang 2

·Jeollanam-do: Hampyeong, Yeonggwang, Muan 6

South Coast

·Jeollanam-do: Goheung, Yeosu, Wando, Shinan, Jindo 17

·Gyeongsangnam-do: Sacheon, Geoje, Namhae, Tongyeong 13

·Busan 1

East Coast

·Gangwon-do: Goseong, Sokcho, Yangyang, Gangneung, Donghae, Samcheok 23

·Gyeongsangbuk-do: Uljin, Pohang, Gyeongju 9

·Ulsan 3

Jeju ·Jeju, Seogwipo 9

Total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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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곰솔의 개체 수, 흉고직경 및 수고는 산술평균하여

대푯값으로 하였고, 이 외에 자료집을 통하여 수집된 데

이터는 그대로 이용하였다. 개체 수는 ha 당 본수, 즉 임

목밀도로 환산하였고, 흉고직경에 대한 수고의 비를 계산

하여 형상비로 하였다. 

한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모든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ver. 21.0,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결 과

1. 형상비

곰솔의 형상비는 제주도를 제외한 서·남·동해안에서

모두 임목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특히 서해안에 생육하는 곰솔의 형상비가 동일한 임

목밀도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나 전체 개소수의 50%가 7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Figure 2). 서해안 지역에 생육하는

곰솔의 평균 형상비는 66.32로, 다른 지역(남해안 49.57,

동해안 48.19 및 제주도 48.29)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

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 3).

2. 임목밀도

해안방재림의 생육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안별 임

목밀도와 흉고직경과의 관계를 Korea Forest Service(2000)에

서 제시한 곰솔의 평균 흉고직경급별 솎아베기 후 잔존본

수 기준표와 비교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산림청 기준

표에는 흉고직경 24 cm의 범위까지만 제시되어 있기 때

문에, 이 논문에서는 임목밀도와 흉고직경과의 관계에 대

한 회귀선을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은 비

교적 산림청 기준의 회귀선 상에 위치하며 변동폭이 작았

지만, 서·남해안과 제주도는 회귀선과 잘 부합하지 않고

변동폭 또한 컸으며, 임목밀도가 높게 나타나 대부분 과

밀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 찰

1. 형상비를 고려한 임목밀도 관리의 필요성

수목의 형상비는 임분의 육성·관리에 있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Japan Forestry Technology Association,

1998), 국내·외에서 해안방재림의 기능 발휘와 관련한

주요 인자로 인식되어 왔다(Oda, 1992; Park et al., 2009;

Sakamoto et al., 2010;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shape ratio and stand density

for each coastal area.

Figure 3. Box-and-whisker plots of shape ratio for each coastal

area. For the box plots, thick solid lines indicate the median

value and box ends are the upper and lower quartiles. The
whiskers represent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excluding outliers (defined as values outside 1.5 times the

interquartile range) and open circles are outliers. Significant
differences (ANOVA and Scheffe post-hoc test, p<0.05) are

indicated with contrasting letters (a, b) above the box. Values

above each box indicate the mean±standard deviations.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stand density and DBH for

each coastal area and its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guideline of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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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a). 일반적으로 수목의 형상비가 높으면 풍·설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remer et al., 1983; Japan

Forestry Technology Association, 1998; Kato, 2009). 일

본에서의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상비가 60 또는 70

이상일 경우 풍·설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Oda, 1992; Japan Forestry Technology Association,

1998; Kunisaki, 2005), 이를 토대로 해안방재림에 요구되

는 이상적인 형상비의 기준을 60 또는 70 이하로 설정하

고 있다(Oda, 1992; Harada and Kawata, 2005; Sakamoto

et al., 2010; 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ute,

2011). 독일 가문비나무 숲의 사례에서도 풍·설해 임분

의 형상비는 83, 미피해 임분은 63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00). 국내의 경우, 최

근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13a)의 보고에 따르

면 인위적 교란, 태풍, 산불 및 병충해 등에 의한 피해목

의 경우 직경급이 작고 형상비가 높은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비록 이러한 보고가 다양한 피해요인에 의한 결

과이고, 비교적 유령 임분이기 때문에 외부 교란에 약하

여 발생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 해안림

에 있어서 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수형을 고려한 밀도

관리의 필요성은 강조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다만 곰솔 임분은 해안별로 생장패턴이 다르며(Park et

al., 2013; Kim et al., 2014), 특히 동일한 해안권역 내에

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임분구조를 보인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3a). 또한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

(Korea Forest Service, 2012)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해안

방재림 조성 당시의 식재본수도 해안권역 또는 연도별로

상이하여, 큰 나무심기 위주로 식재한 곳은 10,000본/ha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해안방재림의 임

목 형상비, 밀도 및 흉고직경 등 이들의 상호관계가 지역

적 차이인지, 혹은 관리미흡에 따른 인위적인 영향인지에

대하여 논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목밀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형상비의 경우, 남·동해안 및 제

주도의 평균치가 48~50으로 비교적 일정한 데 비하여 서

해안은 이를 상회하는 66을 보인다는 점(Figure 2, 3), 그

리고 목재생산을 목표로 한 Korea Forest Service(2000)의

잔존본수 기준표와 비교했을 때 동해안을 제외한 서·남

해안 및 제주도 해안림의 대부분이 과밀상태에 있다는 점

(Figure 4)은 해안방재림의 임목밀도 관리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Park et al.(2009)은 임목밀도가 낮을수록 수관폭

이 크고 형상비 60 이하인 임분이 많으며, 이는 곧 수목의

생육상황이 건전함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방풍림으로서

의 기능 증진을 위한 적절한 솎아베기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한편 Park and Chung(1999)은 우리나라 서·남·동해

안에서 울폐도가 비교적 완전하고 임분 내 공간이 없는

곰솔림을 조사하여 임령에 따른 직경 및 수고생장 추정식

을 제안하였다. 이 식에 의하면 곰솔 임분의 형상비는 임

령이 증가함에 따라 14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14·15

년생은 수고 7 m·흉고직경 9 cm로 최대인 80이 된다.

그러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9년생은 수고 13 m·흉고직

경 19 cm로 형상비 70, 47년생은 수고 17 m·흉고직경

29 cm로 형상비 60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5). 따라

서 해안방재림의 풍·설해에 따른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상비가 급증하는 14년생 이하의 곰솔 유령림

에 대한 밀도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1차 솎아베기는 형상

비 70을 초과하는 8년생 임분이 되기 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론과는 달리 서해안의 경우처럼

동일한 임목밀도 조건에서도 형상비가 80을 훨씬 상회하

는 임분도 있다는 점(Figure 2)이나 자연도태를 고려한다

면 지역별 생장특성에 맞는 솎아베기의 적절한 시기와 강

도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형상비를 고려한 임목밀도 관리 방안

수목의 형상비와 관련한 인자 중 흉고직경은 특히 임목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Japan Forestry Technology

Association, 1998; Bae, 1999),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

과가 확인되었다(Figure 6).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외에

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잔존본수나 임목밀도 기준은 흉고

직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목의 직경생장

또는 재적생장에 미치는 솎아베기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

는데, Korea Forest Service(2007b)의 보고에 따르면 솎아

베기 시행지역의 임분이 미시행지역에 비하여 동일 수고

대비 흉고직경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안

방재림의 기능 발휘를 위한 건전한 수형(형상비 60 이하)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경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솎아베기 시업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은 솎아베기 시업이 필요

Figure 5. Changes in height, DBH and shape ratio by stand
age for Pinus thunber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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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로 판단된다. 형상비로만 본다면 남·동해안 및

제주도 지역에 비하여 서해안 지역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풍·설해에 따른 기능 저하가 다소 우려된다(Figure 2, 3).

그러나 Korea Forest Service(2000)의 잔존본수 기준표와

비교하면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과

밀상태를 보이고 있다(Figure 4). 다만 국내 잔존본수 기

준은 수확표에 근거한 목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에(Korea Forest Service, 2000) 해안방재림의 밀도 관리에

적용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척도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곰솔 해안림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진 상대

밀도 조견표를 이용하여 과밀상황을 판정한 후 형상비를

고려한 목표본수 기준에 의하여 임목밀도를 조절하고 있

다(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ute, 2011).

조견표는 평균 흉고직경 또는 수고의 상위 5~20% 값인

임관고와 임목밀도로부터 상대밀도(어떤 임분의 임목밀

도와 그 임분과 같은 흉고직경의 임분이 가질 수 있는 최

대밀도와의 비율)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Table 2와 같

다. 상대밀도가 60% 미만일 경우 밀도조절의 필요는 없

지만, 60~69%(Table 2의 옅은 회색 부분)는 과밀이 우려

되는 상황이고 70% 이상(Table 2의 짙은 회색 부분)일 경

우는 과밀임분으로 취급한다. 이후 과밀임분의 밀도조절

Figure 6. Relationships between height (a) and DBH (b) of tree and stand density.

Table 2. Quick reference of relative density corresponding to DBH or canopy height in Japan(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2011).

DBH
(cm)

Canopy height 
(m)

Relative density(%)

24 16.8 80

23 16.1 94 75

22 15.4 88 70

21 14.7 80 64

20 14.0 95 76 61

19 13.3 87 69 56

18 12.6 96 80 64 51

17 11.9 88 74 59 47

16 11.2 79 66 53 42

15 10.5 95 71 60 48 38

14  9.8 84 63 53 42 34

13  9.1 95 76 57 48 38 30

12  8.4 83 67 50 42 33 27

11  7.7 88 73 59 44 37 29

10  7.0 88 75 63 50 38 31

09  6.3 74 64 53 42 32 26

08  5.6 80 62 53 44 36 27

07  4.9 86 64 50 43 36 29

06  4.2 86 69 51 40 36 29

05  3.5 85 64 51 38 30 29

04  2.8 60 45 36 27 21

Stand density(trees/ha) 10,000 7,500 6,000 4,500 3,500 3,000 2,500 2,000 1,500 1,250 1,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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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밀도 55~65%를 목표로 통상 형상비 60 또는 70을

기준으로 실시한다(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ute, 2011; Table 3). 여기서 상대밀도의 목표치는 임분

이 밀폐되는 상대밀도가 50~55%, 수고 대비 지하고의 비

율이 60% 이상인 개체가 급증하는 상대밀도가 65~75%였

다는 Oda(1992)의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우리나라 해안방재림의 현황자료

를 일본의 기준표 Table 2, 3과 비교하면 각각 Figure 7, 8

과 같다. Table 2, 3에는 평균 흉고직경과 임관의 높이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준표를 고려하여

흉고직경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각각의 표를 분석한 후 회귀선을 도출하였다. Figure

7에 흉고직경과 임목밀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밀도

60~69%의 회귀선은 파선, 70% 이상의 관계에 대한 회귀

선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해

안, 남해안 및 제주도 지역은 역시 매우 과밀한 상태로 조

속한 밀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은 일

본의 상대밀도 55% 또는 65%를 목표로 할 경우 형상비

60·70을 기준으로 한 흉고직경별 목표본수(Table 3)의 회

귀선과 비교한 것이다. 일본의 흉고직경별 목표본수는 국

내 잔존본수 기준에 비하여 흉고직경 20 cm까지는 임목

밀도가 다소 높지만, 이후에는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방재기능이 비교적 취약한 유령림에 대

해서는 일본의 기준이 보다 높은 임목밀도를 요구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

재기능 발휘에 목표를 둔 일본의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지침이 비록 솎아베기에 따른 효과, 즉 생육환

경 및 방재기능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며(Oda, 1992), 우리나라와는 곰솔의 생육과 관련

한 환경조건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성

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사례와 적

정 기준이 없는 국내에 유용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고

Table 3. Standard guideline of the target stand density

corresponding to DBH or canopy height in Japan(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2011).

Canopy
height

DBH

Shape ratio 70

DBH

Shape ratio 60

Number of trees Number of trees

Relative density Relative density

55% 65% 55% 65%

m  cm trees/ha trees/ha cm trees/ha trees/ha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4.3
5.0
5.7
6.4
7.1
7.9
8.6
9.3

10.0
10.7
11.4
12.1
12.9
13.6
14.3
15.0
15.7
16.4
17.1
17.9
18.6
19.3
20.0
20.7
21.4
22.1
22.9
23.6
24.3
25.0
25.7

8,300
6,500
5,300
4,400
3,700
3,200
2,800
2,400
2,200
2,000
1,770
1,610
1,470
1,350
1,240
1,150
1,070
1,000

930
880
820
780
730
690
660
620
590
570
540
520
490

9,800
7,700
6,200
5,200
4,400
3,800
3,300
2,900
2,600
2,300
2,100
1,900
1,740
1,590
1,470
1,360
1,270
1,180
1,100
1,040

970
920
870
820
780
740
700
670
640
610
580

5.0
5.8
6.7
7.5
8.3
9.2

10.0
10.8
11.7
12.5
13.3
14.2
15.0
15.8
16.7
17.5
18.3
19.2
20.0
20.8
21.7
22.5
23.3
24.2
25.0
25.8
26.7
27.5
28.3
29.2
30.0

6,500
5,100
4,100
3,400
2,900
2,500
2,200
1,920
1,710
1,530
1,390
1,260
1,150
1,060
 980
 900
 840
 780
730
690
650
610
570
540
520
490
470
440
420
400
390

7,700
6,000
4,900
4,100
3,400
3,000
2,600
2,300
2,000
1,810
1,640
1,490
1,360
1,250
1,150
1,070
 990
 930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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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lationship between stand density and DBH in
South Korea and its comparison with quick reference of

Japan. 

Figure 8. Relationship between stand density and DBH in

South Korea and its comparison with the target densit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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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국내 해안별 곰솔의 생육특

성에 맞게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남·동해안과 제주도를 포

함한 총 123개소의 곰솔 해안방재림 생육상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능 증진을 위한 밀도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일본

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밀도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그 결과, 곰솔의 형상비는 임목밀도와 정의 상관을 보이

며 서해안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았지만, 임목밀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준과 비교한 결과 동해안을 제외한 대

부분의 지역에서 과밀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해안방재림의

기능 증진을 위한 적절한 밀도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해안방재림의 관리와 관련한 지

침은 산림청의 잔존본수 기준표 외에는 없는 상황으로, 이

는 목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방재림의 관

리를 위한 적용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일본의

지침은 국내 해안방재림 관리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를 토대로 실례를 쌓아 국내 실정

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국토여건 상 해안방재림 신규조성을 위한 부지확

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해안방재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안별 특

성에 맞게 기능발휘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국내에 검토사례가 없어 구체

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연구가 해안방

재림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학계의 관련

연구 및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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