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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아고산 산림생태계의 변화 및 쇠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아고

산 지역 침엽수림의 장기 면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간의 침엽수림 면적 

변화 탐지를 위해 시계열 Landsat 위성영상을 분석하였고, 침엽수림 면적과 기후정보의 장기적 변화를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분석대상지에서 침엽수림의 면적은 20년 동안 약 25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과 변화율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지역은 설악산, 백운산-함백산-장산, 지리산, 한라산 등이었다. 이 중 감소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백운산 

지역이었으며(감소면적 542 ha), 침엽수림이 대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한라산이었다(감소

율 33.3 %). 제주 지역은 타 지역보다 온도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라산이 기후변화 압력에 의한 산림생태

계 취약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아고산대 산림지역의 임상이 침엽

수림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추세는 각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전

국적이고 장기적인 아고산 지역 침엽수림 변화 정보는 향후 지역별로 수행될 상세한 멸종위기 아고산 침엽수 정밀실태조

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ong-term area changes in the subalpine coniferous forests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subalpine forest ecosystem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We 
analyzed 20 years of time-series Landsat satellite images (mid 1990s, mid 2010s) for change detection of coniferous 
forests and compared with the long term changes of climate information to identify their relationship in the study 
area. As a result, the area of coniferous forests in the study region decreased by 25% over 20 years. The regions 
with largest changes are Seoraksan, Baegunsan-Hambaeksan-Jangsan, Jirisan, and Hallasan. The region with the largest 
decrease in area was Baegunsan (reduced area: 542 ha), and the region with large decrease in area and the largest 
rate of decrease was Hallasan (rate of decrease: 33.3%). As the Jeju region has the most rapid temperature rise, it 
is projected that Hallasan is the most vulnerable forest ecosystem affected by climate chang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overall coniferous forests in the subalpine region are declining, but the 
trend varies in each region. This national and long-term information on the change of coniferous forests in the 
subalpine region can be utilized as baseline data for the detailed survey of endangered subalpine coniferous tre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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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의 기후대는 위도와 연평균기온에 따라 수평적·수

직적으로 특성이 구분되며 기후대별로 주로 서식하는 특

징수종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Lee et al., 2009).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대 북상에 의해 난대림 분포범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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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한대림 분포범위 축소가 예측됨에 따라, 산림서식

환경 변화 조건 하에서 주요 고산 휘귀 수종들의 절멸을 

방지하고 산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산 지역의 산림변화를 파악하기에 앞서 “고산”의 정

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산지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식생 경관의 수직적인 변화가 발생하며, 목재생산이 가

능한 경계선인 산림한계선과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경

계선인 교목한계선에 따라 산지림, 아고산대, 고산대로 구

분된다(Grabherr et al., 2003; Nagy and Grabherr, 2009). 

“아고산대(subalpine belt)”는 산림한계선과 교목한계선 사

이의 범위를, “고산대(alpine belt)”는 교목한계선과 설선

(雪線)까지의 범위를 말하며, 국내 고산 지역의 대부분이 

주로 아고산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고산”이라는 용어는 아고산대 지역과 고산대 지역

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정의의 명확성을 위해 “아고산”의 용어를 활용하

였다. 산림한계선은 위도, 기상·기후 환경, 지형·토양 입

지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고산 지역을 고

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아고산

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식물이 분포하는 지역을 아고산대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Kong, 2007). 아고산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침엽수종 분포 영역에 대한 기존 연

구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산지별 대

략적인 아고산대 산림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산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아고산 

산림생태계는 과거 빙하기에 한반도로 이동한 후 현재는 

산 정상부에만 남아있어 한반도 내에서 희귀성이 높은 

식물 종들이 서식하는 특수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전 지

구적으로도 멸종위험성이 높은 종들이 다수 분포해 있

다. 아고산대 침엽수 중에서 구상나무(Abies koreana)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으로 국제

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IUCN 

Red list에서는 눈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를 멸종위기 종, 눈측백(Thuja koraiensis)은 취약수종, 눈

잣나무(Pinus pumila),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가문

비나무(Picea jezoensis)는 관심수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기온상승과 가뭄에 의해 수목고사 피해

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IPCC, 2014), 이러한 국내 아고

산 수종들도 극심한 가뭄, 이상고온 등 이상기상 발생과 

지구온난화를 포함하는 기후변화에 의해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1년 이후 27년간 지리산 구상나무 분포지역의 

온도가 0.8℃ 상승하는 동안 구상나무 분포 면적은 약 18 

% 감소하고, 군락 지역의 밀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Kim and Lee, 2013). 또한 구상나무가 고사한 지역

 

Subalpine 
Coniferous Species

Distribution Regions (elevation) Reference

Abies koreana

Deogyusan(1,400~1,600 m), Mudeungsan(500 m~), Jirisan(1,200~1,900 m), 
Gayasan, Gajisan(1,000 m), Hallasan(1,300~1,950 m)

Kong(2004)

Hallasan(1,300~1,950 m) Song et al.(2010)

Jirisan(1,300~1,900 m) Kong et al.(2014)

Deogyusan, Jirisan, Gayasan, Youngchuksan, Hallasan (1,200 m~) Park et al.(2015)

Abies nephrolepis

Hwaaksan(1,100 m~), Seoraksan(700~1,550 m), Odaesan(800~1,500 m), 
Yongmunsan(800~1,100 m), Chiaksan(1,000~1,300 m), Hambaeksan(1,500 m~), 

Taebaeksan(1,100~1,500 m), Deogyusan(1,050~1,500 m), Jirisan(1,200 m~)
Kong(2004)

Hwaaksan, Sobaeksan, Hambaeksan, Gariwangsan, Odaesan, 
Seoraksan(1,000 m~)

Park et al.(2015)

Picea jezoensis

Deogyusan(1,400 m~), Jirisan(1,400 m~) Kong(2004)

Gyebangsan(1,210~1,540 m), Deogyusan(1,404~1,606 m), Jirisan(1,405~1,890 m)
Yoon and 

Kong(2011)

Jirisan(1,200~1,900 m) Kong et al.(2014)

Juniperus chiensis
Seoraksan(700~850 m), Deogyusan(1,400~1,500 m), Gayasan, 

Jirisan(1,400~1,900 m), Hallasan(1,400~1,950 m)
Kong(2004)

Seoraksan(1,600~1,700 m), Jirisan(1,400~1,900 m), Hallasan(1,700~1,950 m) Kong et al.(2014)

Pinus pumila Seoraksan(1,500~1,750 m) Kong(2004)

Taxus cuspidata
Seoraksan(1,500~1,600 m), Hwaaksan(1,100~1,400 m), Yongmunsan(800~1,150 m), 
Jirisan(1,200~1,850 m), Ulleungdo(300~900 m), Taebaeksan(1,000~1,500 m), 

Hallasan(1,750~1,950 m)
Kong(2004)

Table 1. Main distribution regions of conifer species in subalpin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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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엽수종인 신갈나무가 새롭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Kim and Lee, 2013). 한편, 한라산 일대 구상나

무 분포의 감소는 지리산에 비해 규모나 속도 면에서 크

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산 영실지역 

구상나무림 변화조사에 따르면 전체 구상나무 중 고사목

의 비율이 2009년에는 18.9 %였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28.2 %로, 5년 사이에 9.3 %나 증가하였다(Song et al., 

2016). 두 지역 외에도 설악산, 오대산 등 백두대간 지역

의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집단 고사 역시 보고되고 있다

(Song et al., 2016). Kong et al.(2014)은 이러한 아고산 침

엽수종의 고사 기작에 대해 기온 증가에 따라, 해당 수종

의 호흡률이 증가하고 식물 세포조직에서의 탈수 현상으

로 세포막이 손상되고 체내 단백질이 변성하여 고사에 이

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목의 고사 요인에는 이상기상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인 기후변화 외에도 산림해충의 공격 및 병원균 감염, 또

는 타수종과의 경쟁에 의한 피압, 수목의 임계수령에 따

른 자연고사(Mueller-Dombois, 1987; Castello et al., 1995) 

인위적인 간섭이나 동물의 섭식,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입지환경의 변화, 대기오염 등이 있으며(Freedman, 1989; 

Manion and Lachance, 1992; Nagy and Grabherr, 2009), 이

들 요인이 수목 고사와 산림쇠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Prinz, 1987).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집단 

고사 현상이 목격되는 아고산 지역의 침엽수종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지형, 기상, 토양, 수문 등이 열악한 환

경에 주로 서식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압력이 고사와 쇠

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Yoon and Kong, 

2011; Kim and Lee, 2013).

아고산 지역은 생육환경이 척박하고 생태적 회복탄력

성이 낮기 때문에, 기후변화 압력하에 진행되는 급격한 

수목 고사와 쇠퇴는 산림생태계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

켜 취약종의 멸종을 야기할 수 있다. 국내 아고산 지역의 

식생은 과거 기후변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식

물지리학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해당 서식지에서 사라지

면 인위적인 복원 및 복구가 어려워 지구상에서 멸종할 

위험성이 높은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Kong et al., 2014). 

따라서 수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시켜 기후 변화가 초

래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자생력을 보유한 후계림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분포의 변화 또는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장

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아

고산 산림생태계의 변화 및 쇠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침엽수림 고사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아고산 지역 침엽수림 면적

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

다. 20년 동안의 침엽수림 면적 변화 탐지를 위해 시계열 

위성영상을 활용하였고,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와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정보의 장기변화를 함께 비교하였

다.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된 아고산 지역

의 침엽수림 변화 자료는 향후 지역별 상세 실태조사 수

행과 아고산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아고산 지역의 주요 침엽수림 

분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아고산 지역에 특수하게 자

생하는 침엽수종이 분포하는 지역(Table 1)의 정보를 고

려하여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아고산 침엽수종의 분

포 해발고도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

식지가 충분이 포함되기 위해 해발고도 1,000 m 이상 지

역을 우선 추출하였고, 그 중에서 중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아고산 침엽수종이 중점적으로 서식하는 1,200 m 이

상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면적의 규모가 큰(100 ha 

이상) 지역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

으로 총 54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대상지 전체 면적은 약 

118,970 ha였다(Table 2).

 

2. 시계열 위성영상 자료 수집

20년간의 침엽수림 면적을 비교하기 위해 1990년대 중

반에 촬영된 Landsat-5 영상과 2010년대 중반에 촬영된 

Landsat-8 영상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침엽수 면적을 가

장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침엽수의 식생활력도는 높

고 활엽수 및 초지의 식생활력도가 낮은 3월말~4월 영상

을 활용하였다.

Landsat 영상의 Path-Row는 Figure 1과 같다. 강원지역 

연구대상지 대부분이 115-34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덕유

산 및 지리산 권역은 대부분 115-35 영상에 포함되었으며, 

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114-35, 115-37 영상의 영역에 포함

되었다. 분석에 활용할 Landsat 영상은 USGS(미국 지질조사

국) Earth Explorer 홈페이지(https://earthexplorer.usgs.gov/)

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았다. 촬영시기와 영상품질을 고려하

여 분석에 최종 활용된 영상은 Table 3과 같으며, 최종적으

로 1990년대 중반(T1) 영상 4장, 2010년대 중반(T2) 영상 

5장이 활용되었다.

3. 침엽수림 변화 분석

Landsat 시계열 영상을 분류를 위해 감독분류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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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Location (CityㆍCounty) Area (㏊)
1 Hyanglobong-Maebongsan Inje, Goseong 2,456
2 Sangbong Inje, Goseong 255
3 Daeamsan Inje, Yanggu 1,291
4 Seoraksan Inje, Yangyang, Sokcho 6,360
5 Jugeogbong-Garibong Inje 1,070
6 Jeombongsan-Mangdaeamsan Inje, Yangyang 1,679
7 Hwaagsan-Seokryongsan Gapyeong, Hwacheon, Chuncheon 1,717
8 Myungjisan Gapyeong 238
9 Bangtaesan-Gaeinsan Inje, Hongcheon 3,250
10 Manghyunbong Inje, Hongcheon 408
11 Hwangbyungsan Peongchang, Gangneung 4,222
12 Odaesan-gyebangsan Hongcheon, Peongchang, Yangyang, Gangneung 15,886
13 Gorupogisan Gangneung, Pyeongchang 810
14 Balwangsan Pyeongchang, Gangneung 1,464
15 Taegisan Pyeongchang, Hoengseong 650
16 Dutasan(Peongchang)- Sangwonsan Jeongseon, Pyeongchang 3,385
17 Sadalsan Gangneung, Jeongseon 596
18 Daemisan Pyeongchang 251
19 Baekseokbong Jeongseon 328
20 Gariwangsan-Joongwangsan Pyeongchang, Jeongseon 4,970
21 Cheongoksan(Samcheok)-Dutasan(Samcheok) Samcheok, Jeongseon, Donghae 4,385
22 Cheongoksan(Pyeongchang) Pyeongchang, Jeongseon 814
23 Baekdeoksan Yeongwol, Pyeongchang, Hoengseong 711
24 Birobong(Chiaksan) Wonju, Hoengseong 396
25 Eungbongsan Samcheok 1,050
26 Baegunsan(Jeongseon)-Hambaeksan-Jangsan Jeongseon, Taebaek, Yeongwol, Samcheok 11,577
27 Baekbyungsan Yeongwol 485
28 Maebongsan Yeongwol 394
29 Myeonsan Bonghwa, Taebaek, Samcheok 399
30 Taebaeksan-Cheongoksan(Bonghwa)-Guryongsan Bonghwa, Taebaek, Yeongwol 7,042
31 Seondalsan Yeongwol, Bonghwa, Yeongju 667
32 Hyeongjaebong Danyang, Yeongju 175
33 Okseoksan Bonghwa 232
34 Munsusan Bonghwa 134
35 Sobaeksan Danyang, Yeongju 3,589
36 Huinbongsan Danyang, Yeongju 662
37 Ilwolsan Youngyang 249
38 Minjujisan Youngdong, Muju, Gimcheon 890
39 Daedeoksan-Chojeomsan Muju, Gimcheon 325
40 Sambongsan Muju, Geochang 335
41 Deogyusan-Namdeogyusan Muju, Jangsu, Geochang, Hamyang 6,330
42 Sudosan Gimcheon, Geochang 1,378
43 Gayasan Hapcheon, Seongju 577
44 Geumwonsan-Gibaeksan Geochang, Hamyang 943
45 Wolbongsan Hamyang, Geochang 1,064
46 Jangansan Jangsu 264
47 Gajisan Cheongdo, Miryang, Ulsan 305
48 Baegunsan(Hamyang) Hamyang, Jangsu 353
49 Daebongsan Hamyang 296
50 Sinbulsan Ulju, Yangsan 127
51 Jirisan Namwon, Hamyang, Sancheong, Hadong, Gurye 15,890
52 Wangsirubong Gurye 151
53 Baegunsan Gwangyang 198
54 Hallasan Jeju, Seogwipo 8,106

Total 118,970

Table 2. Location and area of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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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sites and Path-Row of Landsat images.

Path Row
T1

(Landsat-5)
T2

(Landsat-8)
115 34 1994-04-14 2015-04-24
115 35 1997-04-22 2014-04-21

2017-04-29
115 37 1997-04-06 2016-04-10
114 35 1997-03-30 2015-04-17

Table 3. Satellite images.

적용하였다. 감독분류는 영상분석가가 토지피복의 형태

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훈련지

역을 설정하고 분류항목별 분광정보 통계량을 활용하여 

분류를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분

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대우도분류

(Maximum Likelyhood Classification)을 적용하였다. 최대

우도법은 해당 화소가 각 분류항목에 포함될 확률을 계

산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분류항목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Jensen, 2005). 감독분류에 따른 영상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지

역 특징을 고려하여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적절히 구분하

고, 각 분류항목별로 충분한 훈련지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주로 아고산 지역으로 산림, 

초지·관목지, 기타 나지 등의 토지피복 형태를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토지피복분류항목을 침엽수림, 활엽수림, 

초지·관목지, 나지, 개발지로 나누고, 침엽수림과 활엽수

림은 양지와 음지를 나누어 별도 분류항목으로 나누어 

훈련지역을 선정하고 감독분류를 수행하였다. 감독분류 



15아고산 침엽수림 분포 면적의 20년간 변화 분석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침엽수림과 그 외 지역으로 재분류

하고 침엽수림 추출 정확도에 대하여 분류결과 정확도 

평가를 실시했다.

각 분류항목별 훈련지역 선정은 실제 토지피복정보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시점(2100년대 중반)은 

정밀 항공사진을 통해 전국적인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하

여 훈련지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과거 1990년대 중반에

는 토지피복을 정밀하기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미

약한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시기 항

공사진 정보를 통해 토지피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Landsat 시계열 영상 상에서 토지피복이 변화되

지 않은 것으로 육안으로 확신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훈

련지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토지피복 항목별 훈

련지역은 두 시기 영상의 분류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

기별 영상분류의 일관성을 높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침엽수림 분류도 정확도 평가는 침

엽수림 면적과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주요 연구

대상지 세 지역에 한해 수행하였다. 각 연구대상지의 최

근 시기 분류결과 상의 침엽수림 지역과 비침엽수림 지

역에 각각 50개 지점을 무작위로 배치(각 대상지별 100

개 지점)하였고, 토지피복분류 결과와 현재 토지피복 상

태를 비교하였다. 현재 시기 토지피복 상태는 Google 영

상과 항공사진(Daum, Nave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영상분류 결과와 현재 토지피복 정보를 비교하

여, 분류정확도(Overall Accuracy)와 Kappa 계수(Cohen, 

1960)를 산출하여 분류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4. 기후자료 수집 및 분석

침엽수림의 면적 변화와 기후변화와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산림의 생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후자료이자 장기

간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기상청의 기후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http://sts.kma.go.kr)

에서 취득하였다.

주요 4개 지역의 아고산지역 산림생태계 생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후요인의 장기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

하기 위해 장기간의 연단위 통계가 제공되는 연도별 평

균기온, 누적강수량, 최심적설, 최대풍속최고, 최대순간

풍속최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연평균온도는 장기간

의 식물생육 범위, 즉 산림식생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기후요소로 이용되고 있는 지표이다(Lee et al., 2009). 

설악산은 인제, 속초 기상관측소, 지리산은 남원, 산청 기

상관측소, 한라산은 제주, 서귀포 기상관측소 자료에서 

1975년부터의 기후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다. 백운산(정

선)-함백산-장산 인근의 태백, 영월 기상관측소는 각각 

1986년과 1995년부터 자료생산이 되어 타 지역과 동일

하게 40년간의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20~30년 

변화 추세 파악에는 활용이 가능했다.

 

결과 및 고찰
 

1. 전국 아고산 침엽수림의 면적 변화

전체 54개 대상지 중 구름이나 연무 등으로 전체 지역

에 대한 영상분석이 어려운 6개 지역[화악산-석룡산, 명

지산, 응봉산, 백병산, 면산, 백운산(광양)]은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또한 영상 내 일부 지역에서 구름이 있거나 대

상지 경계 일부가 영상을 벗어난 경우, 두 시기 영상에서 

해당 지역을 모두 제외한 영역에 한해서만 변화 분석을 

실시했다. 따라서 Table 2의 대상지 면적과 Table 4의 영

상분석 대상지 면적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였다. 전체 대

상지 중 구름 등으로 인한 영상 누락지역을 제외한 94 % 

지역에 대해 변화 비교가 실시되었다(Table 4). 침엽수림 

면적 비율과 변화율이 높은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에 대

한 분류정확도 평가 수행 결과, 정확도는 모두 92 % 이상, 

Kappa 계수 또한 0.84 이상으로 산출되어 분류결과와 실

제 토지피복간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 침엽수림 면적은 9,327 ha에서 6,990 ha로 

전체적으로 약 2,336 ha가 감소했으며, 이는 약 25 % 감

소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분석 대상지 전체 48개소 중 

침엽수림 감소 지역은 34개소, 증가 지역은 13개소, 침엽

수림이 없는 지역이 1개소였다. 침엽수림 면적이 감소한 

지역의 T1시기 침엽수림의 평균면적은 약 263 ha, 증가

한 지역의 침엽수림 평균면적은 30 ha로, 과거 침엽수림 

면적이 컸던 곳에서 많은 감소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감소지역 중 감소율이 50 % 이상이 지역은 13지역에 

달했다(Table 4).

 

2. 대규모 변화지역의 침엽수림 분포 및 변화 특성

침엽수림 면적 감소가 200 ha 이상 대규모로 발생한 주

요 변화 지역[설악산, 백운산(정선)-함백산-장산, 지리산, 

한라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변화를 비교하였다(Table 5). 

네 지역의 침엽수림 감소면적은 전체 감소면적의 64.4 %

를 차지하였다. 설악산은 네 지역 중에서 전제 대상지 중 

침엽수림 면적비율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과거 17.4 %

에서 12.1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악산

의 침엽수림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으

며 집단 내에서 전체 지역에 걸쳐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감소율은 30.5 %였다. 백운산(정선)-함백산-장산은 감소

면적은 542 ha로 가장 크게 산출되었으나 대상지 면적이 

11,577 ha로 가장 넓어 침엽수림 면적비율 자체는전 높

지 않았다. 면적비율이 8.6 %에서 4.0 %로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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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udy site
Analyzed area 

(ha)
Ratio
(%)

Coniferous forest area (ha) Change (ha)

T1 T2 T2-T1

1 Hyanglobong-Maebongsan 1,815 74 11 9 -2

2 Sangbong 255 100 5 5 -1

3 Daeamsan 1,291 100 21 22 1

4 Seoraksan 6,235 98 1,086 754 -332

5 Jugeogbong-Garibong 1,070 100 64 85 22

6 Jeombongsan-Mangdaeamsan 1,679 100 13 14 0

9 Bangtaesan-Gaeinsan 3,059 94 87 62 -25

10 Manghyunbong 408 100 13 1 -12

11 Hwangbyungsan 4,222 100 254 141 -113

12 Odaesan-Gyebangsan 15,747 99 1,086 889 -198

13 Gorupogisan 810 100 17 12 -5

14 Balwangsan 1,464 100 35 28 -7

15 Taegisan 650 100 53 46 -6

16 Dutasan-Sangwonsan 3,385 100 84 54 -30

17 Sadalsan 596 100 66 17 -49

18 Daemisan 251 100 0 0 0

19 Baekseokbong 328 100 23 40 17

20 Gariwangsan-Joongwangsan 4,970 100 163 190 27

21 Cheongoksan-dutasan 4,385 100 282 262 -20

22 Cheongoksan 814 100 9 26 17

23 Baekdeoksan 711 100 25 24 -1

24 Birobong(Chiaksan) 396 100 14 2 -12

26 Baegunsan-Hambaeksan-Jangsan 11,577 100 999 457 -542

28 Maebongsan 124 31 5 4 -1

30 Taebaeksan-Cheongoksan-Guryongsan 7,042 100 960 770 -190

31 Seondalsan 667 100 21 15 -5

32 Hyeongjaebong 175 100 2 2 0

33 Okseoksan 232 100 4 9 6

34 Munsusan 134 100 5 9 4

35 Sobaeksan 3,589 100 186 94 -91

36 Huinbongsan 662 100 25 12 -12

37 Ilwolsan 249 100 0 0 0

38 Minjujisan 803 90 23 4 -19

39 Daeduksan-Chojeomsan 325 100 14 6 -8

40 Sambongsan 249 74 31 13 -18

41 Deogyusan-Namdeogyusan 5,560 88 344 176 -168

42 Sudosan 1,378 100 24 64 40

43 Gayasan 577 100 37 58 21

44 Geumwonsan-Gibaeksan 943 100 26 8 -18

45 Wolbongsan 1,064 100 27 4 -23

46 Jangansan 264 100 5 6 1

47 Gajisan 305 100 3 1 -2

48 Baegunsan 353 100 6 2 -4

49 Daebongsan 296 100 7 49 42

50 Sinbulsan 127 100 10 19 8

51 Jirisan 13,891 87 2,239 1,913 -326

52 Wangsirubong 151 100 2 1 -1

54 Hallasan 6,204 77 915 610 -304

　 Total 111,485 94 9,327 6,990 -2,336

Table 4. Change analysis of coniferous forest area in all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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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림 감소율은 약 54.2 %로 큰 임상변화 현상이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설악산과는 달리 침엽

수림이 집단화되지 않고 산포되어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

다. 지리산은 주능선을 따라서 침엽수림이 집단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엽수림 면적비율은 

16.1 %에서 13.8 %로 감소했다. 전체적인 침엽수림 면적 

감소율은 14.6 %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리산 주능선 우

측보다 좌측(반야봉 부근)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발

견되었다. 과거 시기 영상에 구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은 두 시기 사이의 침엽수림 면적 비교에서 제외하

 

Area Mid 1990s Mid 2010s

Seoraksan
(Rate of reduction : 30.5%)

Baegunsan
(Rate of reduction : 54.2%)

Jirisan
(Rate of Reduction : 14.6%)

Hallasan
(Rate of reduction : 33.3%)

Table 5. Status of coniferous forest with great reduc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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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라산은 정상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침엽수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침엽수림 면적비율은 14.7 %

에서 9.8 %로 감소했으며, 면적 감소율은 33.3 %로 설악

산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백록담 우측의 넓은 침엽

수림 지대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과거와 현

재 시기 영상에 일부 구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지역들은 

두 시기 사이의 침엽수림 면적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침엽수림이 변화된 지역과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입지 

환경 특성을 비교한 결과, 네 지역 모두 침엽수림 감소 

지역이 침엽수림 유지 지역보다 해발고도가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임상도에 따르면 해당 

분석 대상지 내에는 고산지역에 특수하게 자생하는 침엽

수(구상나무, 분비나무 등)와 일반 산지에서 서식하는 침

엽수(소나무, 잣나무 등)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고산 

침엽수종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높은 해발고도 산지에서

의 변화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침엽수림 변화와 기후변화와의 관계

주요 4개 지역의 아고산지역 산림생태계 생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후요인의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한 결과, 

누적강수량, 최심적설, 최대풍속최고, 최대순간풍속최고 

자료에서는 뚜렷한 장기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연평균기온에서는 해당 지역 모두에서 상승 

추세가 확인되었다(Figure 2). 40년간 변화에서는 한라산

의 온도상승 추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는 설악산과 지리산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

(1976~1985년)과 최근 10년(2006~2015년)의 평균온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서귀포가 15.9℃에서 17.0℃로 가장 높

이 상승하였으며, 남원이 12.1℃에서 12.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Table 6). 이는 침엽수림 면적 변화

율이 한라산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설악산과 지리

산이었다는 분석결과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백운산 역시 최근 20~30년간의 온도상승폭을 보았

을 때, 매우 가파른 상승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산악지역의 경우 평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

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온도의 경우 고도가 상승할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평지에서 관측된 연평균온도보다 전체

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악지역은 평지보

다 풍속이 강하고, 강수량도 많은 등의 특성이 다르므로

(Won et al., 2016), 아고산 지역 산림변화의 기상·기후적

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산악지역의 기상정보

를 포함한 고해상도의 산악기상 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추

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ure 2. Trend of average annual temperature change over 40 years by major region 
(a) Near Seoraksan (b) Near Baegunsan (c) Near Jirisan (d) Near Hall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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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ame of weather 

station

Average Temperature Maximum Temperature

T1 T2 Change T1 T2 Change

Seoraksan
Inje 9.7 10.5 △0.8 4.1 5.4 △1.3

Sokcho 12.0 12.6 △0.6 8.5 8.8 △0.3

Jirisan
Namwon 12.1 12.5 △0.4 6.4 6.9 △0.6

Sancheong 12.6 13.2 △0.6 7.3 8.2 △0.8

Hallasan
Jeju 15.2 16.1 △0.9 12.0 13.4 △1.4

Seogwipo 15.9 17.0 △1.1 12.6 14.1 △1.5

Table 6. Comparison of average temperature change between T1(1976~1985) and T2(2006~2015).                   (Unit : ℃)

결  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아고산 

산림생태계의 변화 및 쇠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침엽수림 면적의 장기적인 변화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분석대

상지에서 침엽수림의 면적은 20년 동안 약 25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백운산(정

선)-함백산-장산 지역이었으며(감소면적 542 ha), 침엽수

림이 대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한라산이었다(감소율 33.3 %). 제주 지역은 타 지

역보다 온도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라산

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취약성이 가장 높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아고산 지역 침엽수림의 감소 면적

이 아고산대 특징 침엽수종(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

나무 등) 임분의 감소면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성영상을 통해 추출된 침엽수림 내에서 아고산대 특징 

침엽수 뿐 아니라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전국에 걸

쳐 분포하는 침엽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아고산대 침엽수종은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 균일한 

임분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형태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저밀도의 아고산 침엽수종 분포지는 공간해상

도 30 m의 Landsat 영상을 통한 침엽수림 집중분포지의 

추출 및 분석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고산대 산림지역의 임상이 기후변화의 

조건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침엽수

림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는 아고산대 특징 침엽수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

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침엽수립의 면적 변화와 장기적인 기후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장기간의 식물생육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후요소인 연평균온도가 침엽수림의 면

적 변화에도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좀더 세밀한 산림교란 및 고사와 관련된 분석을 위해

서는 최한월최저기온, 최난월최고기온 등의 극한기상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지역별로 명확한 

아고산 침엽수종 분포 및 고사율 정보가 구축되면, 수종

별 생육 및 고사 발생과 연계된 상세 기상특성 분석이 수

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수목의 생육환경 변화와 이러한 

임분 구성 및 구조의 변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고 특히 고산지역은 생육환경이 척박하여 기후변화에 따

른 급격한 수목 고사와 쇠퇴가 산림생태계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와 취약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고산대 

침엽수의 전국적인 생육현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전국적이고 장

기적인 아고산지역 침엽수림 변화 자료는 향후 아고산 

지역에 특수하게 서식하는 취약수종에 대한 지역별 상세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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