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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산림의 이용 문화 및 다양한 교란사는 생물다양성 및 탄소저장의 생태학적, 그리고 인간 활동 및
자연사를 포함하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래된 큰 나무로서 유존목(relic tree)의 희귀성 및 보전 활동의 배
경이 된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고해상도 칼라항공사진과 현장답사 자료를 토대로 남한 전역의 산지에서 자연적
으로 성립 및 분포하고 있는 산림유존목(줄기 둘레 300 cm 이상)의 다양성, 상태 및 그것의 서식 환경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보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남한 지역의 산림유존목은 총 54분류군
(18과 32속 48종 1아종 3변종 및 2품종)으로서 우리나라 교목류의 약 22%에 해당하였다. 837개체의 산림유존목은
개체군이 풍부한 소나무과, 낙엽성 참나무과 및 장미과 수종에서 풍부하였다. 산림유존목은 인간의 활동 및 강도 구
배에 따라 주로 고지대(평균해발 1,200 m), 중경사도 이상 및 북사면 지형에서 주로 잔존하고 있었다. 조사된 개체
들은 ‘큰 가지 결손’상태(55.6%)가 가장 많았고, 이와 관련하여 생육 임분의 수관층 피도는 80% 이하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산림유존목은 기후, 기상 및 생물학적 요인들의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에 잔존하고 있는
중요한 산림생물다양성 요소로서 평가되었다. 향후, 산림생태계 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개체 및 생육지를 활용한 현
지 내·외 프로그램, 그리고 보전 정책화를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Abstract: Forest resources utilization and variable disturbance history have been affected the rarity and
conservation value of forest relict trees, which served as habitat for forest biodiversity, important carbon stock
and cultural role include human and natural history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baseline data for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by clarifying species diversity, spatial distribution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and habitat) of forest relict trees (DBH > 300 cm) based on the data getting from
mountain trail, high resolution aerial photos and field professionals and field survey. As results, 54 taxa (18
family 32 genus 48 species 1 subspecies 3 variety and 2 form) as about 22% of tree species in Korea was
identified in the field. 837 individuals of forest relict trees were observed and the majority of the trees was in
Pinaceae, deciduous Fagaceae and Rosaceae, which families are abundant in population diversity. High elevation
area was important to relict trees as mean altitudinal distribution was 1,200 m a.s.l as likely affected by human
activity gradients and mid-steep slope and North aspect was important environment for the trees remain. Many
individuals exhibited ‘damage larger branch’ (55.6%) and consequent relatively lower mean canopy coverages
(below 80%). Synthetically, present diversity and abundance of relict forest trees in South Korea were the result
of complex process among climate variation, local weather and biological factors and the trees of big and old
were estimated to important forest biodiversity elements. In the future, clarifying the role and function of relict
trees in forest ecosystem, in- and ex- situ programmes for important trees and habitat, and activities for building
the background of conservation policy such as “Guideline for identifying and measurement of forest relict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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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생태계의 이용, 그리고 대형 포유류(호랑이 및

늑대) 절멸과 같은 생태 충격 및 전쟁과 같은 다양한 교란사

는 생물다양성 및 탄소저장의 생태학적, 그리고 인간 활동

및 자연사를 포함하는 문화 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

래된 큰 나무(이후, 유존목 및 relict tree)의 희귀성 및 보전

활동의 배경이 된다. 오래된 큰 나무는 ‘노거수’로 표현할 수

도 있지만, 그 단어는 ‘늙은’, ‘쇠퇴하는’그리고 ‘병든’과 같

은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노거수를 제외

한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제한적이었다. 유

존(留存)은 ‘보존하다’, ‘현존하다’ 및 ‘남겨 두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나무의 다양한 역할과 부

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보

호수로서 노거수가 아닌 산림 지역에서 관찰되는 오래된 큰

나무에 대하여 ‘산림유존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산림유존목은 주변의 보다 작거나 어린 나무들에 비하

여 월등히 높은 탄소를 저장하고 특이한 미소환경을 형성

하여 수많은 생물에게 먹이와 서식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산림생태계 온전성 유지의 핵심 구조이다(Lindenmayer et

al., 20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유존목의 정의는

그것이 성립하고 있는 생활권 유존목인 일반 노거수(보호

수의 일부)와는 달리 산림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성립하

여 과거의 기후 및 기타 환경조건에서 견디어 현재까지

살아남은 크고 오래된 잔존목(remnant trees)으로 규정할

수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6). 북미와 유럽연합에

서는 산림유존목과 같은 크고 오래된 나무를 “Big Trees”

또는 “Ancient & Veteran Trees”라 부르고 있으며 대개

수령 150년 이상, 줄기둘레 300cm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Franklin, 2012; Douglas, 2012). 

유존목과 같은 크고 오래된 나무의 분포는 그것이 지나온

넓은 시공간 규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에

영향을 받는다(Vanak et al., 2011; Ikin et al., 2015;

Lindenmayer et al., 2016; Moga et al., 2016). 넓은 공간 규

모에서는 강수량, 기온, 그리고 모암과 토양질과 같은 요인

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넓은 환경(강수량) 및 생

리(증발산량) 특성 폭에 의해 광역적으로 분포하는 큰 나무

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Tng et al., 2012). 효율적인 번식(바

람에의 한 종자 전파 등)에 의한 풍부한 개체군 밀도와 같은

종의 특성 역시 유존목 분포의 배경이 된다 (Slik et al.,

2013). 또한 경관 수준에서는 개발지역과의 거리, 입지 환경

(해발, 경사도, 토양 습도 등), 그리고 인간 간섭의 정도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생태계의 화재 빈도 및 강

도(Barlow et al., 2003; Lindenmayer et al., 2012), 곤충 피

해, 태풍, 그리고 산업화와 산성비에 의한 병원균(Palik et al.,

2011)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서의 부정적 사건들은 유존목의

분포 그리고 다양성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

존목의 분포 및 다양성은 다양한 시공간적 요인들의 조합의

결과이므로 진화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Lindenmayer

and Laurance, 2016).

우리나라의 산림은 상산방목(Kang, 2013), 나물채취, 숯의

생산·가공 등과 같이 저지대와 고지대 모두 오랫동안 인간

문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인간의 농업

활동은 한반도에서 노령림(old-growth forest) 또는 산림유존

목과 같은 산림 경관 요소의 희귀성을 가져 온 배경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유존목에 대한 기초 평가 및 관련

보전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산림에서 그것의 희귀성과 함께

동공과 같은 생물서식공간, 경관 내 부족한 잠재적 사목 자

원(snag)(Cain, 1996) 및 탄소축적의 다양한 생태 기능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의 크기와 오랜 기간에 따른 복잡하거나 다

양한 형태에서 오는 심적 감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북미,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와 IUCN,

CBD, CI, FAO 등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 지구적 및 지역

적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과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의 하나로서 산림유존목의 생태적 역할에 주목

하여 그것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산림유존목이 산림생태계의 다

양한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자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

구(Remm and Lõhmus, 2011; Laurance, 2012; Lutz et

al., 2012)에서 증명되고 있음과 아울러 대상지역 산림생

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다양성 등을 담보하는 잠

재 유전자원의 급원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Petit et

al., 2005; Phillips et al., 2008; Lindenmayer et al., 2012;

Cecile et al., 2013; Stephenson et al., 2014; Fedrigoa et

al., 2014; Mattias, 2016).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산림유존목에

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급원으로서의 가

치 평가(Harvey and Harber, 1998; Werner et al., 2005;

Keeton and Franklin, 2005), 첨단 기술을 이용한 탐색 및 발

굴 기법(Hirschmugla et al., 2007; Javier López-Tirado,

2014), 그리고 체계적 보전 및 관리 기법(Camarero et al.,

2005; Georg Miehe, et al., 2008; Kozlowski et al., 2012;

Lindenmayer, 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한

국산림보전협회(Korea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

2007) 및 녹색사업단(Forest Green Promotion Agency, 2013)

에서 백두대간 마루금을 비롯하여 설악산, 지리산, 울릉도,

제주도 등을 대상으로 분포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

으나, 이것을 제외하면 관련 학술 연구 및 관련 정책에 관

한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산림유존목의 다양성과

객관적 분포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 개체들의 상태 및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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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경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온전

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4월에서 2016년 5월까지 약 10년 동

안 남한 지역의 산지에서 자연적으로 성립하여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산림유존목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탐색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산림 내에 분포하더라

도 성립 기원이 인위적으로 판단되거나 외래 수종은 제외

하였다. 산림유존목의 분포 탐색은 ‘고해상도 항공 및 위

성 사진’,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심마니협회 등의 ‘청문정보’,

‘학술 논문 및 문헌 정보’ 그리고 블로그 등의‘웹정보’들

을 이용하였다. 현장 조사는 탐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

림유존목 잠재공간분포도를 작성한 후, 이 도면을 기초로

현지 답사와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산림유존목 선정은 지상부 줄기가 하나인

‘단간목(single stem tree)’과 여러 개인 복간목(multi-stem

tree)으로 구분한 후, 단간목은 가슴높이(지상 1.3 m) 줄기

둘레가 300 cm 이상(단, 가슴높이에서 분지된 경우, 분지

된 바로 아래에서 가장 좁은 부분의 줄기둘레가 300 cm

이상), 복간목은 가장 굵은 줄기의 가슴높이 둘레가 200 cm

이상이고 나머지 줄기와의 가슴높이 줄기둘레의 합이

300 cm 이상인 개체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수종의 생

장 특성상 가슴높이 줄기둘레가 300 cm 이하이더라도 산

림유존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나무 역시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지만, 논문의 결과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산림유존목에 대한 현지 조사 정보는 미국과 일본의 산

림유존목 관련 조사야장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

완한 조사야장(Korea Forest Service, 2016)을 따랐다. 야

외 조사 항목은 ‘기본정보’, ‘크기정보’ 그리고 ‘생태정보’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정보는 산림유

존목의 ‘수종명’, ‘지리적 위치(GPS 경위도 좌표)’, ‘입지

환경(미세지형, 해발고도, 사면방위각, 사면경사각, 노암율,

낙엽층 두께 등)’그리고 ‘디지털 증거사진’등 9개 세부항

목, 크기정보는 ‘수간 유형(단간 또는 복간)’, ‘줄기둘레

(가슴높이 및 밑동부분)’, ‘수고(m)’, ‘수관폭(장폭 및 단폭)’,

‘상태’,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 원인’등 7개 세부항목,

그리고 생태정보는 산림유존목이 잔존하는 임분의 식생

특성(층위구조, 층위별 총피도, 층위별 우점종, 층위별 출

현종수 등)와 의존 야생생물 출현 및 서식유무 등 5개 세

부 항목을 기록하였다. 가슴높이에서 줄기가 비정상적으

로 발달한 개체목의 줄기둘레는 대상 부분의 위와 아래의

줄기둘레를 평균하여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 수목의 상태

는 줄기, 가지 및 뿌리의 이상 정도를 종합하여 현지에서

직관적으로 ‘양호’, ‘보통’, ‘불량’ 등 3개 유형으로 판단하

여 기록하였다. 피해 정도는 줄기와 가지의 결손 정도를

‘무(피해 없음)’, ‘큰가지 결손’, ‘작은 가지 결손’, ‘정단부

결손’, ‘하단부 결손’, ‘동공 유무’ 그리고 ‘기타’ 등 7개 유

형으로 구분 기록하였다. 피해 원인은 ‘태풍’, ‘낙뢰’, ‘적

설’, ‘병해충’, ‘산불’, ‘인위적 영향’ 그리고 ‘원인 불명’등

7개 유형으로 구분 기록하였다. 

생태정보는 산림유존목이 잔존하고 있는 임분의 식생

특성을 Braun-Blanquet(1964)의 식물사회학적 조사방법으

로 수집 기록하였다. 수집된 모든 현장조사 정보는 Excel

을 이용하여 디지털화 후, 수종 별 분포 현황 및 식생 등

의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QGIS ver. 2.12.2 프로그램

(Qgis Development Team, 2015)을 이용하여 GeoDB화하

여 조사된 산림유존목의 남한 내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였

다. 식물의 동정은 Lee(2003) 및 Kim and Kim(2011)을

이용하였으며, 그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15)을 따랐다.

연구결과

1. 산림유존목의 다양성 및 풍부도

10년에 걸친 조사 결과, 울릉도 및 제주도 포함한 우리

나라의 산림유존목은 2016년 현재 모두 54개 분류군(18

과 32속 48종 1아종 3변종 및 2품종)의 837개체가 잔존하

고 있었다(Table 1). 경북 지역이 26개 수종으로 가장 다

양하였고, 제주 20개 수종, 강원 17개 수종, 경남 14개 수

종, 전남 8개 수종, 전북 8개 수종, 충북 5개 수종 그리고

충남 1개 수종의 순으로 다양하였다. 지역 별 개체수 분포

는 강원 지역이 전체의 51.3%인 429개체로 가장 많았으

며, 경북 22.7%(190개체), 경남 9.6%(80개체), 제주 8.0%

(67개체), 전북 3.2%(27개체), 전남 2.6%(22개체), 충북

2.5%(21개체), 그리고 충남 0.1%(1개체) 순으로 개체수가

풍부하게 조사되었다(Figure 1). 

조사된 산림유존목은 갈참나무, 개서어나무, 고로쇠나

무, 굴참나무 등의 낙엽활엽수종 30개 수종 및 491개체로

가장 풍부하였고, 곰솔, 비자나무, 소나무, 섬잣나무, 솔송

나무 등의 상록침엽수종이 9개 수종 및 317개체, 그리고

구실잣밤나무, 녹나무, 담팔수나무, 붉가시나무 등의 상록

활엽수종이 6개 수종 및 33개체로 나타났다. 

수종 별 개체수 구성은 우리나라 수종 중에서 생육범위

가 가장 넓은 신갈나무가 전체의 32.8%인 276개체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목 206개체(24.5%), 소나무 79개

체(9.4%), 피나무 41개체(4.9%), 고로쇠나무 25개체(3.0%),

섬피나무 20개체(2.4%), 그리고 졸참나무 20개체(2.4%)

등의 순이었다. Figure 2에 10년 간의 산림유존목 분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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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s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relict forest trees established in South Korea. 

Relict tree species No. of 
individuals

Trunk 
circumference

(cm)

Tree height
(m)

Crown spread 
(m)

Altitude 
(m)

Slope 
degree 

(°)

Tree health 
(%)

Vegetation
 coverage (%)

Scientific name Abbreviation Avg. Max. Avg. Max. Avg. Max. Avg. Avg. G F P T ST S H

Abies holophylla ABHO 12 347 396 33 40 11 15 871 26 83 17
　

75 35 27 37

Juniperus chinensis JUCH 1 310 310 4 4 2 2 126 32
　

100 10 0 80 50

Pinus densiflora PIDE 79 357 523 23 35 13 22 617 25 5 94 1 76 29 27 19

Pinus koraiensis PIKO 1 378 378 26 26 13 13 695 30
　

100
　

40 70 45 20

Pinus parviflora PIPA 2 342 344 17 17 14 15 394 28 50 50
　

80 50 38 70

Pinus thunbergii PITH 8 376 532 16 22 10 13 731 9 91 9
　

46 30 23 27

Taxus cuspidata TACU 206 360 567 10 18 8 12 1363 29 7 89 4 77 56 35 74

Torreya nucifera TONU 2 438 553 12 14 14 15 82 2 50 50
　

85 5 90 85

Tsuga sieboldii TSSI 3 326 333 18 27 9 13 447 19
　

67 33 83 43 43 75

Castanopsis sieboldii CASI 10 508 991 14 21 12 15 408 13 100
　

70 44 26 18

Cinnamomum camphora CICA 1 328 328 13 13 14 14 262 15 100
　

50 60 20 10

Elaeocarpus sylvestris
var.ellipticus

ESVE 1 640 640 12 12 16 16 35 8 100
　

75 30 25 60

Machilus thunbergii MATH 6 365 523 13 15 12 21 72 39 100
　

88 30 60 90

Quercus acuta QUAC 14 441 620 16 21 12 15 587 8 79 14 7 66 41 30 19

Quercus salicina QUSA 1 550 550 17 17 18 18 462 10 100
　

85 60 15 40

Acer palmatum ACPA 1 357 357 17 17 9 9 402 38 100
　

30 20 30 65

Aphananthe aspera APAS 2 313 315 16 17 15 15 218 35
　

100
　

85 15 25 85

Acer pictum subsp. Mono APSM 24 357 485 17 26 14 21 680 28 28 72
　

79 24 21 52

Betula ermanii BEEM 5 357 498 11 15 10 16 1462 15 40 40 20 60 20 75 85

Betula schmidtii BESC 4 379 523 16 21 13 14 786 33 75 25
　

90 50 50 30

Carpinus laxiflora CALA 4 353 384 14 17 14 19 682 20 50 50
　

65 29 26 40

Carpinus tschonoskii CATS 8 340 384 17 20 14 23 730 29 13 88
　

84 41 27 64

Celtis sinensis CESI 2 346 390 15 16 11 11 285 19 50 50
　

90 25 35 10

Cornus walteri COWA 1 410 410 14 14 12 12 154 25 100
　

80 5 10 30

Fagus engleriana FAEG 3 516 643 14 16 14 16 588 40 33 67
　

88 23 23 40

Fraxinus chiisanensis FRCH 1 367 367 18 18 12 12 957 36 100
　

80 40 30 60

Fraxinus mandshurica FRMA 4 358 421 18 20 12 15 1019 30
　

100
　

88 34 35 53

Fraxinus rhynchophylla FRRH 9 363 490 20 28 13 16 938 22 56 44
　

85 21 24 45

Kalopanax septemlobus KASE 5 340 395 20 33 12 19 699 27 40 60
　

87 48 23 48

Maackia amurensis MAAM 1 320 320 12 12 12 12 953 6 100
　

70 35 45 60

Malus baccata MABA 3 356 367 11 12 9 11 1325 7
　

100
　

75 45 60 90

Platycarya strobilacea PLST 1 480 480 21 21 16 16 317 30 100
　

85 25 15 20

Populus maximowiczii POMA 1 367 367 17 17 10 10 862 5 100
　

85 50 60 50

Prunus buergeriana PRBU 1 368 368 12 12 13 13 1333 20 100
　

75 20 20 80

Prunus maximowiczii PRMA 2 377 433 15 19 12 14 557 4 100
　

40 30 20 80

Prunus sargentii PRSA 6 391 480 13 17 11 14 747 11 57 29 14 56 28 19 29

Prunus takesimensis PRTA 2 370 395 19 23 11 14 589 5
　

100
　

70 13 13 65

Prunus yedoensis PRYE 2 433 496 12 14 17 20 701 5 50 50
　

80 15 15 85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PSVP 1 411 411 13 13 14 14 704 30
　

100
　

90 40 25 5

Pyrus pyrifolia PYPY 1 314 314 11 11 7 7 1213 25 100
　

70 30 40 65

Quercus aliena QUAL 1 463 463 26 26 14 14 151 0 100
　

90 70 5 35

Quercus mongolica QUMO 274 368 715 16 29 13 24 1062 29 34 64 1 85 35 28 43

Quercus serrata QUSE 20 377 559 16 21 14 20 707 23 55 45
　

81 37 26 47

Quercus variabilis QUVA 12 375 557 20 31 15 24 454 29 58 42
　

88 47 22 11

Salix koreensis SAKO 1 392 392 10 10 9 9 493 10
　

100
　

50 40 30 5

Salix alnifolia SOAL 7 361 435 12 15 13 15 656 6 100
　

57 33 23 50

Salix commixta SOCO 1 629 629 14 14 12 12 922 17 100
　

90 10 25 90

Styrax japonicus STJA 1 375 375 9 9 9 9 618 5
　

100
　

50 30 30 40

Stewartia pseudocamellia STPS 2 322 337 11 11 9 9 1046 40
　

100
　

80 30 25 5

Tilia amurensis TIAM 41 452 792 19 30 14 18 1081 27 88 12
　

68 39 32 51

Tilia insularis TIIN 21 425 695 16 24 11 22 744 26 40 55 5 86 26 16 63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UDVJ 4 385 418 18 20 15 19 93 8 100
　

70 30 40 60

U.lmuslaciniata ULLA 4 323 348 21 30 18 22 469 30 25 75
　

83 28 18 40

Zelkova serrata ZESE 7 355 463 17 25 15 18 731 27 14 86
　

87 109 41 22

Evergreen coniferous trees
　

314 359 567 17 40 10 22 1106 27 13 84 3 69 32 30 31

Evergreen broadleaved trees
　

33 442 690 15 21 13 21 409 16 91 6 3 69 42 29 24

Deciduous broadleaveed trees
　

490 377 991 16 33 13 24 938 27 43 55 1 81 35 27 45

Total (54 species) 837 373 991 17 27 12 24 982 26 32 66 2 79 35 27 42

Note : Tree health (G good, F Fair, P Poor), Vegetation coverage (T Trees, ST Subtrees, S Shrubs, H Herbs), Avg. Average, Max.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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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확인된 개체들의 현장 사진을 나타내었다.

2. 산림유존목 입지 분포

산림유존목 분포의 전체적인 평균 해발고도는 980 ± 369 m

이었다(Figure 3). 상록침엽수종의 분포 평균해발은

1,106 ± 397 m, 상록활엽수종은 409 ± 223 m, 그리고 낙

엽활엽수종은 938 ± 308 m이었다. 수종 별 분포의 평균 해

발은, 사스래나무가 1,462 ± 109 m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Figure 1. Distribution map of the relict forest trees(red circle) in South Korea. Abbreviations of the name for relict forest trees

were show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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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주목 1,363 ± 98 m, 섬개벚나무 1,333 m, 야광나무

1,325 ± 11 m, 돌배나무 1,213 m, 피나무 1,081 ± 224 m,

신갈나무 1,062 ± 210 m 등의 순이었으며, 소나무는

617 m ± 246 m이었다. 개체 별 해발고도에서는 설악산 끝

청의 사스래나무가 1,597 m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제주

도 강정천 냇길이소 주변의 담팔수나무가 해발고도 30 m

로 가장 낮은 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해발고도 구간별로는 1,200 ~ 1,400 m에서 25.6%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다음으로 800 ~ 1,000 m에서 20.0%,

600 ~ 800 m에서 14.4%, 1,000 ~ 1,200 m에서 14.1%,

1,400 m이상에서 10.6%, 400 ~ 600 m에서 7.0%, 200 ~ 400

m에서 4.6%, 그리고 200 m이하 3.7%로 나타났다. 전체적

Figure 2. Photographs of the relict forest trees in South Korea. Abbreviations of the name for relict forest trees we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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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000 m 이상의 고지대가 50.4%를 차지하여 산림유

존목 분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Figure 3). 

조사된 전체 산림유존목 생육 장소의 평균 사면경사는

26 ± 10°이었고, 상록침엽수종은 27 ± 9°, 낙엽활엽수종은

27 ± 10° 그리고 상록활엽수종은 16 ± 14°이었다. 사면경

사 계급으로는 30 ~ 40°에서 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20 ~ 30°에서 28.9%, 10 ~ 20°에서 11.2%, 10°이하에서

10.1%, 그리고 40°이상에서 8.8%로 나타나 경사 20°이상

의 중 및 급경사지를 중심으로 생육하고 있었다(Figure 4). 

산림유존목 생육지의 사면 방위는 북향 (N)이 24.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북동향(NE, 17.6%),

남향 (S, 13.7%), 동향 (E, 11.8%), 서향 (W, 9.9%) 및

북서향 (NW, 6.3%)의 순으로 분포 빈도가 높았다. 소나무

와 주목 등 상록침엽수종은 북동에서 북서 구간에서 62%,

구실잣밤나무와 붉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종은 남동에서

남서 구간에서 70%, 그리고 신갈나무와 피나무 등 낙엽

Figure 3. Distribution ratio of tree individuals by altitudinal classes (left) and averages and ranges of altitudinal distribution for each

relict tree (right).

Figure 4. Distribution ratio of relict trees by slope degree classes (left) and averages and ranges of slope degree range

distribution for each relict tree (right).

Figure 5. Distribution ratio of relict forest trees by trunk circumference classes (left) and averages and truck circumference ranges

for each relict tre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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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종은 특정 사면 방위 구간에 집중됨이 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산림유존목 크기 분포

산림유존목의 크기 특성을 개체의 줄기둘레, 수고, 그리

고 수관폭의 3개 지표로 비교 분석하였다(Table 1). 조사

된 산림유존목의 평균 줄기둘레는 373.2 ± 71.4 cm이었고,

이들 중 상록침엽수종은 359.2 ± 50.4 cm, 상록활엽수종은

442.3 ± 105.4 cm, 그리고 낙엽활엽수종은 377.4 ± 76.77

cm이었다. 줄기둘레 구간에서는, 300 ~ 400 cm에서

75.1%(40종), 400 ~ 500 cm에서 18.5%(9종), 500 ~ 600 cm

에서 4.4% (3종), 그리고 600 cm이상에서 1.9%(2종)로 나

타났다. 최대 줄기둘레의 개체는 제주도 물오름(수악오름)

주변 계곡에 분포하고 있는 구실잣밤나무(991.0 cm)로 측정

되었고, 다음으로 피나무(792.0 cm, 점봉산), 신갈나무

(715.0 cm, 설악산), 섬피나무(695.0 cm, 울릉도), 너도밤나

무(643.0 cm, 울릉도), 담팔수나무(640.0 cm, 제주도), 마

가목 (629 cm, 울릉도), 붉가시나무(620.0 cm, 제주도), 주

목 (567.0 cm, 계방산), 졸참나무(559.3 cm, 지리산), 굴참

나무 557.0 cm (강릉) 등의 순이었다. 붉가시나무, 주목,

굴참나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러 개의 줄기를 가진

복간목이었다(Figure 5).

조사된 전체 산림유존목의 평균 수고는 16.6 ± 5.8 m이었

으며, 상록침엽수종은 17.4 ± 8.3 m, 상록활엽수종은

14.7 ± 2.9 m, 그리고 낙엽활엽수종 16.5±4.4 m이었다, 산

림유존목 최대 수고는 설악산 흘림골의 전나무로 40.0 m

이었다. 평균 수고 계급에서는 10 ~ 15 m 및 15~20 m에서

각각 33.5% 및 33.2%, 20 ~ 25 m 계급에서 12.7%, 10 m

이하 계급에서 12.2%, 25 ~ 30 m 계급에서 6.4%, 그리고

30 m 이상 계급에서 2.0%이었다(Figur 6A). 전체 산림유

존목의 평균 수관폭은 12.1 ± 3.6 m(상록침엽수종 10.3 m,

상록활엽수종 12.5 m, 낙엽활엽수종 12.9 m)이었고, 최대

수관폭은 강원도 자병산의 굴참나무로 23.5 m이었다. 평

균 수관폭 계급에서는 10 ~ 15 m 계급 49.7%, 5 ~ 10 m 계

급 30.5%, 15 ~ 20 m 계급 15.0%, 20 m 이상 계급 2.8%,

그리고 5 m 이하 계급 2.1%이었다(Figure 6B). 

4. 산림유존목 건강 상태

산림유존목의 건강 상태를 건전도와 피해도의 2개 지표

로 평가 및 분석하였다. 산림유존목의 건전도는 ‘보통’이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호’가 33.4%, 그리고

‘불량’이 2.3%로 나타났다. 피해도는 ‘큰가지 결손’이

55.6%로 가장 많았고, ‘동공 발생’이 40.5%, ‘줄기 상부 결

손’이 17.7%, ‘가지 결손’이 10.2%, ‘줄기 하부 결손’이

Figure 6. Tree hight (A) and crown diameter (B) distribution of relict forest trees.

Figure 7. Distribution ratio of relict forest trees by damage parameters (A) and total coverag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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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없음’은 30.1%로 나타났다

(Figure 7A). 

5. 산림유존목 잔존 임분의 식생구조

산림유존목이 잔존하고 있는 임분은 대부분 3층 또는 4

층의 일반적인 온대림의 층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산림유

존목은 대부분 교목층(72.5%)에서 우점하고 있었고, 아교

목층(2.4%) 또는 관목층(1.0%)에서 우점하기도 하였다. 산

림유존목이 아닌 다른 수종이 우점하는 임분은 나머지

24.6% 이었다.

산림유존목 잔존 임분의 총피도(summed coverage / 400

m2)는 평균 183.2 ± 86.4%이었고, 이들 중 낙엽활엽수종

(188.7 ± 87.2%)이 가장 높았고, 상록침엽수종(162.0 ± 72.9%)

및 상록활엽수종(160.5 ± 54.4%)의 순서였다. 층위별 평균

총피도는 교목층 78.7 ± 15.1%, 아교목층 35.5 ± 28.7%, 관

목층 27.3 ± 12.9%, 그리고 초본층 41.7 ± 29.8% 등 비교적

낮은 임분 층 별 구성종의 피도합을 나타내었다. 이들 중 상

록침엽수종은 교목층 69.0 ± 19.6%, 아교목층 32.3 ± 14.8%,

관목층 29.7 ± 13.2%, 그리고 초본층 31.0 ± 25.3%, 상록활

엽성수종은 교목층 68.3 ± 16.8%, 아교목층 42.9 ± 13.9%,

관목층 28.5 ± 11.4%, 그리고 초본층 20.7 ± 12.2%, 그리고 낙

엽활엽수종은 교목층 81.1 ± 12.6%, 아교목층 35.3 ± 31.3%,

관목층 26.8 ± 12.9%, 그리고 초본층 45.2 ± 30.3%로 나타

났다.

수종별 평균 총피도 경향을 살펴보면, 야광나무(동대산

지역)가 270.0%로서 다양한 임분 층위에서 출현하여 가

장 높은 총피도 합을 나타냈고, 후박나무 267.5%, 비자나

무 265.0%, 느티나무 259.2%, 황철나무 245.0% 등이 다

층위에서 출현하여 총피도 합의 값이 높았다. 울릉도 도

동 절험지의 향나무가 95%의 가장 낮은 총피도 합을 나

타내었다.

고 찰

1. 산림유존목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나라 산림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성립하여 잔존하고

있는 흉고 둘레 300 cm 이상의 산림유존목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개체들은 설악산, 점봉산, 그리고 지

리산과 같은 백두대간의 큰 산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인간 활동 강도가 낮으며, 중경사도 이상의 낮은 접근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분 스트레스가 적은 북사면 입지에

서 풍부하게 잔존하고 있었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현재까

지 많은 산림 이용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성 기후에 의한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많은 산림유

존목이 잔존할 수 있는 배경으로 생각되며, 섬 및 남도 지

역의 민속신앙 활동 역시 어떤 나무를 오랫동안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Salick et al., 2007). 또한 비교적 너덜

과 같은 암석 입지 역시 화재로부터의 상대적 안전성 역

시 유존목의 잔존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조사된 산림유존목의 다양성은 우리나라 교목성 수종

의 약 22%를 포함하였고, 개체수 측면에서는 신갈나무,

소나무(해안에서 지리산 반야봉 해발 1,800 m 까지) 및 주

목과 같은 넓은 자생 범위를 나타내는 수종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교목성 수종들이 흉고둘레 300

cm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체 사망률의 내적 요

인과 인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착생 식물(겨우살이류), 곤

충, 세균, 번개, 폭우, 폭설, 한발, 혹한, 강풍 그리고 화재

와 같은 임목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외부

요인, 그리고 오랜 기간의 기후 변동을 극복해야만 크고

오래된 나무로 잔존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 요인 등에 살

아남기 위해서는 소나무과, 낙엽성 참나무과 및 장미과 식

물들과 같이 풍부한 개체군을 갖는 수종들이 유리할 수

있다(Table 1). 물론 이러한 산림유존목 형성의 배경에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정착 입지의 중요성

과 개체 수준의 유전 속성의 우수성 역시 중요하다. 

한편, 주목류는 고지대를 선호하는 수종이기보다는 인

간 이용 교란에 의해 고지대 지역으로 밀려난 정착과 성

장 과정이 복잡한 전형적인 성숙림 이후의 천이후기 수종

으로 볼 수 있다(Spies, 1991; Busing et al., 1995). 주목

은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조사 결과 강원 지역에서 많

은 산림유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주목들이 소집

단 형태로 잔존하고 있어 다른 수종에 비하여 개체수가

풍부하게 나타났다. 

대부분 개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산림유존목의 성립 및

잔존 과정은 정착 단계, 밀도 조절 단계, 성숙 단계 및 노

령 단계(Franklin et al., 2002)와 같은 일반적인 임분 발달

과정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산림유존목의 과거 환경

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산림생태계는 다양한 관리 활동이 이루어진 경관이

었음을 고려한다면, 큰 교란 후 임분 발달과정 보다는 인

간 이용 및 자연 과정의 선택적 작용에 의해 우연히 산림

내에서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산림유존목들은 입지를 공

유하고 있는 다른 식물들과 필요한 자원 경쟁 강도는 상

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수관이 매우 넓지만 물을 적게 소

비하는 노령 수목의 특성(Jayasuriya et al., 1993)은 잔존

능력에 긍정적 영향일 줄 수 있다. 크고 넓은 수관의 경우,

기상 환경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겨우살이 영향에 의한

낙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Figure 7). 

2. 생물다양성과 연구의 함의

산림유존목은 살아있는, 그러나 언제라도 죽어 사라질

수 있는 자원이다. 물론 크고 오래된 나무는 죽음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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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그리고 죽은 이후 역시 많은 생태적 역할을

수행한다(Cain, 1996; Frankin et al., 2000; Keith et al.,

2014).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자연보호사상, 산림보

호 그리고 산림자원에서 석탄과 기름으로의 연료혁명에

의해 숲이 발달하여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다(Cho et al.,

2016). 그리고 비록 남한 지역의 식생 발달 과정에서 간과

되어 왔지만, 호랑이와 늑대 등의 대형포유류의 절멸 및

이와 관련된 초식동물의 역할 변동을 포함하는 Cascade-

effect의 소멸(Estes et al., 2011; Ripple et al., 2014) 역

시 남한 지역의 재빠른 식생 경관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빠른 남한 지역의 경관 변화 과정

을 모두 견뎌 낸 산림유존목은 개체 자체적으로 수많은

지의류, 선태류, 고등식물의 정착지 및 야생 동물의 서식

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부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리고 유존목 생육지의 비교적 낮은 수관층 피도(80% 이

하)와 큰 가지가 부러져 생성하는 소규모 숲틈과 같은 임

분 구조 특성과 큰 가지 부러짐이 많은 개체 특성은 다양

한 임내 미소서식처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역시 수

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산림유존목은 젊은 남한 지역 산림에서 부

족한 사목(snag)의 잠재공급원으로 관련된 다양한 학술 및

시민 인식 증진의 역할이 기대된다. 산림자원을 위해하는

산림 해충, 화재의 연료, 그리고 안전 위협의 부정적 역할

역시 존재하지만(McClelland and Frissell, 1975; Davis et

al., 1983; Meyer, 1992), 큰 죽은 나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남한 지역 산림생태계 서식처 다양성의 잠재 핵

심 요소이다. 우리나라 산림 지역에서 수관층의 나무가 죽

는 과정과 죽은 이후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며(예, 소나무류 및 구상나무류), 성숙림

단계에 접어든 생태계 발달 과정과 대면적의 동렴림을 고

려하면 증가할 수 있는 사목의 발생과 생태적 역할, 그리

고 변화 과정에 대해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나무가

죽는 사건은 매우 복잡한 생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하

기 쉽지 않으며(Franklin et al., 1987), 하나의 생태적 사건

(ecological crisis)으로서 사목 발생을 인식하기보다는 생

태계 과정으로서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

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앞으로 급증할 수 있는 나무가

죽는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

자료들의 축적이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산림유존목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학술적 중요성뿐만 아

니라 대중의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 증진, 생태계 변화 과

정에 대한 에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남한 지역 내 산림유존목의 현

황과 생육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는 모두 DB

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조사 장소는 모니터링 체계를 적

용하여 반복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 조사

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림유존목이 생태계 생물량과 다양

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생태계 기능과 역할을 규명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유존목을 현지외 보존하는 전시원 모델

(Hewood, 2009; Kozlowski et al., 2012), 그리고 현지 내

에서 시민들이 접근하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현장 프로

그램의 구성 역시 희귀 산림자원의 활용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매우 기초적으로 현재의

산림유존목의 크기 기준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 발굴과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보전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

는 토대를 튼튼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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